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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메타 윤리학에서 비환원적 자연주의의 일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한 입장을 제시하고 옹호하고자 한다.
  나는 도덕적 속성이나 사실이 익히 알려진 다른 자연 과학적 속성이나 
사실로 환원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인과적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
한다.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도덕적 속성은 인간의 도덕적 성격 유형, 즉 
덕이며, 따라서 덕에 의한 행위 설명은 진정한 인과적 설명이기도 하다. 
그럼으로써 도덕 실재론에 대해 제기되는 하만의 도전에 대한 응답 또한 
이루어지는 셈인데, 그것은 도덕적 사실이 자연 과학적 사실과 달리 인과
적 설명에서 설명적 역할을 갖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다만 덕에 의한 행위 설명이 온전히 인과적 설명으로 받아들여지기 위
해서는 인과에 관한 근래의 주류적인 이해인 흄적인 그림, 그리고 그와 밀
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자연에 관한 기계론적 철학 또한 재검토되어야 한
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보다 고대적인 전통에 가까운 대안적 그림은 덕
을 비롯한 인과적 능력과 그것의 소유자인 인과적 작인을 중심에 놓고 법
칙, 인과, 그리고 자연 개념을 이해한다.
  덕에 의한 행위 설명이 진정한 인과적 설명이라는 견해는 거기서 언급
되는 덕 속성을 표현하는 도덕적 용어가 자연종 용어처럼 작동한다는 생
각과 결합되어 있다. 이에 대해 도덕적 쌍둥이 지구 논증은 도덕적 용어가 
익히 알려진 자연종 용어와 중요한 점에서 다르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
는데, 그 요점은 우리에게 현재의 화학 이론 같은 것에 비견되는 합의 가
능한 윤리학 이론이 있느냐는 것이다. 나는 특정 규범 윤리학적 입장과는 
구별되는 경험적인 덕 이론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그에 답할 것
이다.
  이처럼 덕 이론이 환원 불가능한 인과적 설명을 제공하는 이론이라는 
생각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가장 큰 반대 전략은 그 이론이 언급하는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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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유형들이 실은 다른 종류의 속성들로 환원 혹은 대체 가능하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다. 덕 개념은 두꺼운 평가적 개념으로 분류되는데, 두꺼운 개
념이 모두 얇은 평가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으로 분리 가능하다고 주장하
는, 두꺼운 개념에 관한 분리주의적 입장은 현재 논의 맥락에서 바로 그러
한 전략적 시도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두꺼운 개념
에 관한 분리주의적 도전들에 맞서 비분리주의를 옹호함으로써 도덕적 속
성에 대한 비환원적 자연주의 또한 옹호하게 될 것이다.

주요어 : 도덕 실재론, 비환원적 자연주의, 인과적 설명, 도덕적 쌍둥이 지
구, 덕 이론, 두꺼운 개념
학  번 : 2016-3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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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 논문은 메타윤리학 분야에서 비환원적 자연주의로 분류될 수 있는 
한 입장을 옹호하고자 한다. 비환원적 자연주의는 도덕 실재론의 한 종류
로서, 도덕적 속성, 사실 등이 실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관한 다른 
속성이나 사실들로는 환원되지 않는, 그럼에도 여전히 자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본래 비환원적 자연주의는 속성, 사실 
등 대상적 존재자들에 관한 논제이기는 하나, 이 논문에서는 도덕적 개념
에 대해서도 그것의 비환원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논지가 전개됨에 따라 
드러나겠지만, 도덕적 개념과 그것을 표현하는 도덕적 용어의 비환원성을 
주장하는 것은 도덕적 속성의 비환원성을 옹호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전
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가 비환원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서 염두에 두고 있는 도덕적 
속성의 사례들은 다름이 아니라 용기나 지혜 같은 인간의 덕목들이다. 덕
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더없이 친숙한 존재자들이다. 인류는 오래 전부터 
유덕한 혹은 악덕한 인간들에 대해, 그리고 그들을 특징짓는 요소인 덕과 
악덕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말해왔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덕
/악덕 용어들이 동원되어왔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인간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이미 제거 불가능
할 정도로 만연해 있는 관행이며, 도덕적 성격 유형을 의미하는 덕/악덕
은 인간의 성격을 분류하는 여러 유형들 중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1)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인간의 도덕적 성격 
유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철학적으로, 특히 메
타윤리학에서 어떤 식으로 이해되어야 좋을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
고 있지 않다. 이 논문의 핵심 과제들 중 하나는 그런 이해를 증진시키는 

1) 반면에 Harman(2000)은 성격이라는 것이 실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심지어 
우리가 성격에 관해 말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의 주장은 몇 가
지 사회심리학적 실험에 대한 해석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에 대한 
Athanassoulis(2000)의 논박도 참조. 나는 Harman이 해결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
한 입증의 부담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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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전통적으로 규범 윤리학에서 덕 윤리학으로 분류되는 입장이 당연하게
도 덕에 관한 담화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고, 그에 관한 이론적 해
명을 제시하고자 해왔다. 그에 따라서, 이 논문은 자연스럽게 규범 윤리학
에서의 덕 윤리학에 친화적인 메타윤리학적 입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점은 부인할 생각이 없다. 전통 윤리학 그 자체이
기도 했던 덕 윤리학이 근대에 영향력을 상실했던 이유의 상당 부분이 그
것에 대한 메타윤리학 수준에서의 비판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작업
은 덕 윤리학에 힘을 실어주려는 시도로도 읽힐 것이다. 확실히 덕 윤리학
은 덕에 관한 담화라는 우리의 오랜 관행을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대
표적인 이론적 입장이기는 하다. 게다가 덕 윤리학자들은 메타윤리학적 문
제들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 비환원적 자연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여기서 옹호하고자 하는 비환원적 자연주의가 반드시 규범 
윤리학에서의 덕 윤리학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제시되는 입장을 다른 규범 윤리학적 입장들과 결합시키는 것이 불가능하
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좋은 이론적 동기가 있는지의 
여부는 별도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겠지만 말이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
에 해당하는 1~3장은 보다 형이상학에 가까운 논의들을 다루는 부분으로, 
도덕적 속성에 관해 주로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후반부에 해당하는 4~5
장은 언어 철학에 가까운 논의들을 다루는 부분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인 도덕적 속성의 환원 불가능성을 옹호하기 위해, 도덕
적 개념과 용어의 환원 불가능성을 옹호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 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1장은 다소 개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장으로, 여러 메타윤리학적 
입장들 가운데서 비환원적 자연주의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입장인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몇 가지 기준들에 따라 도덕 실재론을 중심에 놓고 메타
윤리학적 입장들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인과력이라는 기준이 어떤 속성의 
실재성을 판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서 제시될 것이며, 비환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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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주의는 도덕적 속성이 환원 불가능한 인과력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입
장이라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그런 뒤, 인과를 이해하는 대표적인 두 그
림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하만의 도전으로 알려진 문제가 도덕적 사실의 
인과적 설명력에 관한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비환원적 자연주의의 중요한 선행 연구 작업인 코넬 실
재론의 답변은 매우 그럴듯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만의 도전에 대한 응답
으로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성격에 의한 행위 설명이 진정
한 인과적 설명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추가적인 문제들이 몇 가지 있다는 점도 간략히 언급할 것이다.
  2장에서는 1장에서 소개한 스터젼의 답변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주요 
문제들에 답함으로써 비환원적 자연주의를 보완한다. 하만의 도전에 대해 
비환원적 자연주의를 옹호하는 노선에서 내놓을 수 있는 답변은 도덕적 
설명이 진정한 인과적 설명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인과적 설명이 
될 수 없다는 반론들에 맞서 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하만을 비롯하여 많
은 사람들이 가정하고 있는 자연적 원리에 의한 설명과 도덕적 원리에 의
한 설명 사이의 간극이 사라져야 한다.
  우선 나는 자연적 원리의 대표 격인 자연 법칙이 통념과는 달리 조건부
적 성격, 혹은 추상성을 갖는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자연 법칙의 추상
성은 그것이 현실에서 추상해낸 특정한 인과력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의
해 가장 잘 이해된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인과력이라는 이론적 자원을 인
과적 설명 속에서 자연스럽게 동원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틀로서, 인과
에 관한 표준적인 흄적인 그림과 대비되는 대안적인 그림 또한 추가적으
로 소개할 것이다. 이 대안적인 그림은 인과에 관한 고대 철학 전통을 잇
는 것으로, 특정한 능력, 힘의 소유자로서의 인과적 작인과 그것의 발휘인 
작용을 핵심 요소들로 삼고 있다. 덕은 인간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중 하나이며, 그런 점에서 덕에 의한 행위 설명은 인과적 설명이기도 하
다.
  자연 법칙에 관해 대안적인 인과력 해석을 받아들이면서 실체 인과 이
론을 받아들임으로써 비환원적 자연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결국 자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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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안적 이해를 촉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나는 그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몇몇 대표적인 문제들, 특히 비환원주의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부수현상론의 문제나 일반화된 정신 인과 문제에 답하면서, 우리가 자연에 
관한 대안적인 이해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
다.
  3장은 도덕적 쌍둥이 지구 논증을 다룬다. 그것은 본래 특히 코넬 실재
론을 겨냥하여 제기된 문제로, 잘 알려진 퍼트남의 쌍둥이 지구 논증 시나
리오를 도덕적 용어에 대해 유사하게 적용하려 할 때, 우리가 원래 논증과
는 다른 직관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도덕적 용어는 자연종 용어가 아닌 
것 같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메타 윤리학에서 비환원적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이상, 도덕적 용어가 마치 자연종 용어처럼 작동한다는 생각은 
불가피하며, 도덕적 용어를 덕 용어로 보는 입장이라도 사정은 여전하다. 
그만큼 비환원적 자연주의의 입장에서 도덕적 쌍둥이 지구 논증은 반드시 
제대로 답해야만 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덕 윤리학에 친화적인 입장에
서 나온 기존의 몇몇 답변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그럴듯한 답변
들을 제시하려 한 바 있다. 하지만 도덕적 쌍둥이 지구 문제의 기저에 있
는 근본적인 직관, 즉 현재의 단일한 자연 과학 이론에 비견될 만한 합의
된 규범 윤리학 이론은 없다는 바로 그 생각이 재검토되지 않는 한, 문제
의 해결은 미진한 채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본다.2) 따라서 나는 3장에서 
그러한 생각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할 것이며,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합
의된 도덕 이론을 가지고 있다고 여길 수도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다만 
그것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특정한 규범 윤리학적 입장은 아니다. 이 지
점에서 나는 하나의 규범 윤리학적 입장으로서의 덕 윤리학과 덕에 관한 
이론, 즉 ‘덕 이론’을 구별할 수 있다고 제안할 것이다. 덕 윤리학을 비롯
한, 기존의 공리주의나 칸트주의 같은 규범 윤리학적 입장들과 덕 이론 사
이의 관계는 자연 철학과 자연 과학 이론 사이의 관계와 유사하다. 현재 
자연 철학적 입장에 대해 합의된 견해가 없으면서도 합의된 물리학 이론

2) 도덕적 쌍둥이 지구 논증은 최근 Eklund(2017)가 제시한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
다. 이 논문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겠지만, 3장의 논의는 Eklund의 문제를 해결하
는 데에도 충분히 응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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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화학 이론을 갖고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것처럼, 규범 윤리학적 입장
에 대해서도 합의된 견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도덕 이론을 갖는 
것은 가능하다.
  1~3장의 논의들을 통해 여기서 옹호하고자 하는 비환원적 자연주의 전
모가 드러난다고 할 때, 그 핵심은 바로 인간의 도덕적 성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속성으로서 인과적 역할을 갖는 속성이기도 하다는 점이
다. 그런데 이는 그러한 속성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 속성으로서 인과적 
역할을 가질 때에만 유의미한 주장이 된다. 즉, 이 논문에서 옹호하려는 
비환원적 자연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성격에 의한 행위 
설명이 환원 불가능한 인과적 설명이라는 점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설명 방식을 환원하려는 시도로는 도덕적 설명을 곧바로 모종
의 자연 과학적 설명으로 환원하려는, 익히 알려진 환원적 자연주의만 있
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제를 바꾸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유망하지 
않다. 오히려 진정으로 위협적인 시도는 따로 있다. 도덕적 성격에 의해 
행위를 설명하는 진술의 특징은 그것이 이른바 두꺼운 평가적 개념을 동
원한다는 것이다. 덕 개념은 대표적인 두꺼운 평가적 개념으로 분류된다. 
이런 개념들은 도덕적 평가의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세계에 있는 어떤 속
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 이 ‘동시
에’가 중요하다. 만약 그것이 동시적이지 않다면, 그리하여 순수하게 평가
적인 부분과 속성을 표상하는 부분이 분리될 수 있다면, 일견 도덕적 성격
에 의한 행위 설명 진술이 설명적 역할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
도, 실제로 설명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표상적 요소가 가리키는 그 기술적 
속성이지, 도덕적으로 적재된 속성은 아니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다. 그러면 도덕적 성격에 의한 행위 설명 진술들이 환원 불가능하다
는 기본 전제가 흔들리게 된다.
  이처럼 두꺼운 평가적 개념이 순수하게 평가적인 요소, 즉 얇은 평가적 
개념과 표상적 요소, 즉 기술적 개념으로 분리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내가 
지지하는 형태의 비환원적 자연주의에 반대하는 쪽에서 제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이 점을 통해 우리는 그 동안 메타윤리학에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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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왔던 두꺼운 용어, 개념을 둘러싼 논의가 어째서 그렇게 큰 의의를 갖
는 것으로 여겨져왔는지도 재확인할 수 있다. 4-5장은 이 문제를 본격적
으로 다룰 것이며, 두꺼운 평가적 용어의 평가적 의미와 기술적 의미를 환
원, 분리시키고자 하는 분리주의적 공격에 맞서 그것들의 분리 불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옹호할 것이다. 기존의 이 논의는 두꺼운 개념의 인지주의 친
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일종의 도덕 실재론을 옹호하는 비분리주의에 대해, 
비인지주의적, 반실재론적 입장을 취하는 분리주의자들이 두꺼운 개념이 
원칙적으로 기술적 내지는 표상적 요소와 비서술적 태도를 나타내는 평가
적 요소로 분리 가능하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비분리주의-인지주의-도덕 
실재론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생각들을 공격하는 구도를 취하고 있었다. 이 
논문은 기존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비분리주의를 옹호하면서도, 분리주의의 
기저에 있는 반실재론적 동기를 공유하는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추가
적인 문제, 즉 두꺼운 개념이 설령 분리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세
계에 관한 최선의 이론이 언급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표상하
는 속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의 반론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공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의 논의가 옳다면, 두꺼운 개념을 언급하는 덕 
이론은 환원 불가능한 인과적 설명을 제공하는 이론이며, 그런 점에서 세
계에 관한 최선의 이론들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도덕적 용어는 사실상 덕 용어들로, 이는 이른바 
두꺼운 평가적 용어의 핵심을 이룬다. 4장은 두꺼운 용어 혹은 개념과 그
것의 의미 이해를 둘러싼 비분리주의 대 분리주의 논쟁, 그리고 그 논쟁이 
도덕 실재론의 옹호에서 갖는 의의를 소개한 뒤, 두꺼운 용어에 관한 분리
주의적 입장들 중 화용론적 견해에 맞서 비분리주의를 옹호한다. 화용론적 
견해의 지지자들에 따르면, 두꺼운 개념을 표현하는 용어가 동반하는 평가
가 이의제기 가능하거나 가변적이라는 것은 두꺼운 개념이 평가를 함축하
지(entail)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두꺼운 개념에 관한 의미
론적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나는 화용론적 견해가 언어적 
자료들을 부적절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적절하게 해석할 경우, 두꺼운 개
념들, 특히 이 논의가 초점을 맞춰온 덕과 악덕을 표상하는 개념들이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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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평가는 이의제기 가능하지도, 가변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덕과 악덕의 개념들은 언제나 일정한 평가를 함축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는 우리가 의미론적 견해를 받아들일만한 강력한 근거가 된다.
  5장은 분리주의적 입장들 중 의미론적 견해를 다룬다. 의미론적 견해 
자체는 두꺼운 용어의 평가적 의미가 의미론적 내용이라고 보는 입장이며, 
그런 입장들 중 평가적 의미가 분리 가능하다고 보는 분리주의적 내용 견
해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 비분리주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나는 
근래에 제시된 두 가지 분리주의적 전략이 모두 두꺼운 용어를 환원하는 
데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드러낼 것이다. 두 전략 중 첫째는 순환적이
거나, 순환적이지 않다면 지나치게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설득력을 갖는다. 
둘째는 덕 용어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큰 중요성을 
갖지만, 여전히 순환적이거나, 덕 용어 일반에 대해서 적용되기에는 부족
하다. 특히 그것은 그 분석의 특성상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경우에조차 덕
에 관한 일면적인 이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근래의 분리주의적 분석 전략은 두꺼운 평가적 용어에 관한 비분리주의를 
옹호하는 논증이라고 알려진 “풀림 논증”의 결론을 수용하면서도 여전히 
분리주의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이고자 하는 시도이지만, 나는 그것
이 그 논증의 핵심적 지적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할 것이다.
  그러고 난 뒤 마지막으로, 두꺼운 용어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하는 차원
에서 얇은 평가적 용어의 의미에 관해서도 논할 텐데, 얇은 용어가 두꺼운 
용어로부터 추상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
다고 보는 것 또한 가능하며, 그에 따라 두꺼운 용어와 관련하여 분리주의
를 주장하려는 동기를 가진 논자들에게 보다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주
어져 있다는 점 또한 지적할 것이다.
  이것으로 이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소개는 상당 정도 이루
어졌으리라고 생각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이 어떤 점에서 비환원적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기존의 논의들과 차별화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언
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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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개별적으로 새로운 이론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기
존의 알려진 논의들을 조직화하여 응용하는 방식에서 새롭다고 할 수 있
다. 여기서 차용하고 있는 기존의 몇 가지 논의들을 예로 들어보자면, 형
이상학에서의 대안적인 인과 이론, 그와 보조를 맞추어 가는, 과학 철학에
서의 인과력에 근거한 자연 법칙의 해석, 그리고 자연종 용어, 의미의 층
위들 사이의 구별 같은 언어 철학에서의 몇몇 논의들이 그것들이다. 이와 
더불어, 두꺼운 용어 및 개념에 관한 기존의 메타윤리학적 논의들 또한 활
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 논의들은 각각의 분야들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으나, 그것들을 종합하여 메타윤리학에서 비환원적 자연주의의 형이상학
적, 언어 철학적 토대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시도는 찾아볼 수 없었
다. 하만의 도전에 응답하기 위해 자연 법칙과 인과 관계에 관한 대안적인 
그림을 검토하는 것, 덕 이론을 통해 도덕적 쌍둥이 지구 논증을 논박하는 
것, 그리고 덕에 의한 행위의 설명이 환원 불가능한 인과적 설명이라는 점
을 옹호하기 위해 두꺼운 용어에 관한 연구를 이용하는 것 등등은 내가 
아는 한, 신선한 조합이다. 물론 이런 조합을 통해 나온 결과물로서 제시
된 비환원적 자연주의 모습은 대다수의 덕 윤리학자들, 혹은 고대적 전통
에 우호적인 철학자들에게는 암묵적으로 친숙한 그림일 수도 있을 텐데, 
이 논문의 기여는 근래의 문제의식에 맞게 그것을 세부적이고 명시적인 
형태로 제시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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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덕적 속성에 대한 비환원적 자연주의와 도덕
적 속성의 인과적 역할

  이번 장은 여러 메타윤리학적 입장들 가운데서 비환원적 자연주의가 어
떤 위치를 차지하는 입장인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몇 가지 기준들에 
따라 도덕 실재론을 중심에 놓고 메타윤리학적 입장들을 분류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인과력이라는 기준이 어떤 속성의 실재성을 판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서 제시될 것이며, 비환원적 자연주의는 도덕적 속성
이 환원 불가능한 인과력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라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그런 뒤, 인과를  이해하는 대표적인 두 그림이 있음을 설명하면
서, 하만의 도전으로 알려진 문제가 도덕적 사실의 인과적 설명력에 관한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비환원
적 자연주의의 중요한 선행 연구 작업인 코넬 실재론의 답변은 매우 그럴
듯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만의 도전에 대한 응답으로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성격에 의한  행위 설명이 진정한 인과적 설명으로서 받
아들여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추가적인 문제들이 몇 가
지 있다는 점도 간략히 언급할 것이다.

 1.1. 메타윤리학적 입장들의 지형도: 도덕 실재론을 중심
으로3)

  하나의 철학적 입장을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형태로 정식화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도덕 실재론이라는 메타 윤리학적 입장 또한 그러하
다. 특히 도덕 실재론 내에서도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
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지만 도덕 실재론으로 묶일 수 있는 대다수의 입
장들이 공유하는 핵심적인 생각을 대략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은 상대적

3) 이번 장 말미에 첨부한 도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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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용이한 일이다. 도덕 실재론의 가장 근본적인 직관은 실천적 물음에 
대한 답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이다. 즉,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
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물음에 대해 참이거나 거짓인 답이 주어질 수 
있으며, 그것의 진리치 결정은 특정 주관에 의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
루어진다는 것이 그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는 특별히 철학적인 이론에 개
입하고 있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며, 그런 
점에서 해당 분야에서의 철학적 반성을 전개하기 위한 첫 발판이기도 하
다.
  도덕 실재론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자. 그 
과정에서 이 논문이 옹호하고자 하는, 도덕 실재론의 한 가지인 비환원적 
자연주의가 다양한 메타윤리학적 입장들 가운데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도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양한 메타윤리학적 입장들 사이를 가르는 최초의 질문은 도덕적 사고, 
판단, 진술 혹은 문장 등이 참이거나 거짓을 논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냐
는 것이다. 이는 도덕적 진술 등이 믿음을 표현하는가? 명제적 내용을 가
지는가? 등의 물음으로도 바꾸어 말할 수 있다. 도덕적 속성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이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영역에 관한 실재론적 입장으로 분류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간주된
다. 메타윤리학에서 도덕적 진술이 명제를 표현한다고 보는 입장은 인지주
의로, 그렇지 않다고 보는 입장은 비인지주의로 분류되는데, 비인지주의는 
에이어(A. J. Ayer)의 정의주의(emotivism)을 필두로 항상 강한 형태의 
반실재론과 결합해 왔다(에이어 2010, Blackburn 1984).
  그 다음으로, 인지주의적 입장들 사이를 가르는 질문은 도덕적 진술들이 
명제를 표현한다고 할 때, 그들 중 전부는 물론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핵심적인 일부가 참인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해 오류 이론은 그렇지 않다
고 답한다(Mackie 1977). 이를 통해 오류 이론을, 도덕적 진술들 가운데 
핵심적인 일부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메타윤리학적 입장이라고 정
식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가 그런 핵심
적인 진술들 가운데 하나라고 해 보자. 그것이 거짓이라면, 그리고 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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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가 원리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 진술의 부정인 “도둑질을 해도 
된다”는 사소하게 참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핵심적인 일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파생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류 이론을 정식화하는 데에 문제
를 일으키지 않는다. 오류 이론 또한 반실재론적 입장으로 분류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도덕 실재론이 인지주의에 더해서 적어도 핵심적인 일부 도
덕적 진술들이 참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
적으로 어떤 진술들이 핵심적인 일부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여기서 도외시
할 수 있다.
  오류 이론을 거부하는 인지주의적 입장들 사이를 가르는 그 다음 질문
은 핵심적인 도덕적 진술들의 참임이 우리의 마음에 의존적인 방식으로 
그러한지 아닌지의 여부이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도덕적 진술들을 참이
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도덕적 속성이 정신 의존적인 속성인지 묻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그렇다고 답하는 입장들 대다수가 염두에 두고 
있는 마음은 개인의 것이라기보다는 보다 보편적인, 모종의 공동체의 것이
다. 이때 어떤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입장들이 갈리겠지만 
여기서는 중요치 않다. 칸트주의, 구성주의 등도 이런 정신 의존적인 이론
에 속할 것이다(Wright 1988, Korsgaard 2008[국역본 2011]).4)

  앞선 질문들의 경우와는 달리, 도덕적 속성을 정신 의존적 속성이라고 
보는 것이 반실재론적 입장으로 직결되는지의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칸트주의를 실재론적 입장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꾸준히 있어 왔
다는 점만 보아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일반적인 논의로 확장
해서 보자면, 어떤 속성을 정신적이거나 정신 의존적인 속성으로 간주하는 
것은 흔히 관념론이라고 불리는데, 관념론이 그 자체로 반실재론인지의 여
부는 손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외부 세계에 대
한 버클리적인 관념론을 둘러싼 논의들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런 개론적인 분류 작업에서 말하는 “정신적 속성”이 흔

4) 다른 입장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칸트주의와 구성주의를 이
렇게 분류하는 것은 개론적인 작업 과정에서 취할 수밖에 없는 거친 선택의 결과
물이라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성주의에서 정신 독립적인 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다 “실재론적” 해석도 존재하며, 어떤 부분에서는 기존의 분
류 체계 자체가 문제시되기도 한다(Bar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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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자연적 속성, 특히 물리적 속성과 날카롭게 대조되는 것으로서 이해된
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문제는 더욱 까다로워진다. 그런 근본적인 구도 자
체를 거부할 경우, 예컨대, 정신적 속성과 자연적 속성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으며, 달리 말해 자연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정신화되어 있다고 
보는, 이른바 객관적 관념론의 입장을 취할 경우, 통념적인 관념론과 실재
론 사이의 대립이라는 것은 더욱 그 의의를 상실하게 된다.5)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서, 여기서는 도덕적 속성을 (자연적 속성과 대조되는 의미에서
의) 정신 의존적 속성으로 보는 입장이 통상적으로는 반실재론적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된다는 점만 염두에 두도록 하자.
  도덕적 속성이 정신 의존적 속성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들 사이를 가르
는 그 다음 질문은 도덕적 속성이 자연적 속성으로 환원 가능한지를 묻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렇다고 답하는 입장은 환원적 자연주의로 분류되게 
된다(Railton 2003). 여기서 자연적이라는 것을 정확히 어떻게 이해할 것
인지는 그 자체가 앞으로 이 논문에서 다룰 중요한 문제들 중 하나이기는 
하다. 이 단계에서는 그것이 흔히 정신적인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자연 
과학에서 언급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는 점만 지적해 두도록 하자. 이런 
이해에 따르자면, 환원적 자연주의는 도덕적 속성이 곧 자연 과학적 속성
이라고 보는 입장인 셈이다.
  바로 이전 질문은 도덕적 속성이 정신 의존적 속성으로 환원 가능한지 
묻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으므로, 현재 질문과 묶어, 도덕적 속성이 상
호 배제적인 정신 의존적 혹은 자연적 속성으로 환원 가능한지를 묻는 하
나의 질문으로 통합하여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관념론, 즉 환
원적 정신주의의 경우와는 달리, 환원적 자연주의는 도덕적 실재론으로 분
류되기에 논란의 여지가 훨씬 적은 것으로 여겨진다. 어쨌든 적어도 개괄
적인 분류 작업 수준에서는 그러하다. 흥미로운 현상이지만, 여기서는 그
러한 현상이 있다는 점만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하자.6)

5) 사실 이 논문에서 옹호하는 비환원적 자연주의는 이러한 객관적 관념론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6) 이에 대한 내 추측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실재론적 입장의 근본적인 직관들 
중 하나는 해당 영역에서 대상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는 우리의 인식적 노력이 궁
극적으로 미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재는 우리에게 알려진 것을 넘어서서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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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아 있다. 환원적 자연주의를 거부하는 입장들 
사이를 가르는 질문이 그것이다. 그것은 가장 중요하게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로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일단 지금까지 논
의의 흐름상에서 환원적 자연주의를 거부하는 입장들을 비환원적 실재론
이라고 묶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이 옹호하고자 하는 비환원적 자연주
의 역시 비환원적 실재론들 가운데 하나이다. 비환원적 실재론은 이상에서 
소개했던 어떤 입장들보다도 확고하게 도덕 실재론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그것은 도덕적 판단과 속성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한 실재론적 직
관을 가장 근접하게 포착하는 입장들이라고 여겨질 수 있으며, 그런 점에
서 가장 흥미로운 것들이기도 하다.

 1.2. 인과력이라는 실재성의 기준: 비환원적 자연주의로

  메타윤리학적 입장들을 개괄하는 작업에서 마지막으로 나올 질문이자, 
비환원적 실재론들 사이를 가르는 중요한 질문은 도덕적 속성이 인과력을 
가지는지의 여부이다. 이는 도덕적 속성이 인과적 설명에서 역할을 갖는
가, 우리 세계의 인과적 그물에 연결되어 있는가, 등의 질문들로도 바꾸어 
물을 수 있다.7) 그런데 이 질문은 도덕 실재론을 중심에 놓고 메타윤리학
적 입장들을 분류하는 현재 작업에서 앞선 질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중
요성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어떤 속성 나아가 임의의 대상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실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논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하
고 있는데, 그때 어떤 것이 실재한다고 말하기 위한 단일한 기준으로서 가
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인과력을 갖는지의 여부이기 
때문이다. 이는 알렉산더의 금언(Alexander's Dictum)이라고 알려진, “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정신에는 그런 파악 불가능한 요소가 없거나, 자
연에 비하면 훨씬 적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자연은 정신보다 더 실재적인 대
상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이는 환원적 정신주의에 비해 환원적 자연주의가 실재론
적인 입장으로 손쉽게 분류되는 현상에 기여했을 것이다.

7) 그 자체로는 인과력을 가지지만 우리 세계에는 그것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
을 수 있다. 그것은 이 질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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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것은 인과력을 갖는 것이다”라는 말에 의해 잘 표현되는데, 이러한 
생각 자체는 사실 적어도 고대 그리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유구한 것이
다.
  물론 이 기준을 모든 경우에 어떤 것의 실재성을 판단하기 위한 단일한 
기준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이론적 비용을 치르게 만
드는 것처럼 보인다. 수나 가능 세계 같은, 인과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고 알려진 많은 중요한 대상들에 대해 자동적으로 반실재론적 입장을 취
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도덕적 속성이나 사실에 대해 그것의 실재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인과력이라는 기준이 받아들일만한가의 여부이다. 나는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도덕적 속성은 어쨌든 자연 세
계의 구체적 존재자인 인간과 그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인 행위가 가
지는 속성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비록 도덕적 속성과 인간, 그리고 인간 
행위가 정확히 어떻게 개념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말
이다. 이는 어떤 특별한 이론적 견해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
행하는 도덕적 판단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
다. 달리 말하자면, 다른 영역과 무관하게 적어도 도덕적 속성의 실재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는 그것의 인과적 효력이 기본적인 위치에 있으
며, 그 기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쪽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덕적 속성이 인과적 역할을 갖는가라는 질문은 도덕 실재론
을 규정하는 바로 그 질문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이전까지의 질문
들을 통합적으로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질문들만을 
간단히 나열해 보자.

  1. 도덕적 진술은 명제를 표현하는가?
  2. 핵심적인 도덕적 진술들은 참인가?
  3. 도덕적 속성은 정신 의존적 속성으로 환원되는가?
  4. 도덕적 속성은 자연적 속성으로 환원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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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적 속성이 인과력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실재적이라고 해 보자. 1, 2
번 질문은 속성의 표상에 관한 물음들이다. 도덕적 속성뿐만 아니라, 일반
적으로 어떤 속성이 인과적 역할을 갖는 속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관해 
우리가 참이거나 거짓으로 판명될 수 있는 말이나 생각을 하고, 또 우리의 
그러한 시도들이 아주 근본적으로 틀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명제는 어떤 것에 대해 이러저러하다는 서술을 하
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도덕적 진술에서 서술되는 것은 대부분 행위나 인
격일 것이고, 그것에 대한 서술은 도덕적 속성을 언급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인과력을 가지는 속성을 우리가 이렇게 참, 거짓을 논할 수 있는 
형식의 진술 속에서 언급한다는 점은 의심할 이유가 별로 없다. 또, 인과
력을 가지는 속성에 대해 우리는 경험적 탐구를 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경험적 탐구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류주의
를 받아들이기 위한 동기 또한 많이 약화될 것이다.
  3, 4번 질문은 도덕적 속성의 환원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 질
문들 역시 인과력이라는 실재성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좀 더 심도 있게 
이해된다. 앞서 말했듯이, 환원주의, 특히 환원적 자연주의는 일반적으로 
실재론적 입장으로 분류된다. 인과력이라는 실재성의 기준을 고려하면, 한
편으로는 왜 그런지 쉽게 이해가 되기도 한다. 환원적 자연주의에서 도덕
적 속성은 궁극적으로 자연 과학적 속성이며, 그렇다면 당연히 인과적 역
할 또한 가질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기준은 환원적 자연주의
가 정말로 도덕 실재론을 적법하게 표방할 수 있는 입장인지에 대한 의문
을 제기하게 만들기도 한다.
  환원주의적 자연주의에서 도덕적 속성이 도덕적 속성으로서 인과적 역
할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그 입장의 지지자들도 인정해야 할 것이
다. 도덕적 속성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환원하는 자연 과학적 속성에 의해 
대체될 것이며, 그러한 자연 과학적 속성으로서만 인과적 역할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도덕적 속성이 그 자체로서는 인과력을 가지지 않
는 상황에서 과연 실재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되게 된다. 이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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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철학에서 심신 동일론이 부수현상론이라는 혐의를 받는 것과 정확히 
같은 논리에 의거한 것이다.
  환원적 자연주의를 만족스럽게 도덕 실재론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의 여
부는 결국 다음과 같은 특정한 직관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어떤 식으로든 환원이 성공적이라면, 적어도 원리상 자연 과
학적 이론은 “도덕적 이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도덕적 이론이 무엇
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편의상 여기서는 그것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도덕
적 숙고의 세련된 형태라고 해 보자. 이에 대해 모든 비환원주의들이 가지
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직관은, 데이비드 이녹(David Enoch)이 자주 역
설하는 바와 같이, 그것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이다. 즉, 그것은 다른 이
론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것을 환원하고자 하는 이론
과 너무 달라서 다른 어떤 이론으로든 대체하려고 하면, 우리는 주제를 바
꾸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이 점이 우리가 성공적인 환원이라고 여기는 사
례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환원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위와 같은 
직관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이제 인과력이라는 실재성의 기준이 가장 흥미로운 메타윤리학적 입장
들인 비환원적 실재론들 사이를 어떻게 가르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도덕적 속성이 단적으로 인과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최근에는 이녹이 그러한 입장을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noch 2011). 하지만 그는 가장 강고한 도덕 실재론을 표방하고 있으므
로, 도덕적 속성이 인과력을 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실재적이라
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실재성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녹은 실제로 그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도덕 실재론에 대한 그의 옹
호를 현재의 논의에 맞게 골자만 추려내면 다음과 같다.
  만약 어떤 것이 본래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기획에 도구적으로 필수 불
가결하다면, 우리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정당화되는데, 도
덕적 숙고는 바로 그러한 계획들 중 하나이다. 거기에는 환원 불가능한 도
덕적 참이 도구적으로 필수 불가결하므로, 도덕적 사실의 존재에 대한 우
리의 믿음은 정당화된다(Enoch 2011: 83).



- 17 -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본래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기획에 도구적으로 필
수 불가결한지의 여부가 어떤 것의 실재성에 대한 그의 대안적인 기준으
로서 제시되고 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물음들을 던지고 답을 찾아나가는 도덕적 숙고는 인간인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기획인데, 그와 같은 숙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시 
환원 불가능한 도덕적 참이 요구되기 때문에 도덕적 속성, 사실이 존재한
다고 믿을 만하다는 것이 그의 대략적인 생각이다. 물론 이는 이녹의 생각 
전반을 드러내기에는 터무니없이 간략한 설명일 뿐이며, 특히 도덕적인 것
과 규범적인 것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의 논의를 완전히 생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그가 대략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이녹이 도덕적 속성의 실재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준은 그것을 수와 
같은 추상적 대상들과 유사한 것으로 분류되게 만든다. 그의 생각은 수학
적 대상들이 실재한다고 말하기 위한 기준으로서는 보다 쉽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다. 수학적 모델링의 과정이 우리의 삶에서 환원불가능하고 필수 
불가결한 기획이라는 점이 인정될 수 있을까? 논의의 여지가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환원 
불가능한 수학적 참이 요구된다는 것도 극히 일부의 견해를 제외하면, 역
시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수학적 속성들
은 실재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도덕적 속성 또한 인과력이라는 기준
과 무관하게 이런 의미에서 실재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수학적 대상과 중
요한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녹은 도덕 실재론자들 가운
데서도 명시적으로 무어적인 비자연주의를 표방하는 대표적인 논자이기도 
하다.
  이번에는 인과력이라는 실재성의 기준을 거부하는 또 다른 형태의 답변
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녹이 비환원적인 도덕 실재론들 가운데 가장 “형이
상학적인” 한쪽 극단을 대표한다면, 스캔론(T. M. Scanlon)은 반대 쪽 극
단을 대표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의 입장은 단적으로 도덕적 속
성이 인과력을 가진다거나 가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도, 실재성을 판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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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다른 어떤 단일한 기준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는 실재 
여부를 포함하여 일련의 물음과 답변들이 유의미하게 진술될 수 있는 기
준이 기본적으로 각각의 영역들에 내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영역들은 다양하므로, 인과력 같은 일괄적인 실재성의 기준도 존재하지 않
는다고 볼 수 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오래 전 카르납과 같은 철학자
들의 입장과 유사해 보이지만, 스캔론은 영역들이 완전히 자율적이지는 않
으며, 일부 “외적인” 물음도 유의미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예컨대, 마녀가 존재하는가에 관한 물음은 자연 
과학과는 다른 영역에 속한 물음이겠지만, 자연 세계에 대한 물음이기 때
문에 그 답은 해당 영역에 외적인 과학에 의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수의 존재에 관한 물음은 다른 영역을 참조함 없이 주어질 수 있
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마녀와 수의 존재에 관한 물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답이 주어질 것이다. 마녀는 자연 과학적 영역의 기준에서 존재하지 
않으며, 수는 수학적 영역의 기준에서 존재한다.
  그렇다면 도덕적 속성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그는 순수한 도덕적 진술, 
즉 도덕적 원리가 참됨은 세계에 관한 자연 과학적 견해와 아무런 충돌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Scanlon 2014: 22). 따라서 도덕적 속성이 
실재하는지의 여부는 도덕 영역 내적인 기준에 따라서만 결정되게 될 것
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도덕적 속성, 나아가 어
떤 것이 이 세계에 정말로 존재하느냐고 묻는 것은 애초에 답이 주어질 
수 없는 공허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영역을 포괄하
는 단일한 세계와 존재의 개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캔론은 바로 
그러한 전제를 거부하는 “반-형이상학적인” 도덕 실재론을 주장하고 있다.
  “반-형이상학적인” 입장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형이상학적인” 입장들이 
무력해 보일 때 나오는 방어적인 전략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도록 하자. 앞
서 언급한 이녹의 플라톤주의가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도덕 실재론자들은 
다른 대안이 없다면, 차라리 스캔론과 같은 입장을 취하려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 자신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논자들은 위와 같은 반-형이상학적
인 그림 역시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철학적 반성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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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들에 대한 고려 없이도 단적으로 마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데에 아무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반면에 수적인 대상이 적어
도 구체적 사물들과 같은 수준에서 존재한다고 말하는 데에는 무언가 거
부감을 느낀다. 물론 반-형이상학적 주장을 하는 철학자들은 우리가 그렇
게 일상적인 언어활동에서 사용하는 방식의 ‘존재’나 ‘실재’가 완전히 보편
적인 철학적인 이론 속으로 잘못 도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결 불가능
한 문제들을 경계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철학적 작업을 전개
해나가는 과정에서 언제나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어
쩌면 우리는 상식적 직관에 잘 부합하면서도 이론적으로도 만족스러운 실
재성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지금 더욱 중
요한 것은 도덕적 속성의 실재성과 관련하여 왜 우리가 일차적으로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인과력이라는 기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지 스캔론의 
직접적인 진술들만 놓고 보아서는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8) 
적어도 표면적으로 더욱 나아 보이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그럴 만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로, 이 지적은 이녹의 입장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과력이라는 실재성의 기준을 인정하면서 도덕적 속
성이 인과적 역할을 갖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는 입장들만이 남아 
있다. 비환원적 실재론들 중에서 비환원적 자연주의는 바로 이러한 흐름에 
속하는 입장이다. 특수한 이론적 가능성들을 제외하면, 메타윤리학에서 비
환원적 실재론을 주장하는 동시에 도덕적 속성이 인과적 역할을 갖는다고 
보는 입장들은 사실상 모두 비환원적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인과력을 갖는다는 것은 자연적인 것의 가장 특징적인 면모이기 
때문이다.
  비환원적 자연주의로 묶이는 입장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
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지만 한 가지 지적해두
어야 할 점은 비환원적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이상, 적어도 자연에 자연 과
학이 언급하는 속성 이상의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공통점을 

8) 물론 짐작은 해 볼 수 있다. 아마도 그는 도덕적 속성의 비환원성과 인과력이라는 
실재성의 기준을 양립시키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 20 -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비환원적 자연주의가, 특히 일반적인 환원적 
자연주의와 비교할 때, 보다 풍부한 자연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도 하다. 앞으로 보겠지만, 이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면서 이런 입
장에 개입하면 그만큼 어려움을 겪게 된다.
  비환원적 자연주의에서 대표적인 선행 연구 작업들을 논하기 이전에, 잠
시 이번 절에서 무반성적으로 사용했던 ‘인과적 역할’, ‘인과력’ 등 인과 
개념에 대한 검토를 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1.3. 인과에 대한 두 이해

  어떤 것의 실재성을 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서 인과력이 가
장 중요하고 유서 깊은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과라는 것
의 본질에 대해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 논의를 전개하는 데에 심각한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은 인과 
개념이 그만큼 철학적 개념이기 이전에 일상생활에 만연해 있는 개념인 
탓이 클 것이다. 추측컨대, 인과력을 실재성의 기준으로 제시했던 고대에
도 인과 개념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철학적 반성이 이루어지기에 앞서서 
그 기준이 먼저 통용되었을 것이다.
  적어도 근래의 영미권 철학에서 인과에 관한 표준적인 그림이라고 할 
만한 것은 흄으로부터 온 것이다. 다만 표준적인 그림이라고 할 때, 단일
한 이론적 입장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주요 신조들을 공유하면서 느슨한 
형태로 맺어진 여러 입장들을 떠올리는 편이 낫다는 단서는 덧붙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흄에 대한 통상적인 해석에 따를 때, 인과 관계에 대한 
그의 생각을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것은 계기하는 인접한 두 사
건 사이에서 자주 관찰되어왔던 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과 관계에 
대한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비교적 용이하게 식별해낼 수 있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인과 관계의 관계항은 사건들이다. 2) 인과 관계는 두 사건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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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제까지 자주 관찰되었다고 해서 그것의 필연성
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는 인과에 대한 흄의 생각 중에서도 특히 잘 알려져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가 보기에 필연성은 추정상 다른 관계, 예컨대 상관 관계 같은 것
과 인과 관계를 구별시켜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만약 인과 관계라
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필연적일 관계일 것이다.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사건 사이에 존재한다고 말해지는 필연성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따
라서 (경험론의 정신에 의거하여) 인과 관계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고유한 인과 관계라고 생각했던 것은 본질적으로는 다른 관계와 
다를 바가 없다.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 고유한 인과 관계
라는 것은 없으며, 인과 관계는 비인과적 관계로 환원된다.
  위와 같은 흄적인 생각의 고리에서 좀 더 노력을 통해 추가적으로 식별
해낼 수 있는 요소도 있다. 흄이 두 사건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 관계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우리
가 인과 관계라고 여기는 것들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물을 가져온
다. 그것은 경험적 관찰의 누적을 통해 확고해진, 특정한 사건 유형들 사
이의 관계이다.9) 현재 우리가 경험 가능한, 개별적인 두 사건이 서로 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그것이 바로 그러한 특정 사건 
유형들 사이의 확립된 관계의 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4) 인과 
관계를 맺는다고 말해지는 개별적인 두 사건들이 그렇게 말해질 수 있는 
까닭은 그 개별적인 사건들이 예화하는 사건 유형들 간의 관계 때문이다.
  인과에 관한 근래의 표준적인 그림은 위와 같은 흄적인 생각의 요소들
을 많은 부분에서 답습하고 있다. 특히 요소 1)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건 
중심적 인과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그러하다.
  사건 중심적 인과 이론이라는 요소는 그 자체로서보다는 그것이 흄으로
부터 온 표준적인 그림의 다른 요소들과 어울리면서, 그 그림을 대변한다
는 점에서 더욱 큰 중요성을 갖는다. 사건 중심적 인과 이론이라는 요소는 

9) 그에게는 이것이 곧 자연 법칙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기도 하다. 기적의 정당화 불
가능성에 대한 그의 논의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인간의 이해력에 관한 탐
구』, 10.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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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흄의 생각에서 다른 요소들과 반드시 결합할 필요는 없으며, 
근래의 표준적인 그림은 흄의 생각에서 어떤 요소들을 취사선택하느냐에 
따라 내부적으로 세분화된 입장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논리-경험주의적 전통은 흄의 생각들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었
으며, 특히 요소 4), 즉 인과에 관한 일반주의(generalist)적인 입장을 고
수한다. 인과에 관한 일반주의란 간단히 말해, 개별적인 인과 관계를 인과 
관계로서 성립시키는 근거가 그것을 사례로 갖는 일반적인 법칙에 있다는 
생각이다. 흄에게서는 특정 사건 유형들 간에 경험의 누적을 통해 확립된 
관계가 이런 인과 법칙의 역할을 대신하였고, 논리-경험주의자들에게도 법
칙이란 결국 규칙성에 다름 아니었다.
  콰인적인 인식론적 전체론을 잠시 논외로 한다면, 경험주의 전통의 일반
주의적인 규칙성 견해는 도날드 데이빗슨(Donald Davidson)이 ‘인과의 
법칙적 성격 원칙’이라 부르는 생각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만약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되면, 적절히 기술되면 이 사건들을 
사례로 갖는 어떤 엄격한 법칙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데이빗슨 
1970/2012: 372).10) 데이빗슨도 받아들이고 있는 인식론적 전체론은 다만 
여기에 경험주의적 토대론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다. 그 차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흄이 법칙이나 인과의 실재성에 대해 회의하는 주된 근거는 그것들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필연성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당
화 가능한 필연성은 오직 관념들 사이의 관계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콰인식의 인식론적 전체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애초에 관념
들 사이의 관계에서든, 경험 세계에서든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연성 같은 
것은 기대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흄보다 더욱 극단적인 
이런 입장에 서면, 법칙이나 인과에 대한 흄식의, 경험주의적 토대론에 기
반한 회의주의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입장은 인과 관계를 어쨌든 
비인과적인 규칙성에 근거짓는다는 점에서 환원주의적이라고는 할 수 있
어도, 통상적인 의미에서 인과에 관한 비실재론이라고 하기는 어려울지도 

10) 여기서 어떤 법칙이 엄격하다는 것은 그것이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데이빗슨의 일반주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필자의 (2016a: 12-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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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다.11)

  위와 같은 규칙성 견해가 표준적인 그림에서 20세기 전반에 큰 영향력
을 행사한 이론이라면, 20세기 후반에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한 입장은 
반사실적 인과 이론일 것이다. 반사실적 인과 이론은 규칙성 견해를 비판
하면서 나왔는데, 흥미롭게도 그 대표적인 옹호자인 데이비드 루이스
(David Lewis)는 인과에 관한 흄의 발언들 중에서 기존에 잘 주목받지 못
했던 부분에 착안하여 자신의 견해를 전개하고 있다(Lewis 1986: 159). 
흄은 흥미롭게도 “원인이란 첫 번째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대상이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경우에서의 첫 번째 대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인간의 이해력에 관한 탐구』, 7.60)는 말을 남긴 바 있다. 적어도 
이 발언만 독립적으로 놓고 보면, 흄이 기존에 잘 알려진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과를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모든 복잡함을 생
략하고, 이런 생각을 인과 관계의 분석에 가장 간단하게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사건 c와 e가 일어났는데, 만약 c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e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c는 e의 원인이 된다.

  위의 분석은 인과 관계를 반사실적 의존 관계(의 연쇄)로 설명하는 것이 
그 골자이다. 여기서 c와 e는 개별적인 사건들이며, 그것들이 속하는 유형
들 간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고 인과 관계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본 
규칙성 견해들과는 달리 단칭주의(singularist)적인 입장으로 볼 수도 있다
는 점도 덧붙일 수 있다. 비록 단칭주의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입
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반사실적 인과 이론 역시 인과 관계를 비
인과적인 반사실적 의존 관계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환원주의적인 입장이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12)

11) 콰인식의 전체론에서 실재성의 기준은 실용주의적 기준이다. 세계에 대한 최선의 
설명에 필요하면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기
준에 따를 때, 인과 개념이 어떻게 판단될지는 별도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12) 흄적인 수반을 받아들이는 루이스의 형이상학을 고려해 본다면, 인과 관계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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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논의의 목적을 위해 많은 부분들을 단순화시키기는 했지만, 흄으로
부터 비롯된 규칙성 견해와 반사실적 인과 이론이 대략적으로 어떤 입장
들인지 확인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으리라고 본다. 이들은 인과에 관한 표
준적인 그림의 양대 축이라 할 만한 것들이다. 현재 언급하지 않은 다양한 
입장들은, 표준적인 그림으로부터 가까운 입장들이든 정반대에 있는 입장
들이든, 어쨌든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개되었고, 그렇게 이해하는 편이 
용이하기도 하다.
  이제부터는 흄으로부터 비롯된 표준적인 그림의 최대 대척점에 있는 입
장을 소개할 것이다. 앞선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표준적인 그림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대체로 반실재론적인 경향이 있는) 환원주의적인 
사건 중심적 인과 이론이라는 것이었다. 영미권 철학에서 이런 흄적인 인
과 이론과 가장 근본적으로 차별화되는 입장을 제시한 대표 철학자로는 
엘리자베스 앤스콤(Elizabeth Anscombe)을 첫 손에 꼽을 수 있다. 앤스
콤은 “인과와 결정(Causality and Determination)”에서 인과에 관한 흄
적인 그림을 가장 근본적인 지점에서 문제삼고 있다(1971/1993). 흄은 그 
이전까지의 인과 개념에 대해 그것의 가장 두드러진 표식이 필연성이라고 
진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이면서 필연적인 관계는 없다는 것을 보이
는 데에 주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앤스콤이 보기에는 전통적인 인과 
개념에 대한 흄의 파악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인과 개
념의 가장 두드러진 표식은 필연성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다. 다음의 
인용문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인과 관계는 그것의 원인들로부터 결과의 이끌어내짐이라는 데 있다. 이것이 다
양한 종류들의 인과 관계들의 핵심이고, 공통된 특징이다. 결과들은 그것들의 원인
들로부터 이끌어내지고, 일어나고, 나온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물리적인 부모
자식관계가 인과적 관계라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여기서 그 이끌어내짐은 분열
에 의한 물질적인 것이다. 이제 필연성이나 일반성이라는 점에서의 분석은 결과의 
이 이끌어내짐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분석]은 저것[이끌어

대해서는 비실재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 같다. 다만 그런 형
이상학이 반사실적 인과 이론에 반드시 결합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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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짐]에 대해 잊어버린다. 필연성은 자연 법칙의 그것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
해 우리는 원인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결과에 대한 지식을 이끌어내거나 그 반대로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결과의 원천으로서의 원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다. 그렇다면 인과는 필연성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Anscombe 1971/1993: 
92).

  여기서 앤스콤은 인과 관계를 특징짓는 핵심이 필연성이 아니라 결과가 
원인으로부터 “이끌어내짐(derivativeness)”이라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원인은 결과의 “원천(source)”으로서 이해된다. 이런 생각은 
인과에 관한 산출적 견해라고도 종종 불리는데, 여기서 인과 관계를 특징
짓는 ‘산출(production)’에 상당하는 용어들, 개념들이 이미 인과적 의미
가 들어 있는 것들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는 인과에 관한 비환원
주의적인 입장이다. 덧붙이자면, 해당 인용문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필연적이지 않은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 별로 주저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
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상관 관계와는 구별될 것이다. 단순한 상관 관계에
서는 한 항이 다른 항을 산출한 원천은 아님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앤스콤이 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비판의 표적이 흄적인 그림 중
에서도 특히 규칙성 견해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위의 지적은 인과에 관한 
표준적인 그림 전반, 특히 환원주의적인 경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환원시키려는 대상의 핵심적인 어
떤 요소를 환원하는 대상이 보존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그 요소가 원래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서 너무도 중요한 경우, 우리는 환원 작업의 성
공 가능성을 의심하게 된다.13) 왜냐하면 그것은 주제를 바꾸고 있는 일처
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앞서 도덕적 속성에 대한 환원주의에 대
해 비환원주의자들의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논하면서 이
야기한 바와 일맥상통한다. 도덕적 속성만큼이나 인과적 속성을 언급하면

13) 표준적인 그림에 속하는 이론들에 대해 기존에 제기되었던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
것들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자명한 인과 관계의 어떤 측면들을 해당 
이론이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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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과적 개념들을 사용하는 일 또한 우리의 삶에서 대체 불가능하다.
  “다양한 종류들의 인과 관계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앤
스콤의 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로 대변되는 고대적 그림에 친화적일 것을 
암시한다. 흄적인 그림은 결코 다양한 종류의 인과 관계들이 있다고 말하
지 않는다. 이는 그녀가 근대적인 사건 인과 이론의 대척점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며, 실제로 자주 인용되는 다음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그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전형적인 인과적 경험에 대한 기술 
자체가 사건 인과 이론의 그것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원인’이라는 단어 자체는 고도로 일반적이다. 어떤 사람이 그가 원인 개념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그의 어휘 속에 그와 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
음으로써만, 이라고 우리는 말하기를 바랄지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그 개념의 명백
한 소유는 언어에서 다른 많은 것들의 숙달을 전제한다. ‘원인’이라는 단어는 많은 
인과적 개념들이 이미 표상되고 있는 언어에 더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작은 선별: 
문지르다, 밀다, 적시다, 옮기다, 먹다, 태우다, 넘어뜨리다, 막다, 으깨다, (예를 들
면, 소음, 종이배를) 만들다, 다치게 하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어떤 특수한 인과적 
개념들도 표상되지 않는 언어들을 상상하고자 한다면, 그와 같은 언어에서 단어에 
대한 어떤 기술도 원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심지어 자연종을 위한 단어들도, ‘신체’, ‘바람’, 혹은 ‘불’에 상당하는 단어들도 포
함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특수한 인과적 동사들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이러한 그리고 다른 많은 명사 어구들(substantives)에 대응하는 개념들을 적용하
는 것을 배우는 것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름으로 부르거나 고
양이가 탁자 위에 있다는 것을 봄으로부터 보고하는 것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우리는 또한 누군가가 우유를 마셔버렸다거나 개가 웃기는 소음을 낸다
거나 사물들이 그것들을 자르거나 부수는 우리가 보는 어떤 것에 의해서든 잘리거
나 부서진다는 것을 관찰함으로부터 보고하는 것을 배운다(Anscombe 
1971/1993: 93).

  여기서 ‘문지르다’를 비롯하여 예로 들고 있는 동사들은 특수하고 구체
적인 인과적 개념들을 표현하고 있다. 즉, 그것들은 인과적 의미를 담고 



- 27 -

있는 개념들이다. 반면에 <원인>이나 <인과> 같은 개념들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들이다. 일반적인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것을 구
체화하는 상당수의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뿐만 아
니라, 그런 구체적인 인과적 개념들에 대한 이해는 자연종 용어를 비롯하
여 우리가 어떤 종류의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명사적 표현들의 
습득을 위해서도 불가결하다. 어떤 대상이 주변 환경 속에서 이런저런 인
과적 작용을 행하고 당하는 것을 보고 식별하는 것은 그 대상의 고유한 
특징을 파악하는 일의 일부라는 것이다. 예컨대, <개>라는 개념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가 개로서 활동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아
야 하는데, 그 모습은 이미 인과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들(“소음을 낸
다” 등등)을 통해서만 알려질 수 있다.
  위와 같은 대안적인 그림이 표준적인 그림과 정확히 어떤 지점들에서 
대조적인지 보기 위해 ‘저 개가 짖었다’는 진술을 놓고 생각해 보자. 앤스
콤은 이 진술이 전형적인 인과적 경험에 대한 진술이라고 보았을 것이다. 
개가 짖었다는 것은 특정한 <소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으로, 그녀가 언급
한 특수한 인과적 개념들의 목록에 이미 들어 있으며, 인용문의 마지막 문
장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그런 현상들이 관찰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법칙과 무관하게, 혹은 그에 앞서 경험적 수준에서 개별적인 인과성
이 환원 불가능하게 주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단칭주의적인 생각이기
도 하다.14) 
  이런 차이점들은 흄적인 그림이 사건 인과 이론으로 분류되는 데에 비
해 앤스콤의 그림은 그렇지 않다는 점으로 집약된다. 표준적인 그림에서는 
‘저 개가 짖었다’와 같은 진술들은 인과 관계를 기술하는 전형적인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한 사건에 대한 기술이거나, 적절하게 인과 관계를 
표현하는 진술이 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기술들 
속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앤스콤과 같은 입장에서 그러한 
진술들을 인과 관계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기술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유는 사건 중심적 인과 이론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쉽

14) 반사실적 인과 이론도 단칭주의적인 것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전형적인 단칭주
의자로는 앤스콤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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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도 앤스콤은 그 대안적인 그림을 세공하지는 못했다. 다만 우리가 그녀
의 작업으로부터 추측해 보자면, 대안적인 그림에서는 어떤 대상이 인과적 
작용(action)을 행하는 것에 대한 진술이 인과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이 되
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대안적인 인과 이론의 보다 구체적인 
면모들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일단 현재
로서는 인과에 관한 표준적인 그림의 대척점에 서 있는 대안적인 그림이 
인과에 관하여 비환원적이고 실재론적인 이론이라는 점만을 짚고 넘어가
도록 하자. 그리고 ‘인과력’이라는 표현은 많은 철학자들이 의식하고 있지 
못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대안적인 그림, 즉 산출적 견해를 자연스럽게 취
하고 있었던 고대 철학 전통을 고향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리킨다는 
점도 덧붙여 두도록 하자.

 1.4. 도덕 실재론에 대한 하만의 도전과 비환원적 자연주
의의 응답 전략

  지난 절에서 인과와 관련하여 두 가지 대조적인 그림을 소개한 이유는 
이 논문에서 도덕적 속성의 실재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인
과력을 가지는지의 여부를 핵심적인 것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었으나, 
아직까지 그 논의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이 
단계에서 간단히 말하자면, 그것은 선행하는 비환원적 자연주의에 대해 제
기되어왔던 특정한 문제를 정식화하고 보다 나은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서이다. 여기서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선행 연구는 코넬(Cornell) 실재론
자들이 작업으로,15) 그것은 하만의 도전이라는 메타윤리학적 문제와의 관
련 속에서 다루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단 하만의 도전 자체는 도덕 실재론 전반에 대한 것이기는 하다. 도덕 
실재론에 대한 하만의 문제 제기는 관찰이 과학적 가설에 대해 하는 역할
을 도덕적 원리에 대해서는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물론 

15) Shafer-Landau(2003)도 코넬 실재론자들과 대동소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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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영역에서 관찰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다면 말이다. 그의 말을 직접 
들으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도덕적 원리들이 [과학적 가설과] 같은 식으로, 외부 세계에서 시험될 수 있는가? 
당신은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지만, 도대체 그가 하는 것의 옳
음이나 그름을 관찰할 수 있는가? 당신이 모퉁이를 돌아 어린 불량배들이 고양이에 
휘발유를 붓고 점화하는 것을 본다면, 당신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그르다고 결론
을 내릴 필요가 없다. 당신은 아무것도 알아낼 필요가 없다. 당신은 그것이 그르다
는 것을 볼(see)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의 반응은 당신이 보는 것의 실제 그름 때문
인가 아니면 단순히 도덕적 “감수성(sense)”, 아마도 도덕적 훈육의 결과로 획득했
을 당신의 “감수성”에 대한 반성 때문인가(Harman 1988: 120)?

  과학적 가설이 시험될 수 있고, 관찰 증거에 의해 입증될 수 있다는 것
은 적어도 상식 선에서는 별로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하만이 관찰의 
이론 적재성을 고려하여, 가설과 관찰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본다는 
점은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안개 상자 속의 자취를 보면서 전자에 관한 
믿음을 형성하는 것은 <전자>를 비롯한 여러 관련 개념들을 동원하는 특
정한 물리학적 이론을 전제한다. 그 이론이 다른 어떤 이론보다 우리가 관
찰한 현상을 잘 설명해준다는 의미에서 관찰이 가설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도덕적 관찰의 경우, 관찰에 의한 믿음 내용은 <저 아이들의 행동은 잘
못되었다>와 같이 서술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과학적 가설에 비견되
는 도덕적 원리가 “불필요한 고통을 발생시키는 것은 그르다”라고 해 보
자. 하만의 지적은 이 경우 도덕적 설명은 과학의 경우와는 달리 도덕적 
원리가 개별적인 도덕적 사실과 더불어 관찰에 의한 믿음을 설명하는 역
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도덕적 원리가 그 아이
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 즉 개별적인 도덕적 사실을 설명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도덕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과 결정적으로 차이나는 점
은, 과학적 설명의 경우, 과학적 원리(전자에 관한 물리학 이론)가 개별적
인 과학적 사실(특정한 안개 상자 속의 자취)을 설명하고, 그로부터 다시 
그에 상응하는 특정한 내용으로 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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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적 연쇄가 이어져 있는 데 반해, 도덕적 설명의 경우, 설령 도덕적 원리
가 개별적인 도덕적 사실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도덕적 믿음 형
성을 설명하는 설명적 연쇄는 끊어져 있다는 것이다. 요점을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이 차이는 과학적 믿음은 과학적 사실에 대한 관찰에 의해 형성
되는 반면, 도덕적 믿음은 위의 인용문에서 ‘감수성에 대한 반성’이라는 
표현이 암시하듯이, 관찰과 무관하게 심리적인 것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
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도덕적 원리는 관찰
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사실
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는 것이 하만이 도덕 실재론자들에 대해 제기하는 도전일 것이다.
  도덕적 설명의 경우, 원리, 사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어지는 설명적 연
쇄가 끊어져 있다는 점으로부터 도덕적 사실의 존재를 의문시하는 하만은 
자신의 문제 제기를 약간 다른 방식으로 보다 간단하게 언급하기도 한다. 
그는 도덕적 옳고 그름이 경험적 현상과 달리 우리의 감각 기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위의 사례에서 행위의 그름, 즉 
도덕성이 우리가 관찰하는 행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한
다. 이들이 실제로 모두 동일한 문제 제기로 취급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차치하고, 어쨌든 문제 제기의 배후에 있는 생각 자체는, 적어도 우리 시
대의 철학적 경향 속에서는 비교적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만의 도전은 그러한 생각을 상세하게 제시함으로써 도덕 실재론자들에
게 입증의 책임을 지우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비환원적인 도덕 실재론자들 내에서 하만의 도전에 대한 답변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어떻게든 도덕적 원리 또한 설명적 역
할을 가지며, 경험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말함으로써 하만의 도전에 응답하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 실재론이 그와 같은 입증의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고 답함으로써 문제 자체를 해소하는 것이다. 비환원적 자연주의는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이상, 첫 번째 부류의 답변을 제시하는 입장일 수밖
에 없다. 우리는 도덕적 원리가 과학적 사실들 가운데서 고도의 추상적 수
준에 있는 자연 법칙과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지는 않은 방식으로 경



- 31 -

험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사실
은 자연 과학적 사실로 환원되지 않는다고 동시에 주장한다.
  이렇게 하만의 도전에 대해 정면으로 응수한다는 점 때문인지 코넬 실
재론자들은 하만의 가장 직접적인 논쟁 상대이기도 했다. 특히 스터젼(N. 
L. Sturgeon)이 하만의 도전에 대해 가장 제시한 반례들이 잘 알려져 있
다. 그가 제시하는 몇 가지 도덕적 설명의 사례들 중 중심적인 것은 흥미
롭게도 인간의 성격에 의거한 행위의 설명이다. 히틀러의 도덕적 타락
(depravity)이 그가 한 많은 일들(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킴, 유태인 학살 
등등)을 하게 했다는 설명이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례이다. 그가 이
를 통해 하만의 도전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자.

  아돌프 히틀러가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놀라운 도덕적 논제와 더
불어, 어떤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도, 예컨대, 수백만 인간의 비참과 죽음을 
선동하고 감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온당한 도덕적 이론으로부터, 우리는 
히틀러가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시험 가능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했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전제들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것을 포
기해야 할지의 선택은 어렵지도 논쟁적이지도 않다(Sturgeon 1988: 232).

  예로 든 사례 자체가 특이하기는 하지만, 이는 완전히 일반화될 수 있는 
전략이라는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나의 히틀러 사례는 하만에게 떠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극도로 상식적인 
광범위한 사례들을 제시하는데, 그 사례들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덕적 성격을 그 
또는 그녀의 행위에 대한 설명의 일부로서 언급하고, 그러면 누군가가 그 도덕적 성
격에 대한 올바른 평가에 도달했다는 것에 대해 설득력 있는 추가적인 설명으로서 
전체 이야기가 가능하게 된다(같은 곳, 243-244).

  거대한 역사적 사건의 발생을 특정 개인의 성격에 의해 설명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논점이 아니
다. 원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논란의 여지가 보다 적은 친숙한 사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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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낼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자비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길에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돈을 주었다는 식의 설명을 떠올려 보
자. 이 경우 우리는 그의 성격적 특징에 의해 돈을 주었다는 행위를 설명
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자들도 일단 외관상으로는 일종의 설명인 것처럼 
보인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반사실적 조건문들
이 참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통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 ‘히틀러가 도
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한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
다’, ‘그 사람이 자비롭지 않았더라면, 거지에게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등등. 물론 이런 반사실적 조건문들이 참이라는 것이 그에 대응하는 설명
적 진술들을 진정한 설명으로 간주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뜻이 아
니라, 어느 정도의 시금석이 된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답변 방향만 놓고 보자면, 나는 스터젼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
아갔다고 생각한다. 그의 반례에서 무엇보다도 특징적인 점은 도덕적 사실
(인격의 도덕성에 관한 사실)이 도덕적 원리와 더불어 특정한 행위를 설명
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앞서 하만의 문제 제기를 소개하면
서,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관찰에 대한 도덕적 사실의 설명적 역할에 초
점을 맞추는 방식 외에도, 그 스스로 제시한 다른 방식의 문제 제기들을 
간략히 언급한 바 있었는데, 스터젼은 그 중에서 행위의 도덕성이 행위를 
설명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16) 이는 스터젼의 
의식적인 선택이다(Sturgeon 1988: 234ff). 도덕적 사실이 관찰을 설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보다 더 일반적이고 앞선 문제는 그것이 일차적으로 다
른 현상의 발생을 설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현상과 특정 내용을 가진 
믿음의 형성, 그 양자 사이의 관계는 그 다음 단계의 문제이다. 특히 이런 
부류의 문제 제기가 가진 근본적인 동기가 도덕적 사실이라는 것이 과연 
객관적으로 이 세계에 존재하는가를 문제삼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믿음 형성보다는 애초에 그 믿음을 갖게 한 현상의 발생을 설명할 수 있
는가, 즉 그것이 인과적 설명력을 가지는가를 문제삼는 편이 더욱 직접적
이었을 것이다.17) 그러면 문제 제기 자체도 좀 더 이해하기 수월했을 것

16) 참고로, 잘 알려진 McDowell(1988)의 작업은 도덕적 옳고 그름이 우리의 감각 기
관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식의 문제 제기에 대한 응답으로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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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인과력을 실재성의 기준으로 보면서 어떤 속성의 실재성을 묻는 전
통적인 물음과도 일맥상통하게 되었을 것이다. 과학적 사실들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인과적 설명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다만 하만의 문제가 고려하고 있던 도덕 실재론이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입장들이었다면, 두 단계로 물을 수 있는 질문을 한 단계로 병합한 것도 
이해가 가는 일이기는 하다.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이상, 현상의 발생이나 
그 현상에 대한 인식 모두 인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
이다. 일단 도덕적 원리가 현상의 발생을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 현상에 대한 특정한 내용의 믿음을 인과적으로 가지게 된다는 설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별로 부담이 없는 일이다. 이는 자연주의적 입장 전반이 
가지는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자연주의를 표방하지 않는다면, 도덕적 
원리가 현상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제공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
이고,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현상에 대한 특정한 믿음 내용을 
가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원리의 도입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
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 현상은 어쨌든 자연적 현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무어와 같은 입장들이 “직관”을 도입하는 것을 떠올려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스터젼의 답변은 그럴듯한 것이지만,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 또한 
제기될 수 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인지는 다음 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미리 짧게 말하자면,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그
것들은 1) 도덕적 설명은 자연 과학적 설명과는 어쨌든 중요한 점에서 매
우 달라 보인다는 점, 그래서 인과적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2) 도덕
적 속성이 그저 부수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인과력을 갖는 속성
으로서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을 확립하는 점이다. 이 문제들은 서로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이기도 하다.

17) Tropman은 하만의 도전 기저에 있는 동기가 이런 인과적 문제일 수 있다는 해
석을 검토하고 있으나, 그렇게 되면 문제가 도덕 실재론 자체에 제기되는 것이 아
니게 된다는 점에서 기각하고 있다(2013: 40-41). 하지만 나는 오히려 이 문제가 
비환원적 자연주의를 지향하는 코넬 실재론자들에 의해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졌다
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이 진실에 보다 가까이 있다고 본다. 실제로 그들은 이 문제
를 도덕적 사실의 인과적 설명력에 관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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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우리는 메타윤리학적 입장들의 지형도 속에서 비환원적 자연
주의가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이 연구의 가까운 선구자인 코넬 실재론이 
하만의 도전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어떤 답변을 내놓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나는 메타윤리학적 논의에도 개입하는 주요 덕 윤리학자들의 
입장을 의도적으로 생략하였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그들이 코넬 실재론자
들과 매우 다른 배경에서 온 이론적 경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쨌든 큰 틀에서는 비환원적 자연주의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
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이 논문에서 옹호하고자 하는 생각
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이하의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기 때
문이다.
  하만의 도전에 대해 스터젼으로 대표되는 코넬 실재론의 답변을 한 마
디로 요약하자면, 도덕적 평가를 동반하는 인격적 속성들(타락, 자비로움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위에 대한 인과적 설명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도덕적 평가를 동반하는 인격적 속성이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아왔던 덕과 악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결
국 그러한 설명은 덕 혹은 악덕에서 비롯된 행위를 반례로서 제시하는 것
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내가 지지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논의를 올바
른 방향으로 돌린 것이지만, 그것이 최초에 하만이 제기한 문제 제기의 틀
에서 얼마나 벗어난 것인지를 보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스터젼의 돌파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도덕적 성격에 의한 행위 설명이 진정한 
인과적 설명이라는 점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과에 관한, 나
아가 자연에 관한 흄적인 그림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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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1. 메타윤리학적 입장들의 지형도

도덕적 진술은 명제를 표현하는가?

  아니오→비인지주의   예→인지주의

    핵심적인 도덕적 진술들은 참인가?

      아니오→오류 이론   예

        정신 의존적 속성으로 환원되는가?

          예→관념론, 구성주의   아니오

            자연적 속성으로 환원되는가?

              예→환원적 자연주의   아니오→비환원적 실재론

                인과력을 갖는가?

                  아니오→직관주의, 반형이상학적 실재론   

예→비환원적 자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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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과력에 근거한 인과 이해와 도덕적 성격에 의
한 행위 설명

  이번 장에서는 지난 장에서 소개한 스터젼의 답변에 대해 제기될 수 있
는 주요 문제들에 답함으로써 비환원적 자연주의를 보완한다. 하만의 도전
에 대해 비환원적 자연주의를 옹호하는 노선에서 내놓을 수 있는 답변은 
도덕적 설명이 진정한 인과적 설명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인과적 
설명이 될 수 없다는 반론들에 맞서 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하만을 비롯
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정하고 있는 자연적 원리에 의한 설명과 도덕적 원
리에 의한 설명 사이의 간극이 사라져야 한다.
  우선 나는 자연적 원리의 대표 격인 자연 법칙이 통념과는 달리 조건부
적 성격, 혹은 추상성을 갖는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자연 법칙의 추상
성은 그것이 현실에서 추상해낸 특정한 인과력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의
해 가장 잘 이해된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인과력이라는 이론적 자원을 인
과적 설명 속에서 자연스럽게 동원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틀로서, 인과
에 관한 표준적인 흄적인 그림과 대비되는 대안적인 그림 또한 추가적으
로 소개할 것이다. 이 대안적인 그림은 인과에 관한 고대 철학 전통을 잇
는 것으로, 특정한 능력, 힘의 소유자로서의 인과적 작인과 그것의 발휘인 
작용을 핵심 요소들로 삼고 있다. 덕은 인간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중 하나이며, 그런 점에서 덕에 의한 행위 설명은 인과적 설명이기도 하
다.
  자연 법칙에 관해 대안적인 인과력 해석을 받아들이면서 실체 인과 이
론을 받아들임으로써 비환원적 자연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결국 자연에 관
한 대안적 이해를 촉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나는 그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몇몇 대표적인 문제들, 특히 비환원주의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부수현상론의 문제나 일반화된 정신 인과 문제에 답하면서, 우리가 자연에 
관한 대안적인 이해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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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자연 법칙의 본질적인 조건부적 성격과 인과력 개념
에 근거한 자연 법칙의 이해

  지난 장에서 확인한 우리의 당면 과제는 도덕적 성격에 의한 행위 설명
이 진정한 인과적 설명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성격에 의한 행위 설명은 우리가 일상에서 의식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
고 자연스럽게 동원하는 인과적 설명의 일종인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러한 설명 방식이 겉보기와는 달리 진정한 인
과적 설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몇 가지 철학적 이유들이 있다. 그것
은 특히 우리가 인과에 관한 표준적인 그림을 채택하고 있을 때 그러하다. 
그 이유들 중 주요한 한 가지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애초에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설명”에 대한 생각들을 간단히 떠
올려보자. 과학적 설명이든 도덕적 설명이든, 거기서 그는 어떤 원리에 의
한 현상의 설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과학적 원리로는 자연 법칙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도덕적 원리의 예는 하만의 사례에서 보자
면, “불필요한 고통을 발생시키는 것은 그르다”일 것이다. 스터젼의 히틀
러 사례에서는 “어떤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도 수백만 인간의 비참
과 죽음을 선동하고 감독하지는 않을 것이다”가 이에 해당한다. 또, 그의 
의도를 보존하면서 사례를 좀 더 단순하게 재구성하자면, 1) 히틀러는 도
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었다(도덕적 사실), 2) 타락한 사람은 이러저러한 
일들을 한다(도덕적 원리), 3) 따라서 히틀러는 그런 일들을 하였다(도덕적 
설명에서 피설명항에 해당하는 사실)와 같은 형태가 될 텐데, 여기서는 2), 
즉 도덕적 성격 유형과 그것이 야기하는 행위 사이의 일반적 관계에 대한 
진술이 도덕적 원리에 해당한다.
  이제 스터젼의 답변에 대한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제기될 수 있다. 도덕적 
덕/악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 자연 법칙과 같은 그러한 의미에서
의 원리인가? 적어도 언뜻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어떤 사람이 
자비로운 성격 덕분에 거지에게 돈을 주었다는 설명에서, 이 사람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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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따르고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
비로운 사람은 거지에게 돈을 준다”와 같은 것일 텐데, 이는 그만큼 곧바
로 문제점을 노출시킨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언제나 걸인에
게 돈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아마도 훨씬 더 많을
지도 모른다. 그가 돈을 주지 않는 데에는 수많은 정당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당장 수중에 현금이 없다거나, 자비심은 가지고 있지만 그 자신
이 너무도 궁핍하여 남에게 돈을 줄 형편이 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돈은 
가지고 있지만 단 1초가 급한 응급 상황에 처해 있다거나, 보다 심오하게
는 빈부 격차가 개인적인 수준에서가 아니라 사회 제도적인 차원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적인 적선은 오히려 진정으
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악영향을 준다고 믿기 때문이거나, 등등.  요컨
대, “자비로운 사람은 거지에게 돈을 준다”와 같은 식의 도덕적 성격 유형
에 관한 일반적 진술은 불가피하게 조건부적(ceteris paribus)으로만 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우리가 자연적 원리, 특히 자연 법칙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필연적으로 참인, 엄격한 보편적 진술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
다. 실상이야 어떻든, 적어도 일견 그러하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
다.
  이상의 차이점이 정확히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이에 대해 누군가는 그
것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런 엄격하고 필연
적인 자연 법칙은 어차피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의 물리학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밖의 많은 자연 법칙들, 무엇보다도 특수 과학
의 법칙들은 조건부적 법칙들이다. 우리는 특수 과학의 그런 조건부적 법
칙들을 통해 인과적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가? 비환원적 자연주의에서 말
하는 도덕적 성격 유형에 관한 진술들도 그런 특수 과학의 조건부적 법칙
들 가운데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
는 철학자들도 있으며,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근본 
물리학에서만 엄격한 법칙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사태에 대한 진정한 인
과적 설명이 오직 그 수준에서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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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들에서 조건부적 법칙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과적 설명이라는 것은 진
정한 인과적 설명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발견적으로 유용한 설명 방식일 
뿐이며, 엄격한 법칙을 통한 진정한 인과적 설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
는 파생물이다.18) 이는 진정한 자연 법칙은 엄격한 법칙뿐이라는 생각으
로 이어진다. 나는 가장 근본적인 법칙들은 엄격하게 필연적인 법칙이라는 
견해를 받아들이는 한, 후자와 같은 노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보다 그럴듯
하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이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여기서 유덕한 행위자가 실제로 
따르는 도덕적 원리가 보다 높은 추상 수준에 있는 것들, 예를 들자면, 공
리주의적 원칙이나 칸트식의 정언 명령 같은 것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확실히 그런 것들은 만약 그것들이 참이라면, 흔히 원리가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그런 고차원적인 
원리들로부터 도덕적 성격 유형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원리들을 모두 이
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수준의 원리가 보다 근본적인 것으
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큰 문제이다. 그리고 도덕적 
원리가 실제로 엄격하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다룰 문제는 여전히 제기될 
수 있다. 일단 도덕적 원리를 엄격한 것으로 만드는 방식의 해결책은 여기
서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의 문제 제기는 도덕적 성격에 의한 행위 설명이 기존에 우리가 생
각해왔던 엄격한 법칙에 의한 현상의 설명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보인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우리가 비환원주의를 지지하는 이상, 진정한 인과적 설
명은 도덕적 설명의 수준이 아니라 자연 과학의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제공된다는 식의 해결책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자연 과학, 
특히 물리학의 경우와는 달리 도덕적 설명의 경우에는 엄격한 원리에 의
한 설명이 주어지기 힘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
적 속성을 언급하는 설명이 진정한 인과적 설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
주 만족스럽지는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형태의 인과적 설
명 패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 엄격한 법칙에 의한 것과 

18) 이상은 특수 과학에서의 설명을 둘러싼, Fodor(1997)와 kim(2005)의 입장 차이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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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것이 그것들이다. 나는 이러한 식의 답변이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만 유효할 수 있는 임시방편책이라고 생각한다.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이상, 도덕적 설명에까지 적용되는 단일한 형태의 인과적 설명 
방식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 제기는 자연적 원리, 즉 자연 법칙과 그것이 인과적 설
명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어떤 생각을 전제하고 있다. 그것은 인과에 
관한 일반주의적 견해와 개념적으로 독립된 것이기는 하지만, 매우 밀접하
게 연결되어 있는 생각이기도 하다. 법칙과 인과라는 두 개념들이 밀접한 
만큼 그러하다. 그 생각은 자연 법칙에 대한 진술이 가장 구체적인 현실에 
관한 것인 동시에, 필연적 참이거나 적어도 그에 가까운 것이라는 견해로 
요약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생각이 틀린 것이라면, 위의 문제 제기는 근본
에서부터 흔들릴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근대인들에
게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생각이며, 인과에 관한 흄적인 그림보다도 
더 오래된 것이다. 자연 법칙에 관한 이러한 생각은 일반적으로 데카르트
에게서 만개한 것으로 여겨진다.
  어떻게든 자연 과학에서의 인과적 설명에 대한 통념적인 이해에 맞춰 
도덕적 설명을 재단하려 하기보다는 인과적 설명 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
되는 새로운 그림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편이 유망해 보인다. 지난 장에
서 우리는 앤스콤의 선구적인 작업을 중심으로 인과에 관한 대안적인 그
림을 잠깐 소개한 바 있다. 그것은 표준적인 그림의 사건 인과 이론과 대
비되는 실체 인과 이론이었다. 이제 그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되었
다. 자연 법칙과 그것이 인과적 설명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통념적인 이해
를 문제삼는 것은 그 대안적인 그림으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길이기도 하
다.
  인접 분야에는 아직까지 반영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지만, 사실 과학 철
학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연 법칙의 이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루어진 편이다. 이와 관련하
여 특히 낸시 카트라이트(Nancy Cartwright)의 작업이 잘 알려져 있
다.19) 자연 법칙에 대한 통념적 이해를 겨냥해 제기되는 그녀의 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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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근대 과학을 상징하는 자연 법칙인 만유인력의 법칙을 떠올려보자. 그것
을 표현하는 수식은 두 물체 간의 인력이 그것들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법
칙적 진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것을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
에 언제나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고 해석한다면, 수많은 반례들
에 직면하게 된다. 그 한 예로, 두 물체가 같은 전하를 띤 질량이 매우 작
은 입자들이라고 해 보자. 그러면 두 입자는 오히려 서로를 밀어내게 될 
것이다. 만유인력의 법칙에도 불구하고 말이다.20) 이런 이론적으로 세련된 
반례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만유인력의 법칙에도 불구하고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서로 멀어지는 경우들을 언제나 접하고 살아간다. 우리가 지면
에서 도약할 때마다 질량을 가진 두 물체인 지구와 나는 서로를 밀어내는 
셈이다.
  가장 엄격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자연 법칙이 이러하다면, 다른 
법칙들 역시 사정은 동일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무반성적으로 가정하는 
것과는 달리, 자연 법칙에 대한 진술이 무조건적으로 참인 진술이 아니라 
조건부적(ceteris paribus) 성격을 가지는, 단적으로 필연적 참은 아닌 진
술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즉, 만유인력의 법칙은 특정 조건 하에서, 내지
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질량을 가진 두 물체들이 서로를 끌어당긴다
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카트라이트가 보여준 바와 같이 자연 법칙이 조건부적 성격을 갖는다면, 
그것에 대한 통념적인 이해는 교정되어야 한다. 이미 말했듯이, 통념은 법
칙적 진술이 1) 가장 구체적인 현실에 관한 것이면서도, 그와 동시에, 2) 
필연적 참 내지는 그에 가까운 강한 진리치를 가진다고 이해한다. 하지만 
자연 법칙이 조건부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는 이상, 둘 중 하나는 
포기되어야 한다. 즉, 자연 법칙적 진술은 구체적인 현실에 보편적으로 적

19) 이하의 논의는 많은 부분 그녀의 작업에 빚지고 있다(Cartwright 1983, 1999). 
필자의 석사 학위 논문 3장도 참조(2016a).

20) 역으로 같은 전하로 대전된 두 물체들이 서로를 밀어낼 것이라고 말하는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도 그 물체들의 질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같은 식의 논의가 적
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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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것이 아니거나, 일반적인 상황들에서 거짓이다. 여기서 자연 법칙
의 이런 조건부적 성격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연 법칙이 필
연적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현실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
을 택할 것이고, 나 역시 그렇게 할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자연 법칙의 
조건부적 성격은 그것이 추상화, 이상화된 현실에 적용되는 것이며, 그런 
한에서 필연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자연 법칙
의 추상성).21)

  자연 법칙의 조건부적 성격, 즉 추상성은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의 역사
에서 그에 합당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일단 의식을 하게 되면, 
자연 법칙에 관한 철학적 이론들은 이를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나게 
된다. 자연 법칙의 추상성이라는 현상 자체를 단적으로 부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 법칙에 대한 통념적인 이해를 최대한 고수하려는 입
장에서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반응들을 고려해 보자.
  가능한 답변들 중 하나는 자연 법칙의 추상성이 불가피한 타협의 결과
물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실제 현실에 직접 적용되는 법칙은 너무 복잡
하여 우리에게 이해 가능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하여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 가능하면서도 이해 가능할 정도로 단순화된 법칙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브라이언 엘리스(Brian Ellis)가 지
적했듯이, 이런 답변은 한계가 있다(Ellis 2001: 212). 우리는 보다 복잡
한,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인” 법칙이 이미 가능한 경우에조차 보다 추상
적인 법칙을 선호하며, 그것이 더욱 근본적인 법칙이라 여긴다. 이상 기체 
방정식과 반 데르 발스 방정식 사이의 관계가 그런 예이다. 자연 법칙이 
타협의 결과물이었다면, 역으로 보다 복잡하고 현실적인 법칙(이 경우, 반 
데르 발스 방정식)이 더욱 근본적인 법칙이라고 여겨졌어야 할 것이다. 
또, 각종 보존의 법칙들과 같은 근본적인 법칙들은 닫힌 계에만 적용되도
록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열린 계에 적용될 법
한 어떤 법칙으로부터 파생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른 방향의 답변은 현재 논의에서 예로 사용되고 있는 자연 법칙들이 

21) 근본적으로 비결정론적인 자연 법칙의 경우에는 추상화된 현실에 대해 적용될 때
에도 필연적이지 않다는 점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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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적 성격이나 추상성을 갖는 이유가 그것들이 아직 이상적인 자연 
과학의 법칙들이 아니라, 언젠가는 폐기될, 발전 도상에 있는 과학의 법칙
들이기 때문이고, 따라서 불가피하면서도 일시적인 한계라는 것이다. 이는 
곧, 만약 우리가 이상적인 과학을 손에 넣는다면, 거기서의 자연 법칙은 
완전히 보편적으로 현실에 적용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답
변은 사실상 자연 법칙의 추상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두 가지 점에서 의심
스럽다. 우선, 이는 이상적인 자연 과학의 모습이 현재까지 과학의 그것과
는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에서만 가능한 답변
이다. 하지만 그렇게 믿을 만한 어떤 좋은 이유라도 있는가? 특정한 철학
적 입장 하에서 나오는 희망을 제외하고, 조금이라도 보다 중립적인 관점
에서 지지할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또, 설령 그런 이상적인 
자연 과학의 법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태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구체적인 현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
는 것은 ‘구체성’을 매우 특이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자연 법칙의 추상성을 인지함으로써 자연 법칙에 대한 통념적 이해를 
포기하고 새로운 이해를 찾기로 한 이상, 가능한 몇 가지 이론적 선택지들
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논문의 목적상, 그것들을 모두 검토하는 것
은 불필요하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연 법칙의 추상성에 주목하
고 그것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추구하도록 촉구한 주도적인 철학자들의 
입장은 느슨한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
이다. 그만큼 그것은 자연 법칙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
며, 나 역시 그에 따를 것이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이라는 것은 흄이 폐기하기를 원했던 “형이상
학적” 개념들 중 하나인, 인과력을 이론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입장
을 뜻한다. 자연 법칙의 불가피한 조건부적 성격은 성향적 진술이 일반적
으로 가지는 특성이기도 하다. 어떤 성향의 발현은 특정 조건에 달려 있다
는 점을 상기해 보자. 이제 그러한 성향적 진술이 바로 특정한 인과적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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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즉 인과력에 의해 참이게 된다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발상의 흐름이
다. 그렇다면 자연 법칙에 대한 진술들 또한 같은 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입장에 따를 때, 많은 자연 법칙들, 특히 인과적 설명에 동원되는 법
칙들에 대한 진술은 특정한 인과적 속성의 작용을 다른 인과력의 영향들
로부터 고립된 상태에서 기술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컨대, (고전 역학의 
맥락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은 질량이라는 인과력만이 단독적으로 발휘될 
때 정확히 어떤 식으로 그 힘을 가진 두 물체들이 서로를 끌어당기는지에 
관해 말하고 있다는 식이다.
  물론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어떤 인과력이 다른 힘의 영향과 무관하게 
발휘되는 일은 없다. 다만 우리는 기술적인 설계를 통해 마치 그런 것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 대표적으로 실험실이 그런 
상황들 중 하나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특정한 인과력을 추상해내고, 그
것에 관해 기술하는 자연 법칙을 검증하고, 나아가 현실을 설명하는 데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과학의 발전은 우리가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인과력들을 더욱 잘 추상해낼 수 있게 해 주는 기술을 가지
게 된 것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이상의 설명에서 지적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인과력’이나 ‘힘’ 같은 용
어들이 인과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렇게 자연 법칙의 이해에 대한 고찰은 지난 장에서 잠시 소개한 인과에 
관한 대안적인 그림과 만난다. 이제 그것을 본격적으로 다룰 차례이다.

 2.2. 인과력에 근거한 새로운 인과 이해

  스터젼의 해결책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에게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부분
은 근본적인 자연 법칙이 본질적으로 조건부적,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다
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법칙적 진술을 참이게 만들어주는 존재자가 
무엇인지 묻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인과력으로서 이해된 인과적 속성이라는 
답이 나올 것이다. 여기까지 왔다면, 일단은 우리의 작업을 위한 가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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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단계는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였던, 자연 과학
적 설명과 도덕적 설명 사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
문이다. 하지만 인과에 관한 흄적인 그림에 상대적으로 더욱 익숙할 현재
의 독자들에게는 조건부적 법칙에 대응하는 인과력 같은 개념이 인과적 
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할 수도 있다. 이제까지 논의
된 바와 같은 인과력 개념은 인과에 관한 흄적인 그림보다는 대안적인 그
림에 더욱 잘 어울린다. 지난 장에서 잠깐 소개한 바 있는 앤스콤의 생각
이 그런 대안적인 그림의 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흄으로 대표
되는 인과에 관한 근대적인 그림과 대비되는 것으로, 고대적인 그림이라고
도 할 만한 것이다. 일단 오늘날의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고
대적 그림이 인과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해했을지 살펴보도록 
하자.22) 그것은 흔히 느슨한 의미에서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인 것이
라 불리기는 하지만, 실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과는 같지 않을 수 있으
며, 그저 고대 철학을 대표하는 이름으로서 쓰였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이
다.
  이 견해의 선구자인 앤스콤에게서 ‘저 개가 짖었다’와 같은 진술이 전형
적인 인과적 진술이었다는 데서 시작해 보자. 이로부터 인과적 설명들에 
공통되는 요소들을 식별해 낼 수 있다. 개라는 인과적 작인(agent)과 그것
이 산출한 개 짖는 소리가 그것들이다. 개가 특정한 소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세계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인과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
적인 그림의 관심사는 이처럼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일차적인 관심을 기울였고, 인과적 작인은 원인으로서 그
것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개념이었다. 좀 더 자세히 말해서, 개는 특정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특정 능력, 즉 일종의 인과력을 가진 작인으로서 
그 소리 발생의 원인으로서 지목된다. 개 짖는 소리의 발생(causing)이란, 
다름이 아니라, 그것의 인과적 작인인 개가 가지고 있는 특정 능력이 발휘

22) 대안적인 인과 이해와 관련하여 나는 Cartwright(1999), Ellis(2001), 
Mumford&Anjum(2011), Lowe(2013), Charlton(2014), Hyman(2015) 등을 염두
에 두고 있으며, 특히 Charlton(2014)을 기본적으로 따르면서, 인과력과 그것의 상
호적 발휘에 관한 Mumford&Anjum(2011)의 견해를 일부 추가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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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 일단, 이것이 대안적인 그림이 인과에 관해 가지고 있는 기
본적인 생각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원인에 관해 말할 때, 항상 이
런 식으로 인과적 작인을 거론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왜 산불이 났
는가?’와 같은 명백히 인과적 설명을 요구하는 물음에 ‘날이 너무 건조했
기 때문이다’와 같이 배경 조건을 언급하는 것으로서 답하기도 한다. 그뿐
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는 어떤 인과력이 왜 발휘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도 말하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누가 높은 곳에서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은 그가 푹신한 
곳에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는데, 이는 그에게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능력(어떤 변화를 겪을 수 있는 
수동적 능력의 일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발휘되지 않을 수 있는 
특수한 환경이 제공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것들도 인과적 
설명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 곧 보겠지만 그 밖의 변칙적인 설명 
유형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원인으로서 인과적 작인을 언급
하는 것이 인과적 설명의 기본 틀이 되는 이유는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유형의 인과적 설명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과력이 발휘되기 위
한 배경 조건이라는 것도 결국 다른 인과력들의 합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특수 상황에서 어떤 인과력이 발휘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
것이 발휘되는 것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한다.
  이제 흄적인 인과 이론과 비교해 보자. ‘저 개가 짖었다’가 대안적인 이
론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인과적 진술의 사례라면, 사건 인과 이론이 선호
하는 사례는 너무도 잘 알려져 있듯이, ‘큐볼이 굴러와 8번 공과 충돌하
여, 8번 공이 당구대 구석 쪽으로 굴러갔다’와 같은 사례이다. 이런 진술 
또한 인과적 진술이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으며, 이를 놓고 사건 인과 이론
은 두 공의 충돌이라는 선행 사건과 8번 공의 구르기 시작함이라는 후행 
사건을 인과 관계의 두 항으로 보면서, 두 사건, 즉 원인과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모종의 관계를 해명하고자 한다. 앞서 보았듯이, 표준적인 사건 
인과 이론에서 그 관계는 비인과적인 규칙성이나 반사실적 의존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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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되곤 하였다.
  대안적인 인과 이론을 받아들이더라도, 당구공의 운동에 관한 진술들이 
인과적 진술이라는 점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한 사건의 발생 원인으로서 다른 사건을 언급하기도 
한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다만 그것이 대안적인 인과 이해의 틀 속에서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가 우리의 관심사이다. 고대적인 그림은 당구공들의 
충돌과 움직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해할 것이다.
  일단 충돌이라는 사건 자체가 설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고대적인 인
과 이론이 관심을 기울이는 피설명항인 변화는 모두 지속 시간을 갖는 과
정으로, 충돌 역시 그러한 과정의 하나이다. 두 당구공 사이의 충돌은, 배
경 조건을 도외시하자면, 그것들이 가진 여러 인과력들(운동량, 탄성, 형
태, 위치 등등)이 서로 발휘되는 과정이다. 두 당구공이 접촉하는 순간부
터 그 과정은 시작되어, 큐볼이 정지하면서 8번 공의 형태를 찌그러트리
고 그 공의 형태가 복원되면서 굴러가기 시작하는 동안 일어난다. 물론 이
는 운동량이라는 인과력을 주고받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 굴러가기 시작
한 8번 공의 움직임은 그 나름대로 그것이 가진 인과력들이 배경 조건을 
이루는 다른 인과력들(예컨대, 당구대가 가진 인과력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휘되는 과정일 것이다. 그 과정의 시작은 충돌이라는 과정의 끝과 겹친
다.
  이런 설명에 대해 사건 인과 이론가가 두 당구공의 충돌이라는 사건과 
8번 공의 굴러가기 시작함이라는 두 사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가 말하는 두 사건이라는 것은 아마도 충돌이라는, 매
우 짧지만 지속 시간을 갖는 과정 자체 혹은 그것의 시작점과 그 과정의 
끝점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그것들은 단일한 존재자에서 추상된 요
소들일 뿐, 특별히 흥미로운 관계 속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정확히 책상과 그것의 모서리들 사이의 관계처럼 말이다. 따라서 그것들 
사이에 어떤 신비한 필연적인 연결이 있는지 찾을 필요 또한 사라지게 된
다.
  이는 대안적인 인과 이해의 장점이기도 하다.23) 그것의 입장에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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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과 이론은 오히려 우리가 일상적으로 종종 사건을 원인으로서 거
론하기도 한다는 점에 오도되어 해결할 수 없는 철학적 질문을 던지면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두 당구공의 충돌과 같은 사건은 인과적 
작인과 동등한 선상에서 그 자체로 무언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아니
다.24) 충돌이라는 그 사건, 과정은 인과적 작인들이 가진 인과력들이 상호
적으로 발휘되는 작용(action) 그 자체이다. 그 과정 전체, 시작점, 끝점, 
어떤 것도 별도의 인과력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이상이 인과력이라는 개념이 본래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인과에 관한 
고대적인 그림의 개요이다. 철학적 이론으로서는 근대인들에게 흄적인 그
림보다 상대적으로 더 낯선 것일 수는 있지만, 나는 이것이 인과 관계에 
대한 일상적 이해를 포착하는 것으로서는 더욱 친숙한 그림이라고 생각한
다. 여기서 중요한 물음은 인과에 관한 이런 대안적인 그림이 흄적인 그림
과 정확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이다. 이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양자가 전반적으로 대립적인 그림이기는 하지만, 일단 ‘흄적인 그림’이나 
‘대안적인 그림’ 자체가 여러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 혹은 요소들을 포괄
적으로 아우르는 느슨한 용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대안적 그림의 어떤 요소는 흄적인 그림의 어떤 요소와 조화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요소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대, 
자연 법칙의 근본적인 조건부적 성격을 인정한 이상, 흄적인 그림에서 인
과에 관한 일반주의적인 요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거기
서 그 요소를 중시하지 않는 흄적인 이론가라면, 한편으로는 인과적 작인
을 중심에 놓는 대안적인 그림이 인과에 관한 일상적 이해를 잘 서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진정한 철학적 설명의 
수준에서는 다시 사건 중심의 이론적 틀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도 있다. 인과력이라는 개념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도 흄적인 그림을 받아
들이는 철학자들이 그렇게 하듯이 말이다. 설령 그것이 일관되고 안정적인 

23) 인과 관계를 지속적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산출적 견해를 취하는 
고대적 그림에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결합되는 특징적인 요소들 중 하나
이다.

24) 이 점은 특히 Charlton(2014: 151-152)이 가장 탁월하게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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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인지는 더욱 검토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하다.
  따라서 인과에 대한 궁극적인 이해의 틀로서 어떤 이론적 입장을 취해
야 할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그 논
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는 없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하
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연 법칙의 본질적인 조건부적 성격과 더불어 그것
에 관한 진술을 참이게 만드는 인과력 개념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인과에 
관한 흄적인 이해를 받아들일 주요 동기가 사라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인과에 관한 근대적인 그림은 바로 그러한 인과력 같은 일련
의 개념들을 불신하는 데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계에 근본적으로 
성향적인 인과력이 존재하여, 그것에 대한 특정한 진술이 곧 자연 법칙이
며, 인과 관계 역시 인과력들 사이의 관계로 볼 수 있다면, 인과에 관한 
고대적인 그림을 채택하는 편이 자연스러우며, 이를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
서 환원, 대체하는 식의 인과에 관한 설명이 어째서 필요한지 의문스럽게 
된다. 그렇다면 인과력의 소유자로서의 인과적 작인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
적 그림이 인과에 관한 근본적이고 환원 불가능한 이론적 틀이라고 보는 
견해가 보다 그럴듯하게 여겨진다. 특히 그것은 인간 행위자가 가진 능력
으로서의 덕이 인과적 설명에서 하는 역할을 보여주기에는 더욱 적합하며 
직접적이다.25)

 2.3. 진정한 인과적 설명으로서의 도덕적 성격에 의한 행
위 설명

  이것으로 인과에 관한 대안적인 그림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았으니, 다시 

25) 대표적인 행위자 인과 이론가인 Jacobs&O’Connor(2013)가 두 가지 이론을 제시
하면서도 실체 인과 이론에 좀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내가 보기에 이는 근래 O’Connor의 입장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럼으로써 그는 Lowe(2013)에 매우 가까운 입장을 취하게 된다. 다른 맥락에서, 
Whittle(2016)은 실체 인과 이론이 인과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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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원래 관심사로 되돌아가보자. 스터젼의 답변에 대해 제기될 수 있
는 첫째 문제는 도덕적 설명이 자연 과학적 설명과는 중요한 점에서 매우 
달라 보이며, 그래서 인과적 설명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차
이는 각각의 설명들에서 언급되는 법칙이 근본적으로 조건부적 성격을 가
지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로 요약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연적 원리에 의한 현상의 설명이 대부분 자연 법칙에 의한 설
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까지의 논의에서처럼 자연 법칙이 근본적인 
조건부적 성격을 가지는 이유가 그것이 특정한 인과력만을 추상하여 언급
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면, 자연적 원리에 의한 현상 설명과 성격 유
형에 의한 행위 설명 사이를 차별화시켜준다던 요소가 사라지게 된다. “자
비로운 사람은 거지에게 돈을 준다”와 같은 설명적 진술들도 조건부적으
로는 참이기 때문이다. 자비로운 사람이 언제나 거지에게 돈을 준다는 것
은 거짓이겠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 돈을 준다는 것은 틀림없이 참일 것이
다.
  성격에 의한 행위 설명 같은 진술들이 조건부적으로 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것은 보다 일반적으로 성향(disposition)이나 능력에 
의한 설명이 가진 특성이다. 성향에 의한 설명은 흔히 어떤 성향과 그것이 
발휘되는 특정 방식을 언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우리의 예를 통해 보자
면, ‘자비로움’은 특정 성향을 언급하는 표현이고, ‘거지에게 돈을 준다’는 
그 성향이 발휘되는 특정 방식을 언급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성향에 
의한 설명적 진술들이 조건부적 참이라는 것은 결국 성향이 특정한 방식
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덕적 성격, 즉 덕/악덕도 성향의 일종으로 취급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상당수의 철학자들은 ‘성향’이라는 말을 들으
면, 단순하게 하나의 발휘 방식에 의해 개별화되는 어떤 것을 먼저 떠올리
는 경향이 있다. 소금이 가진 물에 녹는 성향이나 유리가 가진 충격에 잘 
깨지는 성향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런 것들도 물론 성향이기는 하지만, 우
리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도덕적 성격이 이런 부류의 성향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꼭 도덕적 성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손쉽게 떠올리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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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성향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휘되는 것이 보통이다.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 같은 것을 생각해 보자.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기회가 
될 때마다 항상 많은 음식을 먹으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잘못이다. 어떤 시
점에서 그는 나중에 보다 많은 음식을 먹기 위해 지금 시점에서는 얼마든
지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먹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 즉, 
먹는 것을 좋아하는 그의 성향은 이 순간만큼은 오히려 기대와는 정반대
로 음식을 먹지 않는 방식으로 발휘되는 것이다. 이는 한 성향이 그가 가
진 다른 성향(이 경우 미래의 만족을 더욱 높이 평가하는 성향이라고 하
자)을 포함하여, 그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발휘될 수
도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덕은 인간사의 포괄적인 영역에 관여한
다고 여겨지므로, 훨씬 더 많은 발휘 방식을 가질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성향’이라는 말을 들을 때 단순한 성향이 아니라 덕과 같은 복잡한 성
향을 떠올리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는 데에 결정
적 도움이 된다. 그런 점에서 ‘성향’보다는 ‘역량(capacity)’이나 ‘능력/힘
(power)’ 같은 용어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이다. 앞
서 이야기했듯이, 자연 법칙이 갖는 조건부적 성격은 그것을 자연에 존재
하는 특정한 능력에 대한 진술로 해석할 때 가장 잘 이해된다. 예컨대, 앞
서 언급한 만유인력의 법칙은 (고전 역학의 틀 안에서는) 물체가 가진 다
른 물체를 끌어당기는 능력에 대한 진술이며, ‘질량’은 바로 그런 능력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여기서 끌어당긴다는 것은 질량이라는 능력이 발휘되
는 표준적인 방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전자의 경우처럼 질량이 매우 작을 때에는 전하량이라는 다른 성향에 의
해 압도되어 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고, 더욱 흥미롭게는 천체의 운동에서
처럼 특정 조건과 더불어 물체가 가진 관성이라는 다른 성향과 함께 발휘
되면 지속적인 타원형 궤도 운동을 만들어내는 특이한 방식으로도 발휘될 
수도 있다. 이는 자비로움 같은 능력이 단지 거지에게 돈을 주는 행위로 
발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갖 다양한 행위들로 발휘될 수도, 경우에 
따라 아예 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과 정확히 평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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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 상자 속의 특정한 자취의 발생 또한 위와 같은 식으로 입자가 가
진 전기적 능력이 다른 성향들과 더불어 특정한 조건 하에서 발휘되는 것
으로 설명될 것이고, 히틀러의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식의 설명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자연적 원리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기 쉬운 
자연 법칙이 결국에는 인과력에 관한 진술이라면, 이는 역으로 도덕적 성
격 유형에 관한 설명에서 굳이 엄격한 도덕적 원리 같은 것을 어떻게든 
찾아낼 필요성이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덕 윤리학자들이 대부분 
공유하는, 도덕적 행위에 관한 특수주의적 입장에도 부합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문제삼아왔던 두 종류의 현상이 실은 모두 능력에 의한 설
명이라면, 자연적 설명과 도덕적 설명 사이에 메울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유지하기 위한 동력 또한 매우 약해지게 된다. 도덕적 성격 또한 
자연적 존재자들 가운데 하나인 인간 행위자가 가지는 여러 능력들 중 하
나일 뿐이며, 그것이 현상에 대한 설명에 기여하는 방식 또한 다른 “자연
적” 능력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다르게 취
급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럴 이유가 없다면, 도덕적 능력은 자연 속
에 존재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도덕적 사실은 객관적으로 존재
한다. 다만 그 사실이 다른 “자연적” 사실들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환원적 자연주의라는 것이다.
  덕이 인간이 가진 능력의 일종이라는 생각은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져온 
생각이다. 다만 그것은 자연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습관 등을 통해 형
성된 능력이며, 좁은 적용 분야를 가지는 전문적인 기술과는 달리 인간사
의 넓은 영역에 관계되는 능력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Zagzebski 1996: 
102ff). 그렇지만 그런 특징이 덕을 힘, 즉 인과력으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덕을 힘의 일종으로 간주해왔던 철학적 전통은 그것
을 너무 자명하게 받아들인 나머지, 그러한 생각이 어떤 보다 넓은 이론적 
파장을 갖는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덕은 
오직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능력이기는 하
다.26) 하지만 인간 행위자(agent) 역시 그 말 그대로 인과적 작인의 일종

26) 덕이 다른 자연적 존재자들도 가질 수 있는 능력들과 차별화되는 몇 가지 흥미로
운 특징들이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그것들 중 대표적인 한 가지는 평생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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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런 생각은 자연주의적 기조와 보조를 맞추어 간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 제기될 법한 몇 가지 예상 가능한 반론들이 있다. 
그것들은 서로 완전히 개별적인 반론들이라기보다는 이 논문에서 가장 근
본적인 철학적 구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서로 연결된 일련의 반응들이라
고 보아야 한다. 일례로, 흄적인 그림을 수용하는 쪽에서는 여기서 원초적
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성향적, 인과적 속성이 정언적, 비인과적 속성
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27)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
면, 반드시 그래야 할 이유는 없다. 경험론이라는 이론적 배경 하에서 생
각을 하더라도, 양자는 애초에 무엇이 경험 가능한 사태인지에 대해서부터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흄적인 이론가에게는 ‘저 개가 짖었다’로 기술되는 
것이 그저 관찰 가능한 한 사건에 불과하겠지만, 앤스콤을 따르는 입장에
서는 그것이 이미 불가피하게 인과적인 개념(<짖다>)을 사용하고 있는 진
술인 셈이다. 이는 흄이 경험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인과, 힘 등을 일상적
으로 계속 접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보자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이와 같은 식으로 
답을 하는 것은 사실상 다수의 근대인들이 막연한 형태로라도 가지고 있
는 어떤 자연관을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도덕적 사실이 자
연에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보다 심층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간이 가진 도덕적 성격이 질량이나 전하량 같은 속성들과 함께 자
연에 존재하는 성향으로 묶이기 위해서는 양자 사이를 메울 수 없게 갈라
놓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가진 능력, 특
히 도덕적 성격은 자발적 혹은 능동적으로 발휘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는 인간이 가진 자유 의지, 자기 원인성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 성향이 갖는 이런 능동성이 바로 도덕적 

안 단 한 번도 발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어떤 덕을 가지고 있다고는 
우리가 말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반면에 다른 능력은 그것을 가진 어떤 개체가 
소멸할 때까지 발휘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27) 이는 명백히 2차 성질이 1차 성질에 비해 파생적, 비실재적이라는 로크식의 주장
을 답습하고 있다(Ellis 2001: ch.3, 128). 2차 성질의 핵심적 특징은 바로 특정 조
건 하에서만 특정한 방식으로 발휘되어 우리에게 인식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성향적 속성이 정언적 속성이 환원되지는 않더라도, 실제 인과적 설명에서는 역할
을 가지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종국에는 같은 식의 답변이 주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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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다른 “자연적” 능력들과 함께 묶을 수 없게 하는 근본적인 차이점
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28)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 이외의 자연적 존재자들이 갖는 능력에도 일정 부분 능동성을 부여
함으로써 그 차이점을 완화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이 나의 생
각이다.
  이 제안이 인간 이외의 자연적 존재자들 또한 자유 의지를 갖는다는 뜻
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명확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보다
는 훨씬 약한 것이다. 이제 여기서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인간 능력의 발휘
가 인과력의 행사이듯이, 인간 이외의 다른 자연적 존재자들이 가진 능력
의 발휘 또한 동일하게 인과력의 행사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가 자연 세
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자연의 모습이 세부적으로 어떤 것일지
는 열려 있는 문제이다.29) 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의 가장 흥미로운 
작업들 중 하나는 몰나르(George Molnar)가 주장한 자연적 능력들의 “방
향지어짐(directedness)” 혹은 “물리적 지향성”이라는 개념일 것이다
(Molnar 2003). 그는 비-정신적 능력이 그것의 발현을 지향하며, ‘지향성’
이라고 할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떠올리는 정신적 지향성의 주요 특징들
을 물리적 지향성 또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30) 이런 주장이 옳
다면, 우리는 정신적 능력과 “자연적” 능력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통념을 허무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서 
내가 이런 상당히 파격적으로 들리는 주장을 꼭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다만 그런 입장들 또한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진지한 이론적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28) 큰 틀에서는 이 논문과 같은 노선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자 인과 이론가들 사
이에서도 인간의 의지라는 능력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 것인지는 논란거리이다. 의
지가 어떤 능력인지에 관하여, Jacobs&O’Connor(2013)와 Lowe(2013)의 입장 차
이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의지나 자발성이 인간에게 있는 별도의 독립
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인간 행위자의 여러 인과적 능력들이 발휘되는 고유한 방식
이라는 견해를 선호한다.

29) 인과력을 가진다는 것과 살아 있다는 것, 그리고 실체 같은 개념들이 서로 너무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은 대안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모종의 유기체론적 자연관으로 안착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30) (Molnar 2003) 3장, 그리고 편집자인 Mumford의 서문, 특히 p.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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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지하는 입장에 도움이 되는 다른 긍정적인 작업들을 검토할 수
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종류의 자연관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자연적 원리라고 할 때, 특정 종류
의 대상들이 가진 능력 대신 엄격한 필연성을 가진 자연 법칙을 먼저 떠
올리게 된 것은 17세기 기계론적 철학의 유산이다. “무감각하고 불활성인 
자연을 지배하는 일반적 법칙, 모든 물체들을 지배하는 수학적으로 정식화 
가능한 규칙성이 있다는 생각은 17세기 기계론적 철학의 명백하게 새로운 
특징이었다. 우주 전체에 한 종류의 물질이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그 물질
을 지배하는 일련의 법칙이 있다는 생각이 왔다”(Garber 2006: 44-45). 
현재 옛 시절의 기계론적 철학을 고수하는 철학자는 없겠지만, 그것의 상
당 부분은 영국 경험론의 전통을 통해 현재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으며, 지금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요소들이다. 
자연 법칙이나 인과력, 인과 관계에 대한 이해를 재검토한다면, 그것들이 
속해 있는 자연관에 대한 재검토 또한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4. 부수현상론과 비환원적 물리주의의 문제

  이렇게 인과에 관한 흄적인 그림과 그것을 한 요소로 삼고 있는 자연관
을 거부하고 대안적인 자연관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제기되는 
반론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일반화된 정신 인과 문제라고 할 만한 것으로, 
스터젼의 답변에 대한 두 번째 문제 제기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다. 그것은 어떻게 도덕적 속성이 그저 부수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로 인과력을 갖는 속성으로서 설명력을 갖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에 가장 “기초적인” 자연적 속성들 이
외의 속성들이 실재한다고 주장하고자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문제는 
스터젼 자신이 해결하고자 가장 고심했던 문제이기도 한데, 일단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어쨌든 도덕적 성격에 의한 행위 설명이 과학적 원리에 의한 설명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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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될 수 있는 진정한 설명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 보자. 그런데 어떤 
행위의 발생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면 완전히 다른 유형의 설명을 동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가장 흔한 예로, 몇몇 학자들은 도덕적 행위를 완전히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때의 진화론은 물론 
목적론적이거나 규범적인 요소를 철저히 배제한 이론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논의해온 도덕적 성격에 의한 행위 설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그에 대응하는 진화론적 설명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꼭 진화론
적 설명일 필요도 없다. 신경 생리학적 설명일 수도, 심지어 물리학적인 
설명일 수도 있다. 그것은 자연 과학의 기초 수준을 어디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는 도덕적 성격에 의한 행위 설명을 포함하는 이론, 즉 상식적 덕 이
론이 자연 과학으로 환원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
는 점이 중요하다. ‘히틀러는 왜 그런 일들을 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모종의 자연 과학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주제를 바꾸는 것처럼 이상하
게 느껴지더라도, 어쨌든 동일한 행위에 대해 성격에 의한 설명과 자연 과
학적 설명이 언제나 원칙적으로는 모두 주어질 수 있다고만 한다면 문제
는 성립한다. 현재의 자연 과학으로는 힘들겠지만, 미래의 이상적인 자연 
과학까지 고려한다면 말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듯 
보인다.
  비환원적 실재론, 그 중에서도 비환원적 자연주의는 도덕적 사실이 객관
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자연적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객
관적인 자연적 사실에 대한 설명은 궁극적으로 자연 과학에 의해 모두 주
어질 수 있을 것으로 흔히 여겨진다. 그렇다면 성격에 의한 행위 설명이 
하는 정확한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행위에 대한 설명에서 근본적으로
는 불필요하지만, 단지 우리의 관심사를 반영한 이해하기에 좋은 설명일 
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성격에 의한 행위 설명이 잉여적, 
부수현상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31) 누군가는 이런 노선에 안착할 

31) 이런 입장은 도덕적 부수현상론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스터젼이 도덕적 부수현
상론의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Sturgeon 1986: 75). 보다 정확히
는, 도덕적 부수현상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피함으로써 도달하게 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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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도덕적 사실이 설명적 역할을 가진다는 점에
서 실재적이라는 생각도 함께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 또한 
생겨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현상의 발생에 대한 진정한 설명적 역할
은 자연 과학적 설명이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과 환원적 
자연주의 사이의 차이점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
  반대로 성격에 의한 행위 설명이 진정한 설명이라면, 우리는 하나의 현
상에 대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설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인데, 문
제는 그 두 종류의 설명 사이의 정확한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같
은 수준에서 서로 경합하는 두 종류의 설명이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현
상이 과잉 결정되어 있다는 뜻인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등
등의 추가적인 물음들도 제기될 것이다.
  이는 성격에 의한 행위 설명이 같은 현상에 대한 자연 과학적 설명과 
비교할 때, “최선의” 설명이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피해갈 수 있는 문
제가 아니라는 점도 덧붙이고 싶다. 최선의 설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
시적으로 말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인간적 관심사 등의 요소
도 고려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 성격에 의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에 부응하
는 최선의 설명이라는 점은 별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우리에게 최
선의 설명은 아닐지라도 동일한 현상에 대한 설명이, 관점에 따라서는 오
히려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종류의 설명이 항상 원칙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점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익숙하게 들리는 이 문제는 심리 철학에서의 정신 인과 문제, 특히 비환
원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형태의 문제와 거의 동일하다. 애초에 정신 인과 
문제 자체가 단지 심신 관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자연의 질서에 관
한 문제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코넬 실재론을 비
롯하여 비환원주의 중에서도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취하는 논자들에게는 
부수현상론의 문제, 나아가 일반화된 정신 인과 문제가 물리 영역의 인과
적 폐쇄성이라는 논제를 통해 더욱 날카롭게 제기된다. 그것은 (흔히 사건

환원적 자연주의라는 입장이 지불해야 하는 이론적 대가가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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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이해되는) 모든 물리적 결과들이 만약 원인을 갖는다면, 충분한 물
리적 원인을 갖는다는 논제이다. 그렇다면 정신적 원인을 비롯한 다른 비
물리적 원인들은 물리적 결과를 일으키는 데에 불필요하므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비물리적 원인들의 결과는 체계적으로 과
잉 결정되어 있게 될 텐데,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이다. 비환원
적 “물리주의”를 지지하는 이상, 물리 영역의 인과적 폐쇄성이라는 논제는 
포기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일반화된 정신 인과 문제에 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자
면, 비물리적 속성이 한편으로는 물리적 속성과 구별되는 인과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과잉결정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이다.32)

  나는 비환원적 물리주의가 부수현상론의 문제 내지는 일반화된 정신 인
과 문제에 대해 과연 만족스러운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지, 또, 그럴 수 있
는지 의문이지만, 지금 강조하고 싶은 요점은 결이 다른 것이다. 이제까지 
전개된 우리 논의의 흐름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비환원적 물리주의에게 
허락되기 어려운 선택지, 즉 물리 영역의 인과적 폐쇄성이라는 논제를 설
득력 있게 거부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논제는 자연 과학적 설명에 대해 우리가 이번 장
에서 비판했던 그림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상의 문제 제기는 동일한 행위의 발생에 대해 두 종류의 설명, 즉 도
덕적 성격에 의한 설명과 자연 과학적 설명, 특히 물리학적 설명이 언제나 
동시에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논의
에 따르자면, 그런 식의 발상 자체가 애초에 의문시되어야 한다.33) 그것은 
자연 과학적 설명이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주어질 수 있다
는, 다시 말해 완전히 포괄적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연 법
칙이 무조건적이라는 생각과 서로 거의 뗄 수 없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32) 필자의 2016년 논문들, 특히 (2016b: 143) 참조.
33) 필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굳이 따지자면, 정신 인과 문제에 대한 두 피설명항 전

략(dual explanandum strategy)으로 분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지점
이 기존의 전략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기존의 두 피설명항 전략은 물리주의적 전
제 때문에 이 점을 포기하지 못하며, 따라서 과잉 결정의 위협에 노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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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자연 법칙 또한 조건부적 성격을 갖는다는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모든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연 과학적 설명이 주어질 수 있다는 가정
을 받아들이기 위한 주요 동기가 사라지게 된다. 이는 자연 법칙들을 적용
하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적용될 만한 적절한 상황이 갖추
어져 있어야 한다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다. 정밀성을 요구하는 과학일수
록 그 조건은 더욱 엄격하며, 그만큼 우리가 현실에서 흔히 마주치는 잡다
한 상황들과는 멀어진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34)

  설령 자연 과학적 설명이 주어질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두 종류의 
설명이 서로 동일한 수준에서 서로 경쟁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 자연 법칙
은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능력들 중 하나 또는 몇 가지만을 추상하
고 이상화하여 기술한다. 그처럼 불가피하게 추상성과 이상성을 가지고 있
는 자연 법칙들을 현실의 현상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피설명항인 
현상 자체에 대한 해석에서도 일정 정도의 추상화, 이상화 과정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자연 과학적 설명은 성격에 의한 행위 설명보다는 
높은 추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
연 과학적 설명의 추상성을 확인하는 간단한 반성이 한 가지 있다. 도덕적 
성격에 의한 행위 설명이 주어진 어떤 사례에 대해 운 좋게도 모종의 자
연 과학적 설명 또한 주어질 수 있다고 해 보자. 그런데 자연 과학적 설명
이 주어지기 위해 피설명항이 행위인지 아니면 일련의 움직임 내지는 사
건인지가 과연 중요할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행위라고 분류하는 것은 암
묵적으로 그것을 발생시킨 원천인 인간 고유의 능력을 참조하는 것인데, 
이는 애초에 자연 과학적 설명의 수준에서는 주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포
착할 수가 없는 개념 구분이다. 적어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비환원주의
를 포기하지 않는 한에서는 그러하다. 자연 과학적 설명은 그 구분을 추상
하면서부터 시작한다.

34) “뉴턴 천문학의 고도의 성공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적인 재앙이었다. 그것은 우리
가 여전히 고통 받는 경향이 있는 하나의 가상을 만들어냈다. 이 가상은 뉴턴 역학
이 태양계에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었다는 상황에 의해 창조되었다”(Anscombe 
1971/1993). 모델은 자연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예외적인 상황이
라고 할 수 있다. 고전 역학은 운 좋게도 그 예외적인 상황을 가까운 현실에서 발
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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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주의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물리 영역의 인과적 폐쇄성이
라는 논제를 애초에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대한 단순화
시켜 말하자면, 그것을 가정해야만 현재 물리학의 성공을 잘 설명할 수 있
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소개한 이론적 자원들은 물리학의 성공에 
대한 더 나은 대안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물리학으로 대표되는 자연 
과학의 성공은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영역 자체가 인과적으로 폐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온갖 다양하고 이질적인 인과력들이 작동하고 있는 
개방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특정한 종류의 인과력에 
대한 추상화, 이상화를 통해 마치 폐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특수한 현
실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그리
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한에서만 과학적 설명이 주어질 수 있다. 
  비환원적 물리주의는 다른 비환원주의들이 그렇듯, 물리학적 설명으로 
환원되지 않는 수준의 인과적 설명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유지하고 싶어하
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전히 물리주의를 고수하는 주된 
이유가 물리 영역의 인과적 폐쇄성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 그 생각
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비록 그럼으로써 더 이상 물리주의는 아니게 되겠
지만, 그러한 입장을 취하게 한, 기저의 진정한 원동력이 자연주의적 세계
관이었다면, 무언가를 잃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 설명을 비롯하여, 비환원
주의가 염두에 두고 있는 다양한 설명들은 여전히 인과적 설명들이며, 거
기서 언급되는 속성들이 인과적 효력을 갖는 속성들이라는 점에서 자연주
의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35)

35) 부수현상론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하
는 문제로 도덕적 수반 문제가 있다. 통상적인 이해에 따르면, 이 문제는 비환원주
의적 도덕 실재론에 대해 제기되는 것으로, 어떻게 그토록 이질적인 상위의 환원 
불가능한 도덕적 속성이 하위의 비도덕적, 자연적 속성에 수반하는지를 설명하는 
문제이다(Väyrynen 2017). 나는 도덕적 수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것 자
체가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며, 추후의 작업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
을 내놓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우리 논의의 흐름상 비환원주의가 물리주의에 대
한 최소한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반드시 수반을 받아들이면
서 시작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는 점만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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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중간 결론

  하만의 도전에 대한 스터젼의 답변을 보완하면서 내가 제시한 해결 방
안은 결국 자연에 대해 흔히 가지기 쉬운, 그렇지만 그만큼 문제적인 한 
이해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도덕적 성격 유형
에 의한 행위 설명이 하만의 도전에 대해 응답하는 열쇠라는 사실을 알았
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들이 그 과정에서 결코 제시할 수 없었던 답변이
다. 그들은 여전히 자연 과학적 설명이나 인과 등의 핵심 개념들에 대해, 
큰 틀에서 흄적인 전통에서 비롯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근본
적으로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36) 따라서 그들에게 
도덕적 성격에 의한 행위 설명은 환원 불가능한 개별 과학적 설명들 가운
데 하나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며, 그럼으로써 심리 철학에서 비환원적 물
리주의가 겪는 것과 거의 동일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나는 그렇게 반
복되는 문제들이 가장 근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쇄신하지 않는 한, 
만족스럽게 해결되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비환원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연에 대한 이해를 바꾸는 것이 내가 지지
하는 입장이 지불해야 하는 이론적 대가라면,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의 비
용인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당연히 이는 정확히 계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일단 이 비용을 무겁게 책정하려는 반대 논변들이 있을 것이다. 일단 인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서 몇 가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
지 반론들을 다루기는 했지만,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쇄신하기 위해
서는 본격적인 형이상학적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그런 작업은 이 논
문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를 한참 벗어난다는 점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
로 생각하자면, 그 논변들은 비록 최신 형태로 제시되었을지라도 실제로는 
매우 오래된 연원을 가지는 것들이며, 그만큼 잘 알려져 있고, 따라서 그

36) Boyd는 인과 관계를 비인과적인 것으로 환원하려는 흄에게 반대하고 있다(1988: 
193-194). 심지어 그는 ‘인과력(causal power)’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으나, 그
것이 아무런 문제 없이 통용되었던 배경인 특정한 자연관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못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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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재반론들 또한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이미 확인했듯이, 양쪽이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조차 완전히 다른 그림
을 그리고 있다면, 몇 가지 간단한 철학적 논변에 의해 한 쪽이 다른 쪽에 
대한 우위를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내가 보기
에 이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형이상학적 연구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이론 
선택을 하는 문제이며, 어느 쪽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다양한 경험과 이해
를 보다 통합적으로 잘 조직화시켜주는가를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다. 다만 
여기에 내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어떤 형이상학적 연구 프로그램의 설득
력을 평가하는 데에, 메타윤리학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 가능성도 함께 고
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자연에 대한 이해를 쇄신하자고 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되는 
것은 세부적인 논변이라기보다는 “불신의 시선”일 것이다. 반대자들을 포
함하여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내가 지지하는 자연관이 다소 전근대적인 
것으로 근대 이후에는 유지하기 힘든 것이 아닌가 하고, 무의식적으로라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기계론적 자연관 내지는 그에 준하
는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것과 근대 과학의 진보 사이에 뗄 수 없는 관계
가 있다고 여기는 생각과도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현재 그처럼 단순한 진
보적 관점은 더 이상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
다. 적어도 그것은 최근의 역사 연구자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견해는 확실
히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근대 과학의 출현 이후에도 내가 지지하는 
것과 가까운 견해를 포함하여, 다양한 부류의 자연관들이 공존했으며, 그 
중 기계론적 자연관이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그것 자체가 가지는 이
론적 정당성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외부적인 정치적, 사회적 요인들이 더
욱 크게 작용했다는 식의 설명이 현재 더욱 유력한 설명 방식일 것이
다.37) 그런 요인들 중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예로 들자면, 근대 초기에 

37) 큰 틀에서 보자면, 프랜시스 예이츠(Frances Yates)의 예이츠 테제가 긍정적으로
든 부정적으로든 촉발한, 이른바 “르네상스 자연주의”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런 
경향을 보여준다(Yates 1964). Lindberg&Westman(1990)이 편집한 논문집에 실
린 논문들, 특히 Copenhaver의 작업과 Eamon의 작업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
다. 위에서 인용한 Garber(2006)도 그러한 연구 동향을 반영하고 있는 작업이다. 
현대 영미 철학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Bilgrami(2010)가 관련된 역사학적 논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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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론적 자연관이 세력을 넓히게 된 과정에 대한 이해는 그것이 당시 기
독교적 세계관을 공고히 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는 의외의 사실을 고려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이란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 즉 신적인 것 사이에 엄격한 구별을 두는 생각을 말한다.
  예나 지금이나, 기계론적 철학은 이론적 가치의 측면에서만 놓고 보자
면, 결코 자명하게 선호될 만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당시 기계론적 자연
관의 경쟁 상대들 중 하나였던 “르네상스 자연주의”는 고중세의 아리스토
텔레스주의와 유사하게 자연에 일정 부분 활동성을 부여하는 이념이었으
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순전히 이론적 특성만 놓고 보면 공식적인 중세 
기독교 철학에 훨씬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기독교적 철학자들에게 활동성이란 오직 신만이 가
지고 있는 성질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는 단지 이념적, 철학적 
대립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사상과 연계된 실질적인 정치적 파벌들 간의 대
립이기도 했다. 셰이핀(Steven Shapin)이 지적한 바 있듯이, 17세기 프랑
스에서 기계론적 자연관의 위상은 마랭 메르센(Marin Mersenne) 신부와 
데카르트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영국에서는 잉글랜드 내
전 시기에 보일이 물질에 활동성을 부여하는 위험하고 “통속적인 개념
(vulgar notion)”에 대해 보인 반응에 주목해야 한다(Shapin 1996: 
43-44, 151-152). 물론 이런 사실이 어떤 철학적 견해가 가지는 설득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적어도 그것을 심각하
게 고려해 보지도 않고 기각하려는 태도에는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론적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고 싶게 만드는 요인들에 대해 생각
해 보자. 일단 비환원적 자연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기만 한다면, 앞서 소개
했던 다른 도덕 실재론적 입장들에 비해 훨씬 나은 처지에 있다. 그것은 
도덕적 사실의 환원 불가능성이라는 직관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도, 자연
주의 일반이 가지는 장점들을 그대로 가져간다. 즉, 도덕적 현상의 발생과 
인식 모두에 대해 깔끔하게 인과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언급하고 있다. 나는 근래 영미 철학계에서 흔히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로 묶이는 
견해들이 점차 세력을 얻어가는 것이 이런 역사학적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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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상식에 부합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지지하는 입장에 대해, 내 스스로가 진정한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것이 기존의 덕 윤리학자들의 작업에서 다소 미흡했던 메타윤리
학적 견해를 보완한다는 점이다. 덕 윤리학에서 선구적인 업적을 남긴 연
구자들은 비록 코넬 실재론자들처럼 하만의 도전에 직접 맞서지는 않았지
만, 메타윤리학의 문제들에 결코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자연주의적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드러냈다. 대표적으로 
필리파 풋(Philippa Foot)의 저작은 제목부터 “자연적 좋음(Natural 
Goodness)”이다. 그런데 자연주의를 표방한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가, 이다. 그녀가 제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아리
스토텔레스적인 생각으로, 자연에 존재하는 좋음은 살아 있는 개체가 속하
는 종의 번영을 가능하게 만드는 속성들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잘 휘
어지는 성질은 갈대가 갈대로서 잘 살아가는 데에 기여하는 속성이라는 
점에서 그것의 덕목이다. 그런데 용기, 정의 같은 인간의 덕도 인간에게 
고유하다는 점에서 특별한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자연적 존재자들이 가진 
덕과 마찬가지로 인간 종의 번영에 기여하며, 그런 점에서 자연에 존재하
는 가치라는 것이 그녀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다(Foot 2001: 35-36, 51
).38) 
  이는 매우 중요한 생각이며, 나 역시 동의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문
제는 자연적 존재자들의 덕으로서 거론되는, 잘 휘는 성질 같은 속성들이 
성향적 속성이기 때문에 위에서 논의한 문제들이 그대로 제기될 수 있다
는 점이다. 또, 블룸필드(Paul Bloomfield)처럼 덕이 의학에서의 <건강함>
에 비견될 수 있는, 자연적 개체가 가지는 관찰 불가능하지만 기능적인 속
성으로서 설명적 역할을 가진다고 주장하더라도, 왜 그런 방식의 설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자연적 법칙에 의한 설명과 달라 보이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동일한 문제들이 제기될 것이다(Bloomfield 2004).
  현대 영미 철학에서 덕 윤리학의 가장 중요자인 선구자들 중 한 사람이
며, 인과에 관한 대안적인 그림을 제시함으로써 이 논문의 입장을 예고한 

38) Hursthouse(2000) 같은 철학자들의 생각도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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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콤조차도 여기서 논한 문제들에 대한 좋은 답을 주지는 못했다
(Anscombe 1958, 1971/1993). 한 해석에 따르면, 그녀가 성향에 의한 
설명이 인과적 설명이라는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Hyman 2015: 113-114, 132).39)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자연과 자연 탐구 방식에 우리의 이해를 쇄신하
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거듭 확인될 뿐이다. 드문 예외로, 맥
도웰(John McDowell)은 환원 불가능하게 고유한 인간 이성의 활동 공간
을 포함할 수 있도록 자연의 개념을 확장하자는, “자연화된 플라톤주의”를 
주장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충분히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
하고 있지는 않다. 그 주된 이유는, 추측컨대, 그가 인간을 제외한 자연에 
대해서만큼은 앞서 비판한 통념(법칙의 지배를 받는 영역으로서의 자연관)
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McDowell 1994: 109-110).
  잘 알려져 있듯이, 덕 윤리학은 일반적으로 옳은 행위, 도덕적 행위보다
는 유덕한 행위자 내지는 그런 행위자를 유덕하게 만들어주는 속성인 덕
의 개념을 우선시한 뒤, 그로부터 도덕적 행위를 파생적으로 설명한다. 간
단히 말해, 도덕적 행위는 유덕한 행위자가 가진 덕이 특정 상황 속에서 
발휘된 행위라는 식으로 말이다. 대부분의 덕 윤리학자들은 이런 식의 설
명이 이론 철학적 관점에서 정확히 어떤 종류의 설명인지에 대해 진지하

39) 이는 믿음과 욕구에 의한 심리적 설명의 본성이 무엇인가에 관해 논의하는 맥락
에서 나온 것이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앤스콤은 의도적 행위에 대한 믿음과 욕구
에 의한 설명, 혹은 이유에 의한 설명이 인과적 설명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의 대표
로도 거론된다(Anscombe 1957/2000: 16-17). 일반적인 해석에 따르면, 그녀가 
믿음과 욕구에 의한 행위 설명을 목적론적 설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인데, 여기서 최
대 의문은 인과에 대한 흄적인 그림을 거부하고 있는 앤스콤이 어째서 믿음과 욕
구에 의한 행위 설명이 목적론적인 설명이라고 해서 인과적 설명이 아니라고 해야 
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한 설명이 목적론적 설명일 뿐, 인과적 설명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양자가 동일한 것일 수 없다고 하는, 암묵적 그림을 이
미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믿음과 욕구가 인간이 가진 인과적 능력들
로 이해될 수 있는 한에서, 우리가 이번 장에서 보았듯이, 믿음과 욕구에 의한 설
명 또한 인과적 설명일 수 있다. 그것이 비록 반대 진영의 데이빗슨 같은 흄주의자
들이 생각한 인과적 설명과는 매우 다르겠지만 말이다. 이에 대해, 양쪽 모두 성향
의 의한 설명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하이만의 진단이 타당하다고 생각
한다. 깊게 들어가면, 이것이 앤스콤의 입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아닐 수도 있겠
지만, 적어도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한 해석상의 모습에 대한 지적으로서는 유
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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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논의에 따른다면, 그
것이야말로 인과적 설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40)

40) 윤리학에 속하는 작업은 아니지만, 매우 드문 예외로, Hyman은 이 논문에서 제
시한 것과 매우 유사한 견해를 보여준 바 있다. 그는 물질이 불활성적이라는 견해
에 반대하면서 행위자성(agency)이 인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행위 일반은 인과력
의 발휘라고 보고 있다. 비록 직접적으로 유덕한 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지는 않지
만, 그가 의도(행위를 단순한 움직임과 구별시켜주는 요소)와 구별하고자 하는 핵심 
개념인 의지(volition)가 도덕적 책임과 관련이 있으면서 인과적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논문에서 주장한 견해에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Hyman 2015: 19,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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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덕적 용어는 자연종 용어인가: 도덕적 쌍둥이 
지구 논증에 대한 논박

  메타 윤리학에서 비환원적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이상, 도덕적 쌍둥이 지
구 문제는 반드시 제대로 답해야만 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덕 윤리학에 
친화적인 입장에서 나온 기존의 몇몇 답변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그럴듯한 답변들을 제시하려 한 바 있다. 하지만 도덕적 쌍둥이 지구 문제
의 기저에 있는 근본적인 직관, 즉 현재의 단일한 자연 과학 이론에 비견
될 만한 합의된 도덕 이론은 없다는 바로 그 생각이 재검토되지 않는 한, 
문제의 해결은 미진한 채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나는 이번 
장에서 그러한 생각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할 것이며, 우리가 중요한 측면
에서 합의된 이론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것은 규범 윤리학적 
입장들 중 하나인 덕 윤리학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나는 그것을 ‘덕 이론’
이라고 부를 것이다. 덕 윤리학을 비롯한, 기존의 공리주의나 칸트주의 같
은 규범 윤리학적 입장들과 덕 이론 사이의 관계는 자연 철학과 자연 과
학 이론 사이의 관계와 유사하다. 현재 자연 철학적 입장에 대해 합의된 
견해가 없으면서도 합의된 물리학 이론이나 화학 이론을 갖고 있다고 여
길 수 있는 것처럼, 규범 윤리학적 입장에 대해서도 합의된 견해가 없음에
도 불구하고 합의된 도덕 이론을 갖는 것은 가능하다.

 3.1. 자연종 용어로서의 도덕적 용어 

  호건과 티몬스가 제기한 문제인 도덕적 쌍둥이 지구 논증은 코넬 실재
론의 여러 주장들 중에서, ‘좋음’이나 ‘옳음’ 같은 도덕적 용어들이 익히 
알려진 자연종 용어와 같은 방식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의미론적 부분을 
겨냥하고 있다(Horgan&Timmons 1992). 이는 도덕 실재론 중에서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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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자연주의를 지향하는 코넬 실재론의 입장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보
이드는 자연적 대상과 그 속성에 대한 객관적 지식이 가능한 이유가 그것
의 실재적 본질이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들을 인과적으로 규제하기 때문
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는 자연종 용어의 의미가  그것이 가리키는 본질적 
속성에 의해 인과적으로 주어진다는 크립키-퍼트남 식의 직접 지시 이론, 
의미론적 외재주의와 함께 간다(Boyd 1988: 194-195). 너무도 잘 알려진 
예를 통해 말하자면, ‘물’이라는 자연종 용어의 의미는 그것의 명목적 본
질, 즉 우리에게 현상하는 방식인 <맑고, 투명하고, 마시면 갈증을 해소하
는(…) 액체> 같은 것이 아니라, 실재적 본질인 <H20>라는 것이다.41) 이에 
대한 호건과 티몬스의 문제 제기는 과연 도덕적 용어들에 대한 우리의 직
관도 정말로 그와 같은지 묻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의 논변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이 논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용어들
이 자연종 용어인지, 그렇다면 어째서 그러한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기존의 논의에서 관심을 기울였던 도덕적 용어들이 얇은 평가적 용어들
이며, 덕 윤리학자들이 주로 관심을 기울여온 덕 용어들, 따라서 두꺼운 
평가적 용어들이 아니라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얇은 용어는 두꺼운 평가적 용어들로부터 추상한 파생적인 지위를 
갖는다. 그 추상 과정에서 두꺼운 용어들이 가지는 특징들, 특히 인과적 
지시 이론이 관심을 기울이는 고정 지시성 같은 것들이 모두 보존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이제 관건은 두꺼운 용어가 자연종 용어처럼 취급될 
수 있는지의 여부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두꺼운 
용어는 덕 용어이므로, 덕 용어가 자연종 용어와 같은지 여부가 논의되어
야 할 문제가 될 것이다.

41) 자연종 용어의 의미에 관해 여기서 지지하는 크립키-퍼트남 식의 이론과 대립되
는 것은 의미론적 내재주의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다. 그것은 자연종 용어의 의미
가 그 개념의 내포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일련의 속
성 기술들을 만족시키는 대상이 곧 해당 자연종에 속하는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달
리 말하자면, 그것은 자연종 용어의 의미가 명목적 본질이라고 보는 입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입장에 따르면, ‘물’의 의미는 <맑고, 투명하고, 마시면 갈증을 
해소하는(…) 액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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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 용어가 자연종 용어와 같은지 여부는 윤리학에서 그렇게 많은 관심
을 받은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아는 한, 몇몇 중요한 선행 작업들이 있기
는 하다. 우선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은 덕의 비-상대성과 객관성
을 주장하는 논문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고찰을 수행한 바 있다. 일단 그녀
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익히 알려진 자연종 용어의 정의에 대해 어떤 생각
을 가지고 있었는지 설명한다(Nussbaum 1988: 36-37). ‘천둥’을 예로 들
어보자. 언어 공동체는 구름 속에서 나는 큰 소리라는 경험을 통해 천둥의 
존재를 인지하고, ‘천둥’이라는 용어로 그것을 지시한다. 하지만 <구름 속
에서 나는 큰 소리>는 ‘천둥’의 실재적 정의가 아니라, 명목적 정의에 불
과하다. 그것은 보다 진전된 탐구를 위해 논의할 주제를 정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무엇보다도 명목적 정의는 대상의 현상적 속성에 의해 주어진 것
이므로, 현상을 경험하는 주관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이한 명목적 정의들이 서로 다른 대상들에 관
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대상을 포착하려 하고 있음을 보장한
다. 명목적 정의와 구별되는 ‘천둥’의 실재적 정의는 참인 혹은 최선의 과
학적 설명에 의해 주어진다. 현재 관점에서 보자면, 대략적으로 <대가 중 
방전에 의해 발생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고대 그리스에서
도 그 설명이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를 언급하는 식의 설명은 아니었을 것
이다.
  누스바움은 덕 용어에 관해서도 정확히 같은 식의 이야기가 말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덕의 경우에도 우선 우리에게 현상적으로 주
어지는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의 명목적 정의를 제시하는 단계가 있을 것
이다. ‘용기’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고대인들에게 
용기는 무엇보다도 전쟁에서 무기를 들어 적과 싸울 때 경험할 수 있는 
덕목이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주어지는 명목적 정의를 <적에 맞서 도망
가지 않고 싸우는 능력>이라고 해 보자. 이런 정의가 용기의 실재적 본질
을 포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것은 좋게 보아도 용기의 
일면만을 건드릴 수 있을 뿐이다. 일단 용기는 인간사의 훨씬 더 넓은 영
역에 관계되며, 더욱 중요하게는 그것이 무언가로부터 도망가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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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만 단순하게 발휘되는 것도 아니다. 덕에 대한 명목적 정의는 이처
럼 우리가 그것의 발현을 경험할 수 있는 전형적인 상황과 방식에 의해 
주어지는 경향이 있다.42) 그것은 덕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를 표현하면서 
이후의 탐구 주제를 단일하게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덕 용어에 대한 실재적 정의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천둥’의 
실재적 정의가 최선의 과학 이론에 의해 주어지듯이, ‘용기’를 비롯한 덕 
용어에 대한 실재적 정의는 발전된 윤리학적 이론이 제공할 것으로 기대
된다. 그런데 현상의 배후에 있는 덕의 본질을 포착하기 위한 이론적 탐구
가 착수되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동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덕에 관한 명목적 정의는 
그것이 발휘되는 전형적인 상황에서의 경험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다. 다시 
용기를 예로 들자면, 그것은 적에 맞서 도망가지 않고 싸우도록 하는 능력
으로서 경험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초보적인 정의에 의해 식별된 바로 
그 능력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의외의 방식으로 발휘되는 경험 또한 하
게 된다. 그러한 가장 극적인 사례는 어떤 덕이 그것의 전형적인 발휘 방
식과는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형태로 발휘되는 경우이다. 자신을 위협하
던 불량배와 맞서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의 요구대로 가랑이 사이를 기어
갔던 한신(韓信)의 과하지욕(袴下之辱)의 고사가 그런 경우들 중 하나일 
것이다. 덕이 비전형적인 방식으로 발휘되는 방식을 알아볼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한신이 불량배와 싸우지 않은 것이 진정으
로 용기의 발현이라는 사실을 보았고, 그 경험은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이
런 사례들은 어떤 덕에 관한 우리의 일상적 이해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경

42) 그래서 어떤 덕에 대한 명목적 정의가 언급하는 속성은 그것이 필연적으로 가지
는 속성이 아니다. ‘용기는 적에 맞서 도망치지 않고 싸우는 것이다’라는 진술은 
참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 참이 아니라 ‘전형적인 상황에서’와 같은 어떤 제약 
조건 하에서 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용기가 발휘되는 전형적인 상황이 우리 
세계와 상당히 다른 어떤 가능 세계가 있다면, 거기서 해당 진술은 어쩌면 일반적
인 맥락에서는 거짓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어떤 덕의 본질 자체가 항
상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더라도, 덕이 현상하는 방식들은 그것이 발현되는 상황들
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같은 이야기가 
‘물’과 같은 잘 알려진 자연종 용어에 대해서도 말해질 수 있는데, 예컨대 ‘물은 맑
고 투명하다’와 같은 진술도 우리 세계의 전형적인 상황에서 참인 것으로 이해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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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되며, 우리가 가진 이해를 교정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이렇게 다양한, 
심지어 상반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어떤 덕의 현상 방식들을 통합적
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덕의 실재적 정의를 탐구하게 하는 동기일 것
이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이 그런 그러한 탐구의 결과로 도달한 
최선의 윤리학적 이론이라고 해 보자. 그러면 ‘용기’의 실재적 정의는 대
략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 또 마땅
히 그래야 할 방식과 마땅히 그래야 할 때 견뎌 내고 두려워하는 능
력>(NE 3권 7장 참조)과 같은 식으로 주어질 것이다. 즉, 그것은 두려운 
대상과 적절하게 관계하는 능력으로서 참되게 정의된다. 윤리학적 탐구에 
의해 이런 정의가 주어짐으로써 이전까지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덕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진되었을 것이다.
  덕의 객관성을 주장하는 누스바움의 논의에서 특별히 흥미로운 부분은 
이름 없는 덕에 관한 언급이다(Nussbaum 1988: 35-36). 이는 언어 공동
체별로 덕 용어들의 목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덕이 보편성, 객관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확실히 
한 언어 공동체에서 어떤 덕목은 그것을 부르는 마땅한 이름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작은 규모의 명예와 관련한 영
역에서 명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인 ‘명예욕(philotimia)’과 그 반대인 ‘명
예에 대한 무관심(aphilotimia)’을 대립시키면서, 그것들의 중용에 해당하
는 덕은 이름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NE 4권 4장).43) 왜 어떤 덕들은 이름
이 없을까? 추측컨대, 해당 언어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런 덕목들에 큰 관
심을 기울이지 않아 인지하고 언급할 필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사에서 명예와 관련된 영역은 특정 언어 공동체의 
관심사와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따라서 그 영역에서의 덕 또한 
존재한다. 어떤 것이 우리의 관심사 및 인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우
리의 이해를 규제한다는 것은 흔히 객관성의 가장 중요한 징표로 여겨진
다. 그리고 이는 그 대상에 대한 명목적 정의와 실재적 정의 사이에 괴리

43) 번역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명예에 대한 무관심을 가리키는 적절한 용어가 한국
어에는 없는 것이다. 즉, 그것은 한국어 기준으로는 이름 없는 악덕 가운데 하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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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는 것과 함께 간다.
  내가 아는 한, 누스바움의 선구적인 작업 이후 덕 용어가 자연종 용어인
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어야 할 논의는 자그젭스키의 최근 
저작이다. 그녀는 명시적으로 덕 용어를 비롯한 평가적 용어들의 의미가 
직접 지시 이론에 의해 주어진다고 말하면서, 의미 결정 과정에서 사례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Zagzebski 2017: 15). 덕 윤리학이 전통적으
로 도덕적 훈육 과정에서 사례의 역할에 큰 의의를 부여한 것은 잘 알려
진 사실이지만, 여기서 자그젭스키가 사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한 발
짝 더 나아가 이론 철학적인 이유까지 포함한다. 직접 지시 이론과 관련된 
논의에서 자연종 용어의 의미를 결정할 때 사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유는, 사례를 통한 의미 결정이 기술을 통한 의미 결정과 대조적이기 때문
이다. 자연종 용어의 의미가 기술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이 일
련의 기술들을 만족시키는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해당 자연종 용어의 외
연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앞서 말한, 명목적 정의
에 의해 용어의 의미를 결정하려는 시도와 동일하다. 이와는 달리, 사례를 
통한 의미 결정은 자연종 용어의 의미가 그것의 외연에 속하는 표본을 제
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극히 단순화하자면, ‘금’의 의미는 
‘노랗고 반짝이는 금속’이라는 기술을 만족시키는 대상이 아니라, 특정한 
물질을 가리키면서 이와 같은 것이 바로 ‘금’이라고 하는 식이다.
  이처럼 사례를 통해 자연종 용어의 의미가 결정된다고 보는 견해는 몇 
가지 중요한 함축을 동반한다. 특정 사례를 제시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것
이 ‘금’이라고 하는 절차는 우리가 ‘금’과 관련하여 옳은 기술을 제시할 수 
없고, 심지어 틀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성공적일 수 있
다. 어떤 대상이 해당 사례와 같은 종류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류에 속하는 대상들이 가진 본
질적 속성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위에서 명목적 정의와 
실재적 정의 사이의 괴리 가능성이 객관성의 징표라고 했던 것과 직접적
인 관련이 있다. 또, 자연종 용어의 의미가 사례를 통해 결정된다는 견해
는 잘 알려져 있듯이, 지시 과정에서 언어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강조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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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다. 언어 공동체에 속하는 일반인들은 어떤 자연종에 대해 거의 아
무런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용
하는 자연종 용어가 지시에 성공하는 이유는 그들이 속하는 언어 공동체 
내의 전문가들이 해당 자연종을 식별해내는 데에 성공하고, 전문가들이 확
립한 용법이 우리 일반인들에게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고 있기 때문
이다.
  자그젭스키는 덕 용어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의미를 갖는다
고 보고 있다. 다만 덕 용어의 경우에는 익숙한 자연종 용어와 관련하여 
언어 공동체 내의 분업에서 전문가가 하는 역할을 다른 사회적 장치들이 
수행하는데, 유덕한 인간과 그 인격적 특징에 관해 말하는 서사들이 특히 
대표적인 것으로 거론된다.44) 다른 자연종 용어의 의미 결정 과정에서 전
문가가 제시하는 표본이 아직 그것과 관련된 실재적 정의가 없는 상태에
서도 이후의 탐구 주제를 단일하게 고정하는 역할을 하듯이, 덕에 관한 서
사 또한 우리가 덕에 관한 이론이 부재한 상태에서도 이후의 논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선이론적 역할을 한다. 이는 누스바움의 설명에서 우리가 
덕의 발휘에 대한 전형적인 경험을 통해 논의의 대상을 고정하면서 본격
적인 탐구를 시작한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덕 용어를 자연종 용어로, 혹은 적어도 그와 
같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덕 윤리학 내부에서도 면면히 이어져
왔음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 작업들의 초점은 물론 덕 용어
가 정말로 자연종 용어인지 여부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의 의미가 객관적으
로 결정되는지의 여부에 맞춰져 있다. 그런데 이런 객관성은 결국 그 개념
을 적용해 대상들을 분류하는 방식이 우리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

44) 사실적 서사와 허구적 서사를 모두 포함한다. 이는 허구적 서사가 갖는 중요성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익숙한 자연종 용어들의 경우
와는 달리, 덕 용어의 의미 결정 과정에서 허구적 서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은 독특한 현상이다. 자그젭스키가 별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측컨대, 
완전히 비현실적이고 허구적인 서사라고 하더라도 인격적 특징의 실재를 포착하려
고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과학 활동과 마찬가지로 참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다고 
보았던 듯하다. 덕에 대한 인식에서 허구적 서사가 하는 역할은 아마도 과학에서 
사고 실험이나 이론적 모델이 하는 역할에 비견될 수 있을 텐데, 이를 구체화하는 
것은 향후 연구 과제들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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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것은 인공종과 구별되는 자연종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여겨질 만한 
것이다. 인공물과 자연물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문자 그대로 인간 제작자
가 배후에 있는지 여부인데, 제작자는 자신이 제작한 산물에 대해 특권적
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공물에 대한 분류는 곧 우리의 이해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자연물의 경우는 그 반대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연물은 우리의 표면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깊은 특징(deep feature)”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자연종 용어에 대한 
명목적 정의와 실재적 정의 사이의 괴리는 이와 연결되어 있다. 덕에 관한 
물음에서 보자면, 우리가 어떤 종류의 행위들이나 인간들을 바로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기저의 공통된 심리적 속성, 성향이 무엇인지 탐구해나
간다는 점이, 덕이 잘 알려진 자연종들과 유사하게 깊은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Zagzebski 2017: 91).
  물론 인공물과 자연물의 구별에 대한 이런 흔한 생각 자체를 문제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우리는 자연종이 정확히 무엇인지 제대로 논한 바
가 없다. 그렇지만 현재 논의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덕 용어가 ‘물’이나 
‘금’ 같은 익히 알려진 자연종 용어처럼 작동한다고 볼 만한 괜찮은 이유
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덕적 쌍둥이 지구 논변이 제기되기 위한 
조건은 충분히 갖추어진 셈이다. 그것은 평가적 용어를 자연종 용어에 최
대한 가까운 쪽으로 보내고자 하는 시도에 제동을 걸려는 논박이다.

 3.2. “도덕적 용어는 자연종 용어가 아니다”: 도덕적 쌍
둥이 지구 논증

  호건과 티몬스의 논문에서 도덕적 쌍둥이 지구 논증은 그들이 비판하는 
도덕 실재론 중에서도 특히 명시적으로 종합적(synthetic) 도덕적 기능주
의(이하 ‘종합적 견해’라고 하겠다)를 겨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약간
의 설명이 필요하다.
  종합적 견해는 분석적 견해와 대비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분석적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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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 도덕적 속성을 표상하는 개념, 용어, 진술 등에 대한 의미 
분석으로서의 정의를 제시하려는 입장이다. 종합적 견해 또한 어떤 의미에
서는 도덕적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려 하나, 그것이 의미 분석으로서
의 정의는 아니라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점이다. 그런 점에서 ‘종합적’ 이
론이며, 이는 그 정의가 도덕적 용어에 대한 의미 분석이 아니라 경험적 
탐구를 통해 나오는 모종의 도덕적 이론에 의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는 뜻이다. 이처럼 두 견해가 제시하고자 하는 정의들 사이의 차이는 지난 
절의 논의에서 본 자연종 용어에 대한 명목적 정의와 실재적 정의 사이의 
구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의미 분석으로서의 정의가 용어, 대상에 대
한 우리의 일상적 이해를 제시하는 것이라면, 경험적 탐구에 의해 주어지
는 정의는 그런 상식적 이해와는 괴리가 있을 수도 있는, 대상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표현한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라고 할 때에는 의
미 분석으로서의 정의를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실재적 정의는 일
반적인 의미에서의 정의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무어의 
열린 질문 논증이 도덕적 용어를 다른 (자연적) 용어로 정의하려는 시도를 
비판하는 논증이라고 할 때, 종합적 견해는 일단은 그 비판의 표적에서 벗
어난다고 볼 수 있다.
  코넬 실재론과 마찬가지로 이 논문이 지지하는 입장 또한 종합적 이론
에 속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호건과 티몬스에 따르면, 종합적 견해는 세 
가지 핵심적인 주장에 개입하는데, 이를 다소 단순화시키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Horgan&Timmons 1992: 243).

(1) 만약 우리 현실 세계의 도덕적 판단과 진술을 인과적으로 규제하는 도덕적 속성
이 있다면, 그리고 어떤 규범적 도덕 이론이 있어서 그 속성의 본질을 포착한다면, 
도덕적 용어는 그것을 규제하는 그 이론이 포착하는 속성을 고정적으로 지시한다.

(2) 도덕적 문제와 관련한 인간들 사이의 의견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그
들의 도덕적 판단과 진술을 인과적으로 규제하는 도덕적 속성이 실제로 존재한다.

(3) 인간의 도덕적 판단과 진술을 인과적으로 규제하는 도덕적 속성의 본질을 포착
하는 단일한 규범적 도덕 이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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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2), (3)은 경험적인 주장으로 간주된다. 이제 위의 세 전제로부
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따라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4) 모든 가능 세계들에서 도덕적 용어들에 대한 올바른 외연 할당, 즉 각각의 해당 
가능 세계에서 참인 할당은 그 규범적 도덕 이론에 의해 이루어진다.

  요약하자면, 종합적 견해는 도덕적 용어가 모든 가능 세계들에서 동일한 
속성을 가리키는 고정 지시어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다. 호건과 티몬스는 설령 (2), (3)이 참이라고 하더라도, (1)이 문제이기 
때문에 (4)와 같은 결론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
가려 한다. (2), (3)과 달리 (1)은 경험적 주장이 아니며, 따라서 사고 실험
을 통해 그것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나오는 것
이 도덕적 쌍둥이 지구에 관한 사고 실험이다.
  거의 모든 면에서 현실의 지구와 동일한 쌍둥이 지구가 다른 가능 세계
에 있다고 해 보자. 두 지구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지구에
서 인간의 도덕적 판단을 인과적으로 규제하는 도덕적 속성이 결과주의적 
이론에 의해 포착된다고 해 보자. 반면에 쌍둥이 지구에서는 그것이 결과
주의적이지 않은 이론, 예컨대 의무론적 이론에 의해 포착된다고 해 보자. 
이 차이는 두 지구인들의 정서적 기질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도 있다. 쌍
둥이 지구인들은 지구인들보다 죄의식을 강하게 느끼는 반면, 동정심은 덜 
느낀다는 식으로 말이다. 어쨌든 두 지구에서 도덕적 판단을 인과적으로 
규제하는 도덕적 속성들 사이의 차이는 두 지구인들이 내리는 도덕적 판
단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차이로 드러난다.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들에서 도
덕적 판단이 일치하는 편이지만, 결과주의와 의무론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
하는 추론을 제시하는 사례들이 있다면, 거기서는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
게 될 것이다. 이 차이는 충분한 숙고의 과정 끝에도 남아 있을 것으로 가
정된다. 또, 도덕과 무관한 믿음들의 경우에는 두 지구인들 사이에 차이가 
없다.



- 77 -

  이제 지구인들이 쌍둥이 지구를 방문했다고 해 보자. 지구인들은 쌍둥이 
지구인들이 ‘좋음’이나 ‘옳음’ 같은 용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찰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쌍둥이 지구인들은 그 용어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완전히 명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에게 ‘좋음’
이나 ‘옳음’을 적절하게 사용한다고 말하기 위한 기준들이 있을 것이다. 
쌍둥이 지구인들이 그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그 용어들을 사용하
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자.
  호건과 티몬스에 따르면, 종합적 견해를 취하는 도덕 실재론자들은 위와 
같은 사고 실험에서 지구인들과 쌍둥이 지구인들이 사용하는 ‘좋음’과 ‘옳
음’의 의미는 서로 다르다고 결론을 내려야만 한다. 퍼트남의 원래 논증에
서 지구인들과 쌍둥이 지구인들이 사용하는 ‘물’의 의미가 동일한 내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사이의 외연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르듯
이 말이다. 원래 쌍둥이 지구 논증이 가지는 설득력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
면,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은 과연 도덕적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의 경우에
도 우리의 직관이 그와 같은 결론을 받아들이는 데에 아무런 거부감을 느
끼지 않느냐는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보고, 그에 따라 종합적 견해
를 논박하려는 것이 논증의 흐름이다.
  원래 쌍둥이 지구 논증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에
서도 두 지구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인과적으로 규제하는 속성들이 서
로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왜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
는가? 그 이유는 도덕적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의 경우, 속성들이 서로 
다른 이유가 그 속성들을 포착해내는 양쪽 이론의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원래 논변에 대입하여 생각해 보면, 우리 
지구는 화학을 통해 ‘물’의 실재적 정의가 <H20>라는 것을 밝혀낸 반면, 
쌍둥이 지구는 우리가 아는 화학과는 다른 쌍둥이 화학이라는 것을 통해 
거기서 ‘물’이 <XYZ>라는 밝혀냈기 때문에 양쪽 지구에서 사용하는 ‘물’
의 외연적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 말하는 셈이다. 이는 명백히 이상하게 들
린다.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하나의 화학 이론이 있을 뿐이며, 그 화학이 
다른 가능 세계에서는 ‘물’이 다른 화학 구조를 가리킬 수도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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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낸다고 생각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연장선상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구인과 쌍둥이 
지구인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상황이라고 해 보자. 원래 쌍둥이 지구 논증
이 옳다면, 두 사람이 물이 정말로 무엇인지에 관해 진지하게 대립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
지만, 실상은 지구인은 그 표현으로 <H20>를 쌍둥이 지구인은 <XYZ>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두 사람은 논쟁을 
멈출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도덕적 쌍둥이 지구 논증의 사고 실험이 
지지하는 직관은 좋음과 관련하여 지구인과 쌍둥이 지구인 사이에 진정한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현실에서도 결과주의자들과 
의무주의자들이 같은 주제를 놓고 서로 진지하게 대립하듯이 말이다.
  위와 같은 차이는 ‘좋음’이나 ‘옳음’ 같은 평가적 용어들이 잘 알려진 자
연종 용어들과는 달리 고정 지시성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결론
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원래 쌍둥이 지구 논증은 자연종 용어들의 
경우 내포가 외연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외재주의), 도덕
적 쌍둥이 지구 논증에서 평가적 용어들은 오히려 내포가 외연을 결정하
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평가적 용어들은 고정 지시성을 가
지지 않으며, 자연종 용어처럼 작동한다고 볼 수는 없게 된다. 또, 몇몇 
대표적인 얇은 평가적 용어들만을 통해 논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결론이 모든 평가적 용어들에 적용되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3.3. 기존의 답변들과 그 문제점

  평가적 용어의 의미와 관련하여 인과적 지시 이론을 채택하는 도덕 실
재론자들이 도덕적 쌍둥이 지구 논증에 대한 몇 가지 답변을 내놓은 바 
있지만, 이 논문이 지지하는 입장과 같은 노선에서 나온 것은 드문 편이
다. 일단 자그젭스키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언급을 한 바 있고
(Zagzebski 2017: 229-230), 보다 본격적으로 다룬 것으로는 프라이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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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있다(Freiman 2014). 이 대목에서 독자들에게는 덕 윤리학적 배경 
하에서 도덕적 쌍둥이 지구 논증을 다루는 것이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의
문스러울 것이다. 도덕적 쌍둥이 지구 논증에서 어느 한쪽 지구인들이 사
용하는 평가적 용어의 의미를 포착하는 이론이 덕 윤리학적 이론이라고 
바꿔서 설정하더라도 전체 논변의 진행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처럼 보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넓은 의미에서의 덕 
윤리학에 이미 개입하고 있다면, 도덕적 쌍둥이 지구 논증에 답하는 데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일단 자그젭스키의 생각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자. 그녀는 도덕적 쌍둥이 
지구 시나리오에서 지구인들과 쌍둥이 지구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기
질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가 가진 감정들 중에는 경탄
(admiration)이 있다. 자그젭스키에 따르면, 경탄은 경탄할만한 특정한 속
성을 향한 것이며, 그런 점에서 지각적 측면을 갖는다. 특히 덕 윤리학적 
입장에서 그 속성은 좋은 인격적 속성, 즉 덕이다. 그런데 지구인들과 쌍
둥이 지구인들의 정서적 기질이 서로 다르다면, 양쪽 지구인들이 경탄하는 
속성도 서로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처럼 양쪽 지구인들의 
경탄을 이끌어내는 속성이 이질적이라면, 우리와 쌍둥이 지구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질성은 도덕적 쌍둥이 지구 논변이 가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며, 따라서 양측 사이에서 좋음에 관한 진정한 논쟁이 불가능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적어도 그 차이는 현실에서 결과주의자와 의무론자 사이에 
존재하는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아무리 격렬하게 논쟁을 하더라도 그
들은 어쨌든 모두 같은 인간 종에 속하는 개체들이기 때문이다. 사고 실험
의 설정 상, 한 지구인들 사이에서는 개별적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들의 도덕적 판단을 인과적으로 규제하는 속성은 단일한 이론에 의해 포
착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쌍둥이 지구 논증에서 양쪽 지구인들 사이의 정서적 기질 차이
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었다. 논증
의 의도는 물론 그 차이가 양쪽의 도덕적 판단을 인과적으로 규제하는 도
덕적 속성들을 포착하는 이론들 사이에서 차이를 만들어 내면서도, 각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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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다른 종에 속하게는 하지 않을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자
그젭스키의 생각은 다소 간결하게 과연 그것이 그렇게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가정이었는지를 지적하는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양쪽 지구인들
이 단지 좋음에 관한 이론,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포착하는 도덕적 
속성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속성에 반응하는 감정이 다
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생기는 것이라면, 도덕적 쌍둥이 지구 논증이 받아
들이고 있는 직관이 그렇게 자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다.
  이번에는 프라이먼의 해법을 살펴보자. 그는 일단 ‘좋음’에 관한 기치
(Peter Geach)의 분석에서 시작한다. 이후에 자세히 보겠지만(5장), 기치
는 ‘좋음’을 한정적 형용사로 분석하며, 이는 그것이 <좋은 A>(여기서 A
는 종류 개념)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덕 윤리학적 입장에서 도덕적 평가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A의 자리에 들어오는 관련된 종류 
개념은 <사람임>이다. 이 지점에서 프라이먼은 <좋은 A>의 이해에 관하여 
보다 명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끌어들인다. 그에 따르면, 어떤 
것이 좋은 A라는 것은 그 개체가 속하는 A라는 종류가 가지는 고유한 기
능을 잘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그 종류가 칼이든 사람이든 모
두 적용된다. 따라서 누군가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 즉 유덕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사람으로서 가지는 고유한 기능을 잘 수행한다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현재 논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일단 
도외시하도록 하자.
  이제 지구인과 쌍둥이 지구인의 ‘좋음’은 모두 <좋은 사람임>으로 분석
될 것이다. 그 표현은 양쪽 지구에서 같은 지시체를 갖는가? <좋은 사람
임>이 표상하는 것은 사람의 고유한 기능을 잘 수행한다는 것이므로, 양
쪽 지구인들이 공통적으로 사람이라는 종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
다면, 같은 지시체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좋음과 관련하
여 논쟁을 하는 양쪽 지구인들 중에 적어도 한 쪽의 이론이 틀렸을 것이
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양쪽 지구인들이 ‘좋음’을 모두 <좋은 사람임>이
라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더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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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종류가 가지는 고유한 기능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무지하거나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고유한 기능 같은 것은 그 중에서
도 특히나 알기가 어려운 문제이다. 고대부터 철학자들은 그것을 보다 명
확하게 말하기를 원해왔다. 좀 더 평이한 수준에서 보자면, 현실에서 도구
의 기능과 관련하여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기가 쉽다. 어떤 도구가 그
것의 기능을 잘 수행한다는 것은 곧 그것의 제작 목적을 실현시키는 데에 
적합하도록 작동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식칼이라는 종류를 생각해 보자. 
식칼의 목적은 식재료를 자르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식칼은 무조건 날
카로울수록 식칼로서 좋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식칼이 식재료를 자르는 목적에 맞게 기능하기 위해
서는 적당한 한도 안에서 날카로워야 한다.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식칼’로 그것에 대한 올바른 믿음
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논쟁 
당사자들이 모두 도구의 목적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논쟁을 상
상해 보면, 이 점은 더욱 와닿게 느껴질 것이다.
  어떤 개체가 그것이 속하는 종류가 가지는 고유한 기능을 잘 수행하는
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경험적 증거에 의해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두 가지 이론이 있다는 것은 이상하다. 설령 논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
어도 한 쪽이 틀렸을 것이라면, 논쟁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고유한 기능의 
충족 여부가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위협하지는 못한다.
  이번에는 지구인과 쌍둥이 지구인이 서로 다른 고유한 기능을 갖는 상
황이라고 해 보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그젭스키가 진단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다. 지구인과 쌍둥이 지구인 사이에 존재하는 정서적 기질의 
차이가 일정 정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그들이 지향하는 목적 자체가 달
라질 수도 있으며, 그것은 그들이 서로 다른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함축하게 된다.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있는 것
이기 때문이다. 같은 종에 속하면서 서로 다른 고유한 기능을 가질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좋음’ 즉, ‘좋은 사람임’이 지구와 쌍둥이 지구에
서 서로 다른 지시체를 가지며, 원래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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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사이에 ‘좋음’의 의미에 관한 진정한 논쟁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
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약간의 세부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나, 자그
젭스키의 생각은 프라이먼의 해결책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의 생각에서 핵심은 정서적 기질의 차이가 일정 정도 이
상이라면, ‘좋음’에 관하여 양쪽 지구인들 사이에서 진정한 논쟁이 있는 
것 같다는 도덕적 쌍둥이 지구 논변의 직관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여기
에 프라이먼은 정서적 기질의 차이가 그 이하라면, 적어도 어느 한 쪽 지
구인이 틀렸을 것이라고 덧붙인 셈이다.
  이런 해결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검토하기 전에, 일단 이상의 답
변이 덕 윤리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을 때 나오기가 좀 더 쉬운 것으로 보
인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평가적 용어와 관련하여 인과적 
지시 이론을 채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의무론은 일단 논의 대상에서 
잠시 제쳐두도록 하자. 애초에 도덕적 쌍둥이 지구 논변이 겨냥하는 코넬 
실재론은 결과주의적 입장에서 인과적 지시 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자그젭
스키와 프라이먼의 해결책에서 특징적인 요소는 정서적 기질을 좋음과 연
결시키는 부분이다. 이 연결이 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지 생각해 보자.
  자그젭스키는 경탄이라는 특정한 감정에 주목하고 있는데, 경탄은 좋은 
인격에 의해 이끌어내지는 감정이다. 이런 경탄이라는 감정에 주목하는 발
상 자체가 좋음이라고 할 때 우선 좋은 성격적 특징을 떠올리는 덕 윤리
학적 입장에서 나오기가 쉽다. 결과주의는 좋음이라고 할 때 우선 좋은 사
태를 떠올리는데, 좋은 사태가 우리에게서 이끌어내는 특정한 감정이라는 
것은 그만큼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물론 여기서 사태를 구체적으로 어떻
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주의 내에서도 다양한 입장들이 갈릴 것이고, 
그 가운데에는 자그젭스키와 유사한 해법을 내놓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
다. 다만 그만큼 좀 더 이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프라이먼의 해결책은 보다 명시적으로 좋음을 좋은 인격으로 분석하는 
이론적 배경에 의존하고 있다. 정서적 기질은 인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
소이며, 따라서 그것이 우리가 아는 인간으로부터 지나치게 멀어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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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아는 같은 인간 종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게 
될 위험이 있다. 비록 우연히 그러한 이질적인 종이 스스로를 ‘인간’이라
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조금 전에 이미 말했듯이, 결과주의는 좋
음을 우선 좋은 사태로 보고 있으므로, 정서적 기질의 차이를 ‘좋음’의 지
시체 차이로 연결시키는 이런 식의 발상이 곧바로 떠오르지는 않을 것이
다.
  이상의 해결책들에서 내가 특별히 그 자체로 반대할 만한 부분은 없지
만, 문제는 그것들이 도덕적 쌍둥이 지구 논변의 배후에 있는 가장 근본적
인 직관을 완전히 해명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다. 애초에 우
리가 왜 윤리학이 관심을 기울이는 평가적 용어들이 자연 과학에서 언급
하는 자연종 용어와 같이 작동한다고 굳이 설명을 해야 했는지에 대해 생
각해 보자. 그것은 물론 그것들이 일견 이질적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
다. 그 배후에 있는 근본적인 직관을 파고들어보면, 문제가 되는 용어의 
실재적 정의를 제공하는 합의된 단일한 자연 과학적 이론은 있는 반면, 그
런 윤리학 이론이 있다는 믿음은 그 자체가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과
제라는 점 때문일 것이다. 이상의 해결책들은 이 점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
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호건과 티몬스가 보기에, 
도덕적 쌍둥이 지구 논증의 표적이 되는 입장들은 우리 세계의 도덕적 판
단을 인과적으로 규제하는 속성을 포착하는 단일한 규범적 도덕 이론이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으며(2절, (3) 참조), 그 전제는 논변의 진행을 위해 
일단 참인 것으로 가정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큰 가정이다. 
현실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윤리학자들이 진지하게 논쟁을 하고 있
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쌍둥이 지구 논증에 대한 
이상의 답변이 주어지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무언가 중요한 것이 해명
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남아 있게 된다. 당장 프라이먼 자신도 ‘좋음’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주의적인 분석이 덕 윤리학 이외의 다른 규범 윤리학 
이론들을 모두 배제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Frieman 2014: 
456).
  자연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이상, 평가적 용어들의 의미가 다른 자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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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들과 마찬가지로 모종의 인과적 지시 이론에 주어진다는 생각은 유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도덕적 쌍둥이 지구 논증의 배후에 있
는 근본적인 직관을 해명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다.

 3.4. 쌍둥이 지구 논증에 대한 답변: 덕 이론과 규범 윤
리학 이론의 구분
 
  평가적 용어를 자연종 용어와 같은 것으로 보기 위한 최대의 걸림돌은 
그것의 실재적 정의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단일한 도덕적 이론이 자연 
과학 이론처럼 확고하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는 이미 
제시되어 있는 규범 윤리학 이론들 가운데 어떤 것이 유일하게 참인 이론
인데, 다만 합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각각의 이
론들이 출발점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이론으로 수렴하는데, 역
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정말 그렇다면 단일한 규범 
윤리학 이론이 존재하는 셈이고, 우리의 과제도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나
에게는 그렇게 될 법한 징조가 보이지 않으며, 여기서 내가 제시하려는 생
각은 결이 다른 것이다.
  덕 용어에 대한 실재적 정의를 제공한다고 알려진 이론이 무엇이었는지 
되짚어보자. 1절에서 우리는 논의 진행의 편의상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
리학이 그런 이론일 것이라고 가정한 바 있다. 그것은 특정한 덕에 대한 
통속적이고 초보적인 이해를 대체하고자 한다. 예컨대, ‘용기’를 단지 <적
에 맞서 도망가지 않고 싸우는 능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 또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과 마땅히 그래야 할 때 견뎌 내고 두려워하는 능력>이라고 세련되게 
이해하는 식으로 말이다. 이것이 용기에 대한 올바른 실재적 정의인가? 
일단 우리가 아는 한, 최선의 후보라고 인정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나의 물음은 덕 윤리학적 입장에 이미 개입하고 있어야만 용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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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와 같은 정의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그
런 정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동적으로 덕 윤리학 이외의 다른 규범 윤리
학적 입장들을 배제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심지
어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다른 많은 중요한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더
라도 그런 정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
기 때문이다. 특히 그의 자연학적 이론과 그에 기반한 인간 본질의 실현된 
상태로서의 덕 개념 같은 것들이 그러하다. 그뿐만 아니라 중용, 즉 실천
적 지혜를 초점으로 삼는 덕의 단일성에 관한 그의 이론조차도 단지 위의 
정의를 이해하기만 하는 데에는 불필요해 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 전반을 알고 있다면, 특정 덕의 정의에 대한 이
해도 깊어질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 과학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을수록 물의 실재적 정의가 <H20>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해는 정도차를 허용하면서, 그 정도가 일정 기준을 넘어
서면 어쨌든 해당 개념의 적용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는 인정해 주는 특징
을 가지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 기준을 완전히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
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해의 대상마다, 그리고 이해가 문제가 되는 상
황에 따라 가변적일 것이다. 그래도 덕에 관해서는 그것이 좋은 인격적 특
징을 말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학에서 그의 다른 철학적 이론에 대한 고려 
없이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따로 떼어 그의 덕 윤리학과는 
구별되게 ‘덕 이론’이라고 해 보자. 덕 이론에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포함
될지는 미지수이다.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덕들이 존재하며, 그것들의 본
질이 무엇인지 서술하는 내용은 꼭 포함될 것이다.45) 그밖에도 덕이 바람

45) 우리가 핵심적인 덕들과 관련하여 합의된 목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 놀랍게 여
겨질 수도 있다. 노파심에 미리 덧붙이자면, 여기서 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목록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의 목록이 철
학사상 가장 영향력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말이다. 합의된 덕의 목록에 대한 
회의는 그것이 시대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주로 오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그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몇몇 덕목들은 유지된다고 생
각한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적 유형이 덕으로 간주되
어야 하는지의 문제와 특정한 덕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따라서 그것에 속하
는 성격이나 행위가 어떤 것들인지의 문제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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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한 인격적 특징이라는 것,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훈련과 습관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 등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물
어야 할 것은 덕 윤리학을 제외한 다른 규범 윤리학적 입장들은 이런 의
미에서의 덕 이론을 수용할 여지가 없느냐는 것이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일단 결과주의적인 입장에서 보자. 행위의 도덕성에 대한 판단에서 공리
주의적 원칙보다도 오히려 동기의 패턴이라는, 성격적 특징과 유사한 요소
를 전면에 내세우는 아담스(Robert Adams)의 동기 공리주의나 그 밖의 
간접적인 결과주의들은 이미 덕 이론을 받아들일 준비가 거의 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Adams 1976). 과연 그런 입장들이 개별적인 행위에 직접 
결과주의적 원칙을 적용하는 직접적인 결과주의와 유의미한 차이점이 있
으면서도, 일관된 입장으로서 성립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도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며, 이 맥락에서는 도외시할 수 있다. 또, 직접적인 결과주의의 
경우 물론 도덕적 판단에서 성격적 특징에 호소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덕 이론 자체의 원칙적인 배제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잘 알려져 있
듯이, 밀은 정의로 대표되는 덕에 관한 상식적인 생각들을 자신의 공리주
의 속으로 어떻게든 포함시키려고 노력한 바 있다(『공리주의』, 5장). 그의 
노력이 성공적이든 그렇지 않든, 그가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것은 결과주의가 적어도 출발점에서부터 덕 이론을 배제하지
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서, 밀이 단지 이론의 내
적 정합성만을 위해서는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했다는 점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만큼 덕 개념을 동원하는 도덕적 판단이 일상에
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덕 이론이 그런 일상적인 
도덕적 판단의 체계를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놓은 것이라면, 결과주의적인 

주의적 직관은 두 문제를 혼합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용기에 대한 고대적 
이해와 현대적 이해는 매우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덕
으로 간주된다. 참고로, 자그젭스키는 선이론적으로 떠오르는 주요 덕의 목록들 중 
다수가 문화 상대적이지 않은 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덕에 관한 이론적 분석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Zagzebski 1996: 89[국역본: 111]). 이는 물론 현재 우
리에게 잘 알려진 주요 덕들 중 일부는 이론적 탐구를 통해 얻게 될 합의된 덕의 
목록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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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도 그것을 굳이 배제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체계 안으로 포섭하려
는 시도가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대표적인 의무론자인 칸트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이론에 비견될 
만한 이론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저작까지 출판한 바 있다(그의 『윤리형
이상학』 중 『덕이론의 형이상학적 기초원리』, 이하 TL). 놀랍게도 그는 어
떤 부분에서 덕 윤리학자들 대다수가 공유하는 특수주의적 직관에 가까운 
것을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 즉, 완전히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현실적인 
도덕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 적용하려 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자연 형이상학에도 자연 일반에 대한 저 보편적인 최상의 원칙들
을 경험의 대상들에 적용하는 원리들이 있어야만 하듯이, 하나의 윤리 형이상학에
도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으며, 그리하여 우리는 오직 경험을 통해 인식되는 인간
의 특수한 자연본성을 자주 대상으로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바, 그것은 보편적인 
도덕 원리들로부터 나오는 결론들을 바로 이에서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도 
보편적인 도덕 원리들의 순수성을 아무것도 손상하지 않고, 그로써 그것의 선험적
인 근원에 아무런 의구심도 없게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의 것이 
말하는 바는 요컨대, 하나의 윤리 형이상학은 인간학에 기초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에 적용될 수는 있다는 것이다(TL VI217).

  특히 이런 어려움은 의무가 느슨하고 불완전할 경우 두드러지는데, 타인
에 대한 자선의 의무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Cureton&Hill 2018: 
272). 타인의 행복을 목적으로 삼으라는 의무는 정확히 얼마나, 어떻게 그
렇게 하라는 것인지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엄격한 의무 같은 것과는 차이점이 있다. 그런 의무들의 경우에는 현실적
으로, 정언 명령으로부터 직접 필요한 도덕적 판단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인간의 특수한 자연본성”, 즉 덕 개념에 의존하는 판단을 하는 편이 실용
적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물론 원칙적으로 모든 도덕적 판단은 정언 
명령에 의해 정당화되겠지만 말이다.
  칸트의 덕 이론에서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점은 그가 용기의 본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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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선한 정의를 제시하면서, 용기를 초점으로 하는 덕의 단일성 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 따르면,  “무릇 하나의 강력하되 부정한 적
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과 숙고된 결의가 용기이며, 우리 안의 윤리적 마
음씨의 적과 관련해서는 덕이다”(TL VI380). 이렇게 용기는 칸트에게서 
덕 중의 덕으로 고대 그리스 이후 다시 한 번 높은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그래서 그에게 덕을 상징하는 인물은 지혜로운 오뒷세우스가 아니라, 괴물
들과 싸우는 영웅의 전형인 헤라클레스이다(Cureton&Hill 2018: 263).
  용기에 대한 칸트의 정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일단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칸트의 정의 역시 실천 이성에 대한 그의 다른 난해한 
이론들에 대한 고려 없이도 이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전인 수준에
서 그의 정의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것은 오히려 인간 내면에서 선과 
악이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종류의 인간상일 것이다.
  칸트가 다시 한 번 용기를 덕 중의 덕으로 만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많은 고대인들이 가졌던 용기에 대한 통속적인 이해의 수준으
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의 정의에서 맞서 싸워야 할 적
은 임의의 것이 아니라 이미 도덕적인 판단이 개입된 “부정한” 적에 한정
되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외부의 적이 아니라 “윤리적 마음씨의 적”, 즉 
도덕적인 행위를 하고자 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인간 내면의 적을 겨냥하
고 있다. 또, “숙고된 결의”라는, 용기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가 고려하지 
않을 법한 새로운 요소도 있다. 이처럼 칸트의 정의는 용기가 단지 맹목적
으로 도망가지 않고 적과 맞서 싸우는 능력이 아니라 싸워야 할 대상과 
올바른 방식으로 싸우는 능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칸
트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들은 적어도 겉보기의 수준에서 양립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유사한 방향으로 용기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를 교정하고 있으며, 칸트가 고대적 이해에서는 잘 강조되지 않았던 
종류의 적, 즉 인간 내면의 적을 조명함으로써 용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
키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많은 규범 윤리학적 입장들을 더 자세히 살펴
보면 좋겠지만, 방금까지 살펴 본 입장들이 가지는 대표성을 고려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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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현재 단계에서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갈 
만한 동기는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도덕적 쌍둥이 지구 논증이 제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종합적 견해를 취하는 도덕 실재론자들이 가정하듯
이, 자연 과학에 비견될 수 있는 합의된 단일한 규범 윤리학 이론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그 이론이 결과주의나 의무론 같은 특정한 
규범 윤리학 이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그다지 설
득력이 크지 않다. 만약 도덕적 속성을 포착하는 합의된 이론을 제시해야 
한다면, 나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의미에서의 덕 이론이 오히려 그런 이론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기존의 규범 윤리학적 작업들에서 비교적 독립
적으로 이해 가능한, 덕의 본질에 관한 진술들 등등 말이다. 논의의 편의
상, 그리고 철학사적인 이유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이론에 많은 의
존을 하기는 했지만, 최종적인 이론이 그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현재의 자연 과학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발상이 도덕적 쌍둥이 지구 논증이 제기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물론 중요한 전제가 필요하다. 그것은 
평가적 용어가 덕 이론에 의해 포착 가능하다는 것, 다시 말해 규범 윤리
학이 관심을 기울이는 평가적 용어가 곧 덕 용어들이라는 점에 규범 윤리
학적 입장들이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덕 윤리학
적 입장을 취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지 
않다. ‘좋음’에 관한 기치의 분석으로 잠시 되돌아가보자. 그것에 따르면, 
‘좋음’은 <좋은 A>, 즉 특정 종류에 상대적인 좋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
석된다. 인간에 대해 서술될 경우, 특별한 맥락이 아니라면, 인간으로서의 
좋음에 관해 말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고, 덕 용어들은 좋은 인간이 가지
는 인격적 속성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역할을 하므로, 덕 용어들에 대
해 논하는 것이 곧 윤리학이 관심을 기울이는 ‘좋음’에 대해 논하는 것이 
된다. 이로부터 덕 윤리학적 입장을 전개할 수도 있겠지만, ‘좋음’에 이런 
생각 자체는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 대한 관찰에 가까우며, 그것을 받아들
이기 위해 특정한 규범 윤리학적 입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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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윤리학은 평가적 용어에 관한 일상적인 의미 분석의 결과와 그것이 
보다 철학적인 수준에서 의미하는 바를 구분함으로써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결과주의자라면 ‘좋음’이 일상에서 유덕한 인간이 가지는 인격적 
속성을 말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성은 행위로 발현되었을 때 특
정한 결과를 최대한 산출하는 바로 그러한 속성이라는 점을 덧붙이는 식
으로 이론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좋음’에 관한 이러한 분석은 그 
자체로 옳음에 대한 좋음의 우선성 같은 논제를 함축하지 않기 때문에 의
무론자들이 받아들이는 데에도 문제가 없다.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인격적 속성인 덕을 인지하고, 두꺼운 
덕 개념을 사용해 그것에 대해 말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인 도덕
적 삶에서 핵심적이라는 것은 덕 윤리학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 덕 이론, 즉 사람들
이 말하는 덕이 정말로 무엇인지, 어떤 덕들이 있는지, 여러 덕들 사이에 
어떤 체계적인 관계가 있는지 등등을 논하는 이론 또한 내가 보기에는 특
정한 규범 윤리학적 입장과 독립적으로 추구될 수 있는 작업에 속한다. 이
제까지 철학자들이 그런 작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오기는 했지만, 어쩌면 
그것은 철학에만 속하는 주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이론은 이전 인용문
에서 칸트가 말하는 “인간학”, 다시 말해 경험적이고 체계적인 인간 본성
에 관한 지식의 영역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보이기도 하며, 상식적 심리학
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46) 그렇다면 이는 특정한 규범 
윤리학적 입장을 함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규범 윤리학이 설명
해야 할 경험적 자료에 가까운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47)

46) 그래서 도덕적 쌍둥이 지구인들이 우리 지구인들과 그렇게까지 다르다면, 그들의 
도덕적 속성에 관한 이론은 “인간학”이 아닐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인간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한, 우리와 그들은 그렇게까지 다를 수가 없을 것이다.

47) 이 논문은 Seligman으로 대표되는 긍정 심리학(positive psychology)에서의 덕
에 관한 연구들에 대해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 그 연구들은 덕과 관
련하여 완전히 경험 과학적인 심리학을 표방하며,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여기
서 제시하는 논점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긍정 심리학은 그 자체로 근래의 심리학에
서 가장 중요한 연구 동향들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도덕 철학과의 학제간 관련
성도 분명해 보이지만, 그런 점에 비해서는 철학적으로 아직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
지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단행본으로 나온 Kristjánsson(2013)의 작업만
큼은 중요한 예외이나, 그도 여기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에 직접적으로 답을 주고 



- 91 -

  위와 같은 의미에서 덕 이론이 도덕적 속성을 포착하는 단일한 이론이
라는 생각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표층적인 수준에서 덕 이
론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규범 윤리학적 입장들은 심층적인 수
준에서 덕이 무엇인지에 관해 극적으로 다른 설명들을 제시한다. 게다가 
덕 윤리학을 제외한 거의 모든 규범 윤리학적 입장들은 전체 이론의 체계
에서 덕에 대해 결국 부차적인 지위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덕 이론이 과연 ‘좋음’으로 표현되는 도덕적 속성의 실재
적 본질을 포착하는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은 정당하다. 
이에 대한 답변에 앞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어쩌면 이는 우리의 실제 도
덕적 삶에서 중요한 덕에 관한 담화들에 대해 심층적인 수준에서는 핵심
적인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는 다른 규범 윤리학적 입장들이 문제적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런 물음들에 대한 나의 답변은, 그것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현
재의 자연 과학에 대해서도 유사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현재 화학에 따르면, 물의 본질을 서술하는 실재적 정의는 <H20>이다. 그
런데 물질에 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물질이 무한
히 분할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면서도, 화학이 물의 본질에 관해 밝혀주
는 이론이라고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나아가 화학이 진정한 학문으
로서 성립할 수 있는가? 경험 과학 자체의 근거를 묻는 이런 정초적 물음
들은 실제로 제기된 적이 있다.48) 그런 물음들이 제기되는 수준에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입장들 사이의 대립은 규범 윤리학적 입장들 사이의 차이
와 대립에 뒤지지 않을 만큼 진지하며, 그 중에는 개념상 경험 과학의 존
립 근거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단지 논의의 편의상 화학이 물질의 실재적 본질을 밝혀

있는 것은 아니다.
48) “정초적 물음(question of foundations)”은 Garber(2006)가 쓴 표현을 빌려온 

것이다. 그의 중요한 논점 중 한 가지는 그런 물음들이 근대 과학 혁명 이후에도, 
적어도 17세기까지는 여전히 과학 활동의 일부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내가 아는 
한, 정초적 물음이 순전히 철학적 물음으로 여겨지게 된 것은 19세기 낭만주의 과
학 그 이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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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이론이라고 가정했을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답하기를 주저할 것이다. 비록 그런 식의 답이 가능하더라도 말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는 자연 철학적 수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정초적 물음이 
더 이상 자연 과학의 확고한 지위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현실에 살고 있
다. 그것은 자연 과학이 자연 철학으로부터 제도적으로까지 분리되어 나온 
것의 한 측면이다.
  당연하게도 덕 이론은 자연 과학이 자연 철학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듯이 
그렇게 윤리학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다.49) 하지만 그로부터 어떤 결
론을 이끌어낼 것인지는 좀 더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 지점에서 
가장 쉽게 하기 쉬운 생각은 자연 과학이 아직 철학과 분리되지 않은 다
른 학문과는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연 철학으로부
터 분리되어 나왔다는, 다시 말해 그런 제도적 분리야말로 어떤 이론의 성
공을 가늠하는 척도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가장 먼저 떠오르
는 만큼 통념에 불과할 수도 있다.
  자연 과학이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성공적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런데, 그렇다면 덕 이론
은 그만큼 성공적이지 않다는 것인가? 이런 물음이 제기되는 일 자체가 
거의 없는 일이라는 점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 덕 이론을 배우는 사람은 
자연 과학을 배우는 사람에 비하면 극소수이며, 그 중에서도 그것이 자연 
과학과 비교하여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묻는 사람은 더욱 소수이다. 사정은 
앞으로도 동일할 것이다. 게다가 그것이 어떤 식으로 비교될 수 있는 것인
지도 불분명하다. 다만 내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덕 이론을 성공과 
실패 둘 중에 어느 한 쪽으로 평가해야 한다면, 성공 쪽에 훨씬 가깝지 않
겠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현실에서 덕을 인지하고 이해
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어왔으며, 부분적인 개선의 여지는 있을지언정, 완
전히 다른 대안적 패러다임을 상상하는 것조차 어렵다. 곰곰이 생각해 보
면, 그것이 실패한 이론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럴듯하지 않다는 점

49) 덕에 관한 긍정 심리학의 연구는 여기서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설령 그것이 윤리
학으로부터 분리되어 연구되고 있다고 해도 여기서의 전반적인 논지에 불리하게 작
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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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이론의 성공이 그것의 제도적 분리를 위한 필요조건은 몰라도 충
분조건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도적 분리를 위해서는 이론 
내적 요인이 아닌 많은 것들이 더 필요하며, 지난 세기 후반부부터 현재까
지 이어져 오고 있는 역사 서술의 경향은 확실히 그런 분리에서 이론 외
적 요인,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들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
가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럼으로써 이제 자연 과학과 자연 철학의 분리를 
더 이상 자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 장 5절에서 잠깐 소
개한 바 있듯이, 기계론적 철학의 득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의 종교, 정치적 상황과 거기서 그 사상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언
급이 불가피하다. 그러한 논점은 근대 자연 과학과 자연 철학의 분리, 나
아가 근대 과학 혁명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적용된다. 과학 혁명의 성격에 
대한 셰이핀의 결론적인 언급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자.

  그러므로 자연과학의 성공, 특히 그것의 의견일치는 자연철학이 그 자신을 오늘
날 ‘철학’이라고 불리는 학문, 특별히 지식에 대한 철학으로부터 분리시킨 대가로 
확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자연계에 대해 꽤나 확실하게 알고―즉, 과학
―있다. 그러나 그 앎이 어떻게 가능한가―즉, 철학―에 대한 이해는 두드러지게 분
파적이고 논쟁적이며, 좀 심하게 말해 우리 근대 문명의 불만족스러운 영역임을 알
고 있다. 과학의 훌륭한 질서와 확실성은 우리 문명의 또 다른 면에 있는 무질서와 
불확실성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우리는 근대 과학의 중심에 자리잡은, 분명히 17세기에 놓여 있던 거대한 
역설에 주의를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그 역설은 다시금 자연과학의 객관적이고 공정
한 성격과 주관성, 감정, 이해관계가 있는 일상적인 세계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지식이 객관적이고 공평한 것으로 이해되면 될수록 도덕적, 정치적 행위의 도구로
도 더욱 유용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역설적 요소이다(Shapin 1996: 163-164
[국역본: 197]).

  인용문의 요점은 근대 자연과학은 물론 성공적이지만, 그것이 자연철학
으로부터 분리된 것은 단지 그것이 이론적으로 성공적이었기 때문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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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성공을 이해하는 특정한 방식, 즉 자연과학이 정치, 종교, 철학 등
이 관여하는 “주관성”의 영역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성공적이라는 
관념 자체가 정치적으로 유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근대 자연과학과 철학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재고하게 해 주는 다른 연
구 동향들 중 하나는 낭만주의 사조에 대한 역사학적 평가의 변화이다. 낭
만주의 과학에 대한 과거의 통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낭만
주의는 물리학 중심의 계몽주의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것으로, 그 동기는 
과학적인 것과는 대조되는 도덕적인 것이다. 2)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계몽
주의 과학과 달리 낭만주의적 과학은 주관적이고 정성적이다. 3) 낭만주의
에서 과학의 중심은 생물학이며, 원자론적이고 기계론적인 계몽주의와는 
대조적으로, 낭만주의는 발생론적, 전체론적, 유기체론적이다. 4) 낭만주의
는 실제 과학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자연에 대해 
주장한다. 5) 결론적으로, 낭만주의는 과학에 관한 틀린 견해이다.50)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이런 통념에서 문제 없이 유지될 수 있는 주장은 낭만주
의적 형이상학이 유기체론적이라는 것뿐이다.51) 변화된 평가에 따르면, 오
히려 그 시절은 당시 영국 시인 새뮤얼 콜리지(S. T. Coleridge)의 말처럼 
“제2의 과학 혁명”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적인 이유
는 사람들이 흔히 “과학 혁명”이라고 간주하는 시점 한참 이후까지도 여
전히 자연철학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된 성공적인 연구 프로그램
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연구 프로그램의 형이
상학은 기계론적 철학과는 상극인 것이기도 했다.52)

  요약하자면, 자연 과학의 제도적 분리가 단지 그것의 이론적 성공 때문
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소박한 견해이며, 게다가 그런 분리가 모든 
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사회는 
우리에게 그런 지나치게 소박한 이해를 가지도록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셰이핀의 말대로, 그것은 우리 사회의 “신화와 전설”이다.

50) 이런 과거의 통념은 대표적으로 C. C. Gillispie의 저작에서 찾아볼 수 있다(길리
스피 1960/2005: 236-238).

51) Cunningham&Jardine(1990)이 편집한 논문집 등 참조.
52) 기계론적 철학의 위상에 대한 통념은 근대 “과학 혁명”에 대한 통념의 일부이기

도 하다.



- 95 -

  자연 과학이 자연 철학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것과 달리, 덕 이론은 아
무리 성공적이라도 철학, 특히 윤리학으로부터 분리되어 추구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덕 이론에 대한 정초적 물음의 수준에서는, 철학이 항상 
그래왔듯, 다양한 규범 윤리학적 입장들은 서로 대립할 것이다. 하지만 그
것을 곧바로 도덕적 속성을 포착하는 단일한 이론을 우리가 결코 손에 넣
을 수 없다는 뜻으로 오해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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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꺼운 용어의 평가적 불변성53)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도덕적 용어는 사실상 덕 용어들로, 이는 이른바 
두꺼운 평가적 용어의 핵심을 이룬다. 이번 장은 두꺼운 용어 혹은 개념과 
그것의 의미 이해를 둘러싼 비분리주의 대 분리주의 논쟁, 그리고 그 논쟁
이 도덕 실재론의 옹호에서 갖는 의의를 소개한 뒤, 두꺼운 용어에 관한 
분리주의적 입장들 중 화용론적 견해에 맞서 비분리주의를 옹호한다. 화용
론적 견해의 지지자들에 따르면, 두꺼운 개념을 표현하는 용어가 동반하는 
평가가 이의제기 가능하거나 가변적이라는 것은 두꺼운 개념이 평가를 함
축하지(entail)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두꺼운 개념에 관한 
의미론적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나는 화용론적 견해가 언
어적 자료들을 부적절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적절하게 해석할 경우, 두꺼
운 개념들, 특히 이 논의가 초점을 맞춰온 덕과 악덕을 표상하는 개념들이 
동반하는 평가는 이의제기 가능하지도, 가변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할 것이
다. 덕과 악덕의 개념들은 언제나 일정한 평가를 함축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우리가 의미론적 견해를 받아들일만한 강력한 근거가 된다.

4.1. 두꺼운 용어와 그 의의: 비분리주의-인지주의-실재론

  이제까지의 논의는 메타윤리학에서의 비환원적 자연주의를 옹호하는 입
장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도덕적 속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덕, 즉 도덕
적 성격 유형에 해당하는 속성이며, 그것이 인과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 내
지는 인과력의 일종이라는 것, 그리고 이에 어울리게 그러한 속성을 표상
하는 용어가 자연종 용어처럼 작동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도덕적 
성격에 의해 행위를 설명하는 인과적 진술의 특징은 그것이 이른바 두꺼

53) 이번 장은 필자의 2019년 논문을 약간 수정하여 포함시킨 것이다.



- 97 -

운 평가적 개념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나온 예시들에서 보자면, 
<타락>, <자비로움> 같은 개념들이 바로 그런 개념들에 속하며, 그들에 
대응하는 두꺼운 용어들이 두꺼운 개념들을 표현한다. 이런 개념들은 도덕
적 평가의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세계에 있는 어떤 속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 반면에 기존의 윤리학에서 주
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좋음>은 대표적인 얇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어떤 평가적 개념이 얇은지 두꺼운지 잘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두꺼운 혹은 얇은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히 규정
하기는 어렵더라도 말이다. 윤리학에서 주로 다루는 개념들에 한정하자면, 
대표적인 얇은 평가적 개념들은 ‘좋다’, ‘옳다’, ‘해야 한다’로 표현되는 개
념들이고, ‘용감하다’, ‘정의롭다’, ‘잔인하다’, ‘교활하다’ 등의 용어들로 
표현되는 개념들은 대표적인 두꺼운 개념들이다. 특히 윤리학에서는 덕/악
덕 개념들이 가장 핵심적인 두꺼운 개념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별로 이론
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는 실제로 덕 윤리학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필리파 풋(Philippa Foot)이나 존 맥도웰(John McDowell) 같은 철학
자들이 두꺼운 개념에 관한 메타 윤리학적 논의에서도 빈번하게 논의된다
는 점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얇은 개념과 두꺼운 개념을 잘 구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덕 
개념은 대표적인 두꺼운 개념이라는 점이 공유되었다면, 이제 두꺼운 개념
을 둘러싼 논의를 진행시켜 보자. 일군의 평가적 개념들에 대해 ‘두껍다’
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것들을 얇은 평가적 개념들과 대비시키고, 그럼으
로써 최근과 같은 형태로 논의의 장을 연 것은 윌리엄스(Bernard 
Williams)로 알려져 있다.54) 물론 그가 두꺼운 용어에 주목한 동기는 지
금 우리의 논의의 방향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55) 그는 철학적

54) 관련 논의들에서 ‘두꺼운 용어’와 ‘두꺼운 개념’은 거의 교환 가능한 방식으로 사
용된다. 이는 두꺼운 용어가 곧 그에 상응하는 두꺼운 개념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가정이 암묵적으로 공유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도 특별한 필요가 없는 
한, 두꺼운 용어와 개념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을 것이다. 윌리엄스는 1950년대 
필리파 풋(Philippa Foot)과 아이리스 머독(Iris Murdock)의 세미나에서 관련된 아
이디어를 처음 접했다고 언급하고 있다(Williams 1985/2006: 240).

55) 그의 경우, 얇은 용어들, 개념들의 분석에만 집중하는 기존의 언어적 철학의 방법
론이 도덕 철학의 문제들을 다루는 데서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두꺼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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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실-가치 이분법을 일상 언어에 대한 표면적 고찰로부터 정당화하려
는 시도에 반대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의 대표적인 비분리주의자들이나 이 
논문이 하듯이 사실-가치 사이의 경계를 궁극적으로 허무는 노선을 택하
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는 두꺼운 용어, 개념의 
특징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관련 논의를 위한 준거점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개념들이 적용되는 방식은 세계가 어떠한지(예컨대, 누군가가 어떻게 행동
했는지)에 의해 결정되는데, 동시에 그것들의 적용은 주로 상황에 대한, 사람 또는 
행위에 대한 특정한 평가를 동반한다. 나아가, 그것들은 주로 (필연적으로 직접적이
게는 아닐지라도) 행위를 위한 이유를 제공한다. 이러한 종류의 용어들은 확실히 사
실-가치 구별을 노출시키지 않는다(Williams 1985/2006: 129-130).

  이 설명에서 핵심은 두꺼운 개념들이 사실적 요소와 평가적 요소가 결
합되어 있는 개념들이라는 점이다. 특히 윌리엄스는 이러한 결합이 분리될 
수 없는 형태로 주어져 있다고 보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것이 두꺼운 개
념을 얇은 개념과 구분시켜주는 정확한 규정인지에 대한 별도의 논의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두꺼운 개념과 관련한 주요 논의는 바로 
이러한 식의 설명, 즉 그것이 사실적 요소와 평가적 요소로 분리될 수 없
는 개념이라는 규정에 대해 취하는 태도에 따라 갈리게 되는 입장들 사이
에서 벌어지는 논의라고 할 수 있다. 큰 틀에서 보자면, 윌리엄스를 따르
는 비환원주의자들 혹은 비분리주의자들은 두꺼운 개념들이 사실적 요소
와 평가적 요소로 분리, 환원될 수 없다고 보는 반면, 환원주의자들 혹은 
분리주의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이 논의는 일차적으로는 두꺼운 개념이 두 요소로 분리 가능
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한 논의이기는 하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개념이 
세계를 표상하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이 논의는 단지 일군의 개념들이 분리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한 논

어에 관한 고찰을 도입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두꺼운 용어들이야말로 
우리의 윤리적 삶에서 실제로 중요하게 사용되는 표현들이다(Williams 1985/2006: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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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상의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 개념은 일반적으로 세계에 있는 속성을 
표상한다고 여겨지므로, 우리는 두꺼운 개념들이 표상하는 속성들도 있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여기서 두꺼운 개념들에 관한 비분리
주의가 옳다고 해 보자. 그렇다면 두꺼운 개념들은 사실적 요소와 평가적 
요소로 분리 불가능할 것이고, 그것이 표상하는 속성 또한 바로 그렇게 사
실과 가치 중 어느 한 쪽으로 완전히 분류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지 않을
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즉, 그것은 사실-가치 이분법이라는 뿌리 깊은 고
정 관념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 반례인 것이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비분
리주의자들이 두꺼운 개념들에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주도해 온 근본적인 
동기였다.
  잘 알려져 있듯이, 두꺼운 개념에 관한 논의들은 인지주의 대 비인지주
의라는 구도 속에서 이루어져왔다. 그 중에서 비분리주의는 인지주의의 옹
호로 이어지는 입장이었다. 두꺼운 개념들은 설령 분리주의적 입장을 가지
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얇은 개념에 비해 객관
적인 사실을 기술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 그래서 비서술적인 태도를 표
현하는 것으로 설명하기에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두꺼운 개념에 관한 입장들 중 인지주의적 비분리주의
는 기본 값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비인지주의에게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겨
주는 식으로 논의의 구도가 형성되었다. 분리주의는 비인지주의가 두꺼운 
개념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전략이었던 셈이다.
  두꺼운 개념에 관한 최근의 분리주의 대 비분리주의 논쟁은 과거의 인
지주의 대 비인지주의라는 틀에서 벗어나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
도 그 논쟁이 그저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만은 아
니라는 점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각각의 인식론적 입
장들과 결합하기 쉬운 형이상학적 입장들이 있다. 비인지주의는 전통적으
로 가장 강력한 형태의 반실재론과 결합해 왔으며, 인지주의의 경우, 좀 
더 복잡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반실재론적이지는 않은 입장들과 대체로 결
합해 왔다. 또, 도덕적 속성에 관한 실재론, 반실재론은 보다 일반적인 수
준에서의 형이상학적 입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는데, 에이어 이래로 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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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론을 채택하는 주요 동기는 세계에 환원 불가능한 도덕적 속성 같은, 
“신비한” 존재자를 도입하지 않는 “과학적” 세계관을 옹호하기 위함이었
다. 대조적으로, 도덕 실재론자들은 이 세계에 무엇이 존재하는지와 관련
하여 좀 더 허용적인 경향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두꺼운 개념에 관한 비분리주의가 인지주의를 옹호하는 전략이었던 만
큼, 그것은 또한 그 이면에서는 도덕 실재론을 옹호하는 전략이기도 했다. 
적어도 대표적인 과거의 옹호자들에게서는 그러했다(Wiggins 1988, 
McDowell 1998). 또, 그들과 입장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최근의 대표
적인 비분리주의자인 커친 역시 인지주의-실재론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비
분리주의의 의의를 논한 바 있다(Kirchin 2017: 182ff). 비분리주의에서 
도덕 실재론으로 이어지는 그 생각의 흐름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
이다.
  1) 두꺼운 개념을 사용하는 판단들은 참, 거짓이 문제가 된다. 2) 두꺼
운 개념을 사용하는 판단을 참이거나 거짓으로 만드는 것은 세계에 있는 
사실 같은 어떤 것이다. 3) 두꺼운 개념을 사용하는 핵심적 판단들은 참이
므로, 그것을 참이게 만들어주는 속성이나 사실 같은 것 또한 이 세계에 
존재한다. 4) 게다가 두꺼운 개념은 분리 혹은 환원 불가능한 도덕적 개념
이므로, 그것을 사용한 판단을 참이게 만들어주는 대상 또한 그러할 것이
다. 이는 결국 도덕적 실재론에 상당한다.
  이는 사실 도덕 실재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옹호 논증과 거의 동일하
다. 다만 두꺼운 개념의 인지주의 친화적 특성이 1)을 얇은 개념만을 이용
한 도덕적 판단의 경우에 비해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논증은 이미 너무도 익숙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고한 도덕 실재론이라는 결론을 받아들이기 원치 않는 논자라면, 여기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흥미롭게도 최근의 비분리주의자인 커친은 과거의 대표적인 옹호자들과
는 달리, 이상의 생각들에 거리를 두려 한다. 그는 먼저 3)을 거부한다고 
볼 수 있는 오류주의와 1)을 거부한다고 볼 수 있는 비인지주의를 비판적
으로 언급한다. 거기서 그의 요점은 그들이 도덕 실재론에 대한 선입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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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잡혀 비교적 받아들일만한 형태의 도덕 실재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비분리주의와 연계된 도덕 실재론적 입
장, 즉, 도덕적 속성을 객관적으로 경험 가능하면서도 완전히 정신 독립적
이지는 않은, 로크의 이차 성질 비슷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 그런 받아들일
만한 도덕 실재론의 모습이 아닐까? 커친은 오류주의나 비인지주의에 비
해 그런 입장에 좀 더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너무 낙관적이라
는 점에서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두꺼운 개념이 표상하는 속
성들이 어쨌든 자연 과학이 언급하는 속성과 같은 수준에서 존재한다는 
생각에는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Kirchin 2017: 187). 비분리주의자인 이
상 4)에는 자동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므로, 결국 그의 입장은 2)를 거부하
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가 비록 아주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는 2)가 무반성적으로 받아들여진 진리 대응
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듯하며, 아마도 2)를 거부함으로써 전통적인 
비분리주의와 연계된 것보다는 좀 더 온건한 형태의 도덕 실재론적 입장
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읽힌다.56)

  2)를 거부하려는 것에 대해 내가 지적하고 싶은 바는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좀 더 간단한 것으로는, 대응론을 거부할 경우 염두에 두고 있는 더 
나은 대안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대응론의 반대자들조차도 그것이 직관적
으로는 가장 우선적으로 받아들일 법한 이론이라는 점에는 동의할 것이므
로, 대안적 이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지적하고 싶은 바는, 과연 2)를 받아들이는 것이 
대응론에 대한 완전한 개입을 정말로 필요로 하느냐는 점이다. 대응론은 
흔히 모든 판단이 단일한 대응 관계에 의해 참이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으
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두꺼운 개념을 사용하는 판단이 세계에 존재하
는 객관적 존재자에 의해 참이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꼭 그런 의미
에서의 대응론에 개입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하기 위

56) 커친 자신의 최종적인 입장에 대한 서술은 자세하다고 보기 어려워서, 나의 해석
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가 의외로 Blackburn의 “유
사 실재론”을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그것은 그 
자체로 상당량의 논의를 필요로 하는 미묘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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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필요한 것은 그저 두꺼운 개념이 동원되는 판단들의 참, 거짓이 문제가 
되는 바로 이 경우에 그것의 진리치가 객관적으로 결정된다는 것뿐이다. 
다른 판단의 경우에는 다른 방식에 의해 참이 될 수 있으며, 진리치가 객
관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단일한 대응(표상) 관계 같은 것은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2)는 진리 다원론 같은 입장을 취하더라도, 이 경우에 한정
해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이며, 참에 관한 특정한 이론적 입장이라기보다
는 상식적 생각을 풀어 쓴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편이 적절하다.
  만약 두꺼운 개념에 관한 비분리주의와 인지주의-실재론을 연결시키는 
위의 논증에서 무언가 좀 더 검토되어야 하는 전제가 있다면, 그것은 차라
리 4)일 것이다. 거기서 두꺼운 개념이 환원 불가능한 도덕적 개념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한 판단을 참이게 만들어주는 대상이 
그것을 표상하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환원 불가능한 도덕적 존재자일 것이
라고 말하는 부분이 그러하다. 이 경우에 한해 그러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는 어떤 숨겨진 전제가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개념이 환원 불가능하고, 그 개
념을 사용한 핵심 판단들이 객관적으로 참이라고 하더라도, 그 개념이 언
급하는 바로 그 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전통적인 비
분리주의의 옹호자들이 도덕적 개념과 유비시켰던 색깔 개념을 떠올려 보
자. 색깔 개념은 다른 개념들로 쉽게 환원되지 않는 것 같으며, 그 개념을 
사용한 주요 판단들은 세계의 사실에 의해 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철학적 관점에서 이 세계에 색깔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거
나, 적어도 근본적 존재자는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그에
게 그 이유를 묻는다면, 색깔은 이 세계에 관한 “최선의 이론”들이 언급하
는 존재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식의 설명이 유력하게 주어질 것이다. 그
가 보기에 색깔 개념은 이 세계에 정말로 있는 속성들을 그대로 표상하는 
개념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세계의 대상들을 분류할 때의 편의를 위해 있
는 개념일 뿐이다. 따라서 그런 개념을 사용하는 판단들이 설령 참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단은 그 개념이 언급하는 바로 그 속성에 의해 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근본적 속성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참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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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식의 논리로 누군가는 화학적 속성이나 생물학적 속성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때에도 역시 핵심은 그런 속성들을 언급
하는 개념을 동원하는 이론이 세계에 관한 최선의 이론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도덕적 속성을 언급하는 두꺼운 개념을 동원하는 
이론이 최선의 이론에 속하는지의 여부일 것이다. 전통적인 비분리주의의 
옹호자들은 우리가 두꺼운 개념을 사용해서 행하는 판단, 추론, 담화들이 
너무도 근본적이고 중요해서 환원, 제거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
다. 비록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위와 같은 맥락에서 
두꺼운 개념을 동원하는 이론이 “최선의 이론”에 속하느냐고 물었다면, 분
명 매우 복잡한 답변이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쪽의 답변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분리주의-인지
주의-실재론으로 이어지는 생각의 노선을 받아들였던 것이며, 진정한 존재
자들의 목록에 도덕적 속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본다.
  정리하자면, 두꺼운 개념에 관한 비분리주의에서 도덕 실재론으로 이어
지는 논증에 대해 비인지주의로 대표되는 과거의 분리주의자들은 두꺼운 
개념이 분리 가능하다고 도전함으로써 그 논증을 무력화하고자 한다. 두꺼
운 개념이 순수하게 평가적인 개념과 순수하게 기술적인 개념으로 분리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순수하게 기술적인 개념만이 속성을 표상하는 부분
이라는 생각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거기서 표상되는 속성 역시 순수하게 
기술적인 속성이라는 생각이 결합할 것이다(Blackburn 2013).57) 이 논문
의 입장은 두꺼운 개념에 관한 전통적인 비분리주의적 정신을 계승하되, 
개념의 표상적 요소가 아니라 보다 일반적이면서도 한 단계 나아간 문제
인 설명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비인지주의에 개입하지 않는 분리주의는 두꺼운 개념이 분리 가능한 경우, 
거기서 설명적 역할을 가지는 것이 순수하게 기술적인 개념과 그것에 대

57) 일반적으로 관련 논의에서 기술적 개념의 예로는 자연 과학적 개념이 아니라 친
숙한 일상적 개념들이 거론된다. 여기서 그 기술적 개념에 의해 언급되는 속성이 
다시 자연 과학적 속성으로 완전히 환원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어쨌든 
그런 순수하게 기술적인 속성은 도덕적 속성이 아니라는 것이 논쟁에서 공유되고 
있는 중요 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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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설령 그런 분리가 여의치 않다고 하더
라도, 여전히 두꺼운 개념은 우리 세계에 관한 최선의 이론에 포함되지 않
는다고 말함으로써 분리주의의 배후에 있는 취지를 살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이 논문은 그런 한 단계 더 나아간 시도에 대한 응답을 제공함으
로써 전통적인 비분리주의를 보완한다. 우리의 요점은 결국 덕 이론이 환
원 불가능한 인과적 설명을 제공하는 이론이라는 것이다. 어떤 이론이 환
원, 대체 불가능한 인과적 설명을 제공한다고 할 때, 그것이 세계에 관한 
최선의 이론에 속하지 못한다고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한 설
명은 내가 아니라 반대쪽에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두꺼운 개념에 관한 비분리주의에서 출발하는 도덕 실재론의 옹
호는 그 개념이 표상하는 속성이 환원 불가능한 인과적 설명을 제공하는 
이론이 언급하는 속성이라는 점이 보완될 때 더욱 강고해진다. 물론 이는 
두꺼운 개념에 관한 분리주의적 도전들이 해결 가능하다고 볼 때에 의의
를 갖는다. 이 논문의 문제 의식 하에서 보자면, 두꺼운 개념에 관한 분리
주의적 시도들은 도덕적 성격 유형에 의한 행위 설명을 환원하려는 도전
들로 이해된다. 즉, 그것은 덕 이론을, 덕 속성을 언급하지 않는 모종의 
이론으로 환원하려는 유력한 시도들이다. 마치 상식 심리학을 정신적 속성
을 언급하지 않는 이론으로 환원하려는 시도들처럼 말이다. 이런 점에서 
두꺼운 개념에 관한 분리주의적 도전들은 내가 지지하는 형태의 비환원적 
자연주의에 반대하는 쪽에서 제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이 점
을 통해 우리는 그 동안 메타윤리학에서 이루어져왔던 두꺼운 용어, 개념
을 둘러싼 논의가 어째서 그렇게 큰 의의를 갖는 것으로 여겨져왔는지도 
재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장과 다음 장에서 나는 그런 분리주의적 도전들에 
응답할 것이다.

4.2. 이의제기 가능성 문제와 평가적 가변성 문제

  여기서부터는 최근의 분리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들 가운데 한 명인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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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뤼넨(Väyrynen 2013)이 비분리주의에 대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것이다. 그는 두꺼운 개념의 평가적 요소가 분리 가능할 뿐만 아니
라, 해당 개념을 표현하는 문장의 의미론적 내용의 일부로도 볼 수도 없다
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두꺼운 개념의 평가적 요소는 화용
론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는 분리주의 중에서도 화용론
적 견해를 취하고 있다.58) 화용론적 의미는 흔히 비표상적인 것으로 간주
되므로, 최근의 분리주의가 비인지주의에 개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는 전통적인 비인지주의적 분리주의에 가까운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베이뤼넨이 비분리주의를 공격하면서 분리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제시하
는 것은 두꺼운 용어가 가진다고 여겨지는 이의제기 가능한
(objectionable) 성격이다. 곧 보겠지만, 이 문제는 두꺼운 개념의 “평가
적 가변성” 현상을 설명하는 기존의 문제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이 
문제는 하나의 두꺼운 용어, 개념이 맥락에 따라 어떻게 긍정적인 평가를 
함축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함축하기도 하는지를 설명하는 문제라
고 이해될 수 있다.59) 화용론적 견해를 지지하는 분리주의자들은 오래 전
부터 비분리주의자들이 두꺼운 용어의 평가적 가변성을 설명하는 데서 어

58) 의미론적 견해를 취하는 분리주의도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무어주의적인 분리주의
자를 떠올려 볼 수 있다. 그들은 두꺼운 개념의 평가적 요소를 비자연적 속성인 좋
음을 표상하는 부분으로 분석하려 할 것이다. 기존의 논의들에서 비분리주의자는 
인지주의자와 분리주의자는 비인지주의자와 거의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
만 이는 이 논의의 주요 참가자들이 실제로 가졌던 철학적 입장에 따른 우연적인 
양상일 뿐이다. 분리주의자들이 무어와 같은 인지주의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는 점을 지적한 것은 엘스타인과 허카(Elstein&Hurka 2009)의 공이다. 이들의 영
향 때문인지, 베이뤼넨은 인지주의 대 비인지주의 논쟁에 미리 개입함 없이 비분리
주의를 공격하고 분리주의를 옹호하고자 한다 (Väyrynen 2013: 14-15). 의미론적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

59) 평가적 가변성 현상은 가치 평가 기준의 상대성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평가적 
가변성은 평가 기준이 단 하나인 경우에도 발생하는 현상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
이 완전히 일관적인 심미안을 가지고 있으며, 섬세하다’가 두꺼운 용어라고 해 보
자. 이때 평가적 가변성 현상은 그 사람이 평가 기준의 변화 없이, 한 경우에는 특
정 예술작품에 ‘섬세하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드러내면서, 다
른 경우에는 그 표현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드러내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
론 그의 가치 체계는 일관적이므로, 각각의 경우에 평가 대상이 되는 예술작품들
(혹은 예술작품의 측면들)은 서로 다른 것이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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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을 해 왔다.60) 실제로 두꺼운 용어가 이의제기 가능
하다는 것과 평가적으로 가변적이라는 것은 거의 동일한 유형의 사례들에 
의해 뒷받침된다. 베이뤼넨의 견해가 전통적인 비인지주의적 분리주의에 
가깝다는 점이 여기서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내가 아는 한, 베이뤼넨의 작업은 이 논의와 관련하여 분리주의적 입장
을 단행본으로 엮어낸 최초의 사례이며,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최근의 몇몇 비분리주의자들은 이미 그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그들 
나름의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61) 나는 그들의 답변이 원론적으로는 가능
한 대안들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존의 답변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에서 만족스럽지 않다. 그들은 이 논의가 역사적으로 관
심을 기울여왔던 핵심적인 두꺼운 개념들이 덕과 악덕의 개념들이라는 사
실을 충분히 주의 깊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 물론 이는 분리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논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덕과 악덕의 개념들에 한정한
다면, 두꺼운 개념은 중요한 의미에서 이의제기 가능하지 않으며, 평가적
으로도 불변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제 베이뤼넨(Väyrynen 2013)이 비분리주의에 대해 어떤 문제를 제기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비분리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두꺼운 
용어가 사실적 요소와 평가적 요소로 분리할 수 없는 단일한 개념을 표현
하는 것이라고 할 때, 해당 용어의 사용은 모종의 얇은 평가(두꺼운 개념
을 사용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평가)를 함축하는(entail) 것처럼 보인다.62) 
예컨대,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그는 매우 잔인하다”고 말한다면, 내가 
굳이 따로 말하지 않더라도 그를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63) 여기서 특히 비분리주의자는 평가적 요소가 두꺼운 개

60) 블랙번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의 입장은 Blackburn(2013)에 요
약되어 있다.

61) 로버츠(Roberts 2013), 커친(Kirchin 2017)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베이뤼넨이 
제기한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미학에서의 화용론적 견해를 비판하고 
있는 최근홍(2015)의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62) 연구자에 따라, 그리고 분과에 따라 ‘entail’을 ‘함의’로 번역하기도 한다. 특히 언
어학계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함의’는 화용론에서 말하는 
‘implicature’의 번역어로서 더욱 적합하다고 여겨지므로, 나는 ‘entail’을 ‘함축’으
로 번역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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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의 분리 불가능한 측면이라고 하였으므로, 우리가 개념을 문장의 의미인 
명제를 이루는 구성 요소로 본다면, “그는 매우 잔인하다”와 같은 발화된 
문장은 그 의미론적 내용으로서 그 사람에 대해 나쁘다고 평가하는 내용
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매우 잔인하다”로부터 “그는 나쁜 
사람이다”는 전자의 의미에 의해 함축될 것이다. 베이뤼넨은 비분리주의적
인 입장을 따를 때 두꺼운 개념들이 가진다고 여겨지는 위와 같은 성격을 
“본래적으로 평가적임(Inherently Evaluative)”이라고 부른다.64)

  이렇듯 두꺼운 용어가 포함된 문장이 특정한 평가를 의미상으로 함축한
다고 해 보자. 이에 대해 베이뤼넨이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한 마디로 
그것이 우리의 언어적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직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부정만 가지고 검
토해 보도록 하자. 어떤 문장이 의미상 함축하는 바를 부정하면 부적절하
게 들린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철수는 총각이다. 하지만 그는 결혼한 남
자이다”라고 말한다면, 무언가 특별한 설명이 주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의 말을 이해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그렇다면 두꺼운 개념이 함축한다고 
여겨지는 평가에 대해서도 우리의 직관이 같은 식으로 작동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베이뤼넨의 생각이다. 이를 보이기 위해 그가 제시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마돈나의 공연은 음란하다(lewd).

  여기서 ‘음란하다’가 직관적으로 두꺼운 용어라는 데에는 일단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의에 따를 때 이 용어를 사용한 (1)과 같은 

63) 대표적인 비분리주의자인 퍼트남이 들고 있는 예이다 (Putnam 2002: 34[국역본: 
70쪽]).

64) 이는 다음과 같이 정식화된다. 두꺼운 개념을 표현하는 술어 T는 만약 x는 T이다
라는 형식의 T-문장들이 개념적인 문제로서 혹은 의미론적 규칙 덕분에, x는 특정
한 방식으로 좋다(T의 결합가(valence)가 긍정적인 경우) 또는 x는 특정한 방식으
로 나쁘다(T의 결합가가 부정적인 경우)를 함축하는 경우 의미상으로, 즉 본래적으
로 평가적이다 (Väyrynen 2013: 33). “개념적인 문제로서 혹은 의미론적 규칙 덕
분에”라는 구절은 그가 의미론적 전제나 규약적 함축 같은 기제들도 폭넓게 의미
론적인 것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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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상으로 함축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런데 
베이뤼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장들의 발화도 우리의 언어적 직관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이상하지 않다.

(2) 마돈나의 공연이 음란하든 말든,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드러내는 것은 어떤 식
으로든 나쁘지 않다.

(3) 마돈나의 공연이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포함하든 말든, 그것은 그 점에 있어서 
조금도 나쁘지 않다 (Väyrynen 2013: 70).

  위의 발화들에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라는 구절이 추가된 이유는 ‘음
란하다’는 두꺼운 용어에 대한 그의 분석 때문이다 (Väyrynen 2013: 58). 
비분리주의자들이 그의 분석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또, ‘~하든 말든’이
라는 표현이 사용된 이유는 마돈나의 공연이라는 하나의 특정한 사례가 
정말로 음란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여기서 논의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드
러내기 위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위의 발화들이 마돈나의 공연이 음란하
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함이 함축하리라고 기대되는 나쁘다
는 평가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 사례에 대해 두꺼운 용
어, 개념이 정말로 적용된다고 간주하기로 한다면, 본질적인 문제는 좀 더 
간단한 문장을 통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4) 마돈나의 공연은 음란하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그 점에서 조금도 나쁘지 않다.

  이렇듯, 비분리주의에 따를 때 두꺼운 용어가 의미상으로 함축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평가에 대해 합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두꺼운 용어가 의미상으로 평가를 함축한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 문제 제기의 핵심이다. 물론 의미론적 견해를 옹호하
는 쪽에서는 위와 같은 언어적 직관을 어떤 식으로든 해명하려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미론적 견해에서 가능한 어떠한 설명보다도 화용론
적 견해에서 나온 설명이 낫다는 것이 베이뤼넨이 화용론적 견해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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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이 지점에서 잠시 몇몇 분리주의자들이 오래 전부터 제기해온, 두꺼운 
용어의 “평가적 가변성” 현상을 설명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4)와 
같은 발화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면,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음
란하다’와 같은 용어가 긍정적인 평가를 드러내도록 사용되는 상황도 생각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화용론적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4)에
서 ‘조금도 나쁘지 않다’를 ‘좋다’로 바꾸어 말해도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
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언어적 직관을 일반적으로 받아들
인다면, ‘음란하다’와 같은 두꺼운 용어들은 평가적으로 가변적이다. 분리
주의자들은 평가적 요소가 개념에 붙박여 있다고 보는 비분리주의가 이러
한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해 왔다. 물론 말할 것도 없이 
평가적 요소가 분리된다고 보는 분리주의의 입장에서 평가적 가변성을 설
명하는 것은 매우 쉽다. 그것은 두꺼운 개념을 이루는 사실적 요소에 대해 
경우에 따라 다른 평가적 태도를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는 것에 의해 
간단히 설명된다.
  베이뤼넨은 이러한 전통적인 평가적 가변성의 문제가 비분리주의자들에
게 결정적인 비판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한다(Väyrynen 2013: 215). 
그만큼 그는 자신의 문제 제기가 기존의 것보다 우월하고 차별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매우 유사한 언어적 
직관에 의해 추동되고 있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생각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통적인 문제는 하나의 두꺼운 용어가 맥락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
적인 평가를 드러내도록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반면
에 ‘새로운’ 문제는 두꺼운 용어들이 맥락에 따라 평가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두꺼운 용어
가 동반하는 평가가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것보다 일체의 평가 자체가 맥
락에 따라 동반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비분
리주의에 대한 더욱 확실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할 법하다.
  그런데 이 차이는 베이뤼넨이 (4)와 같은 사례들에서 두 번째 문장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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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그것은 바로 그 점에서 조금도 나쁘지 않다’)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비
롯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는 이런 유형의 발화들이 두꺼운 용어의 
평가적 요소를 분리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에게 문제가 되는 사례들은 두꺼운 용어가 어떠한 평가도 드러
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평가 독립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해 좋지도 나
쁘지도 않은 평가를 내리기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중립적
인 평가의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마돈나의 공연은 음란하다. 하지만 그것
은 바로 그 점에서 조금도 나쁘지 않다’는 식의 발화는 마돈나의 공연이 
음란하기는 하지만 나쁘지는 않다는 중립적인 평가를 드러내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전통적인 문제 제기와 베이뤼넨이 제
기하는 문제 사이의 차이점은 그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렇게 크지 
않다.
  베이뤼넨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이 대목에서 그가 긍정
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65) 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지금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우리가 중립적인 평가를 인정한다면, 전통적인 평가적 가변성의 문제를 조
금 확장시켜 이의제기 가능한 두꺼운 용어의 문제를 포괄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제 비분리주의자에게 주어진 문제는 두
꺼운 용어가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긍정/부정/중립) 평가를 드러내는 현상
을 설명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4.3. 기존의 답변과 그 문제점

65) 이전 각주 참조. 한 가지 의아한 점은, 그가 자신의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평가적 
결합가로서 긍정/부정 두 가지만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 전통적인 평가적 가변성의 
문제를 논할 때에는 중립적 결합가도 고려하는 듯한 표현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다 (Väyrynen 2013: 215ff). 참고로 베이뤼넨은 기본적으로 평가라는 것을 좋은/
나쁜 정보로 보고 있다 (Väyrynen 201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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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주의적이고 화용론적인 견해를 지지하는 베이뤼넨의 논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두꺼운 용어, 개념에 관한 비분리주의
가 옳다면, 두꺼운 용어를 포함하는 문장들의 발화는 의미상으로 평가를 
함축할 것이다. 그런데 두꺼운 용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함축
하지 않는 적절한 발화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평가는 그러한 문장들의 
의미론적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평가적 요소는 두꺼운 개념의 분
리 불가능한 측면이 아니다.
  지난 절에서 보았듯이, 베이뤼넨이 선호하는 사례인 ‘마돈나의 공연은 
음란하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그 점에서 조금도 나쁘지 않다’와 같은 발
화들이 어떠한 평가도 함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까닭은 그가 여기
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만을 인정하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
에 그가 제기하는 문제에 답하고자 하는 비분리주의자들은 바로 이 부분
을 공격한다. 오로지 두 종류의 평가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면, 문제가 
되는 사례들 또한 모종의 평가를 함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베이뤼넨은 자신의 근본적인 전제를 문제삼는 위와 같은 반론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 (Väyrynen 2013: 208ff). 그는 긍정, 부정 두 
종류로 환원되지 않는 평가를 인정하는 견해가 적어도 아직은 충분히 발
전되지 않았다고 진단하면서, 그러한 입장이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있다는 점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평가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럴듯한 설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문제 
제기의 기저에는 긍정, 부정 두 종류로 환원되지 않는 평가라는 것이 앞선 
두 종류와 달리 자명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깔려 있
다. 평가라는 것이 자명하게 이해되는 두 종류로 완전히 분류된다면, 평가 
자체에 대한 설명은 불필요할 수도 있다. 반면에 그렇지 않다면 평가 자체
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당연하게도 비분리주의자들은 위와 같은 문제 의식을 공유하지 않는
다.66)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거의 선결문제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

66) 비분리주의자들은 평가 자체가 무엇인지에 관해 논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특정한 문제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예컨대, (Kirchin 2017: 4-5) 참조. 이 논문의 목적을 위해서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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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것이다. 최근의 대표적인 비분리주의자들 중 한 사람인 커친(Kirchin)
의 작업을 보면 이 점을 알 수 있다. 그는 우리가 이미 긍정, 부정 두 종
류가 아닌 평가들을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사례들을 제시
함으로써 보이려고 한다(Kirchin 2017: 111). 물론 반대자들을 설득하기
는 어려울 것이다. 비교적 최근의 논의이므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많은 문제들의 경우와 같이, 이 역시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는 더 이상의 
설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서로 충돌하는 견해들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일일 수 있다. 한 쪽에서는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평가라는 것
이 신비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다른 한 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볼 
것이다.
  평가적 가변성의 문제에 관한 논의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화
용론적 견해를 고수하는 쪽에서는 두꺼운 용어들이 평가적으로 가변적이
라는 것이 그것들의 평가적 요소가 분리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미론적 내
용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여긴다. 그들은 두꺼운 용어라고 간주되는 용어들
이 매번 일정한 평가를 동반해야만 평가적 요소가 두꺼운 용어와 그것이 
표현하는 두꺼운 개념의 분리 불가능한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의미론적 견해를 고수하는 비분리주의자들의 답변은 간단하게도 그런 전
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데, 이에 대해 반대자들은 의미론적 견해를 취
하는 한, 그것은 진정한 선택지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의 문제 의식은 비분리주의자들이 지나칠 정도로 수세
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그들의 대응이 일
관적이며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답변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식의 대
응 과정에서 보다 중요한 과제가 망각되고 있다. 우리는 화용론적 견해를 
주장하는 논자들이 제시하는 사례들을 지나치게 쉽게 받아들이거나, 충분
히 문제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앞서 보았듯이, 그들의 문제 제기는 흔히 
우리가 공유하는 언어적 직관에 호소하는 사례들과 더불어 시작된다. ‘마
돈나의 공연은 음란하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그 점에서 조금도 나쁘지 않
다’와 같은 발화들을 베이뤼넨을 따라 일체의 평가 자체가 취소되는 것으

가 자체의 본성에 대한 특별한 견해를 취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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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든, 아니면 어떤 두꺼운 용어의 평가적 가변성을 예증하는 사례로 보
든, 그것은 어쨌든 그러한 발화들이 말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성립한다. 
만약 그런 발화들이 말이 되지 않는다면, 비분리주의가 해결해야 할 문제
는 줄어들 것이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독자들을 
설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두꺼운 용어들이 덕이나 악덕을 가리키는 용어들인 것은 물론 아
니다. 하지만 적어도 메타 윤리학의 영역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왔던 두
꺼운 용어들이 덕과 악덕을 가리키는 용어들이라는 점을 환기할 필요는 
있다. 전면에 내세우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아닐 뿐, 화용론적 입장을 취하
는 분리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발화들도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5)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은 용감하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 점에서 꼭 좋은 것은 아니다.

(6)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잔인하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 점에서 꼭 나쁜 
것은 아니다.67)

  ‘용감하다’는 덕을 가리키는 용어로, ‘잔인하다’는 악덕을 가리키는 용어
로 볼 수 있다. 결국 (5)는 덕이 좋지 않을 수 있다고, (6)은 악덕이 나쁘
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 셈이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화용론적 
견해는 ‘x는 정의롭다. 그렇지만 그것은 바로 그 점에서 나쁘다’와 같은 
식의 발화도 원칙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본다.68) 하지만 우리
는 (5), (6)과 같은 사례들이 화용론적 견해가 전면에 내세우는 ‘마돈나의 
공연은 음란하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그 점에서 조금도 나쁘지 않다’와 
같은 사례들과 비교하면, 훨씬 더 부적절하다는 직관을 가지고 있다. 베이
뤼넨도 우리가 그런 직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듯 보인
다. 하지만 그가 보기에 그런 표현들이 부적절하게 들리는 까닭은, 우리의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단지 그런 표현들이 적절하게 들

67) (Väyrynen 2013: 71)의 사례들을 단순화시킨 것이다.
68) (Blackburn 2013: 131)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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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상황들을 쉽게 상상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논지를 
강화시켜 줄 사례로, 정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 등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Väyrynen 2013: 150). 이는 우리가 부적절하다고 잘못 여기는 표현
들이 적절하게 사용되는 진정한 사례로 간주된다.
  거의 말한 바가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 같은 비판
적 사상가들에 대한 위와 같은 식의 해석은 의심스러운 것이다.69) 다만 
논의가 특정 철학자 혹은 이론에 관한 해석상의 논쟁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그러한 비판적 사상가들이 공유하는 문제 의식을 일반
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말하고자 한 바
가 그들이 표면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
음을 알게 될 것이다.

 4.4. 두꺼운 개념들은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가?

  일단 화용론적 견해가 전면에 내세우는 사례들과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에게 
그 적절성이 다르게 여겨지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양자는 모두 악덕을 
나쁘지 않다고(혹은 좋다고) 말하거나, 덕을 좋지 않다고(혹은 나쁘다고) 
말한다. 내가 보기에 우리가 좀 더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례들이 그렇게 
생각되는 까닭은 얇거나 두꺼운 평가적 용어들이 종종 우리가 잘 의식하
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다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그것들의 적용 사례에 대한 언어적 직관을 시험하는 일은 다른 명백한 용
어들의 경우와 달리 단순하지 않으며,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그것들은 여
러 가지 해석을 허용하는데, 그 중 우리에게 중요한 해석을 따를 경우, 다

69) 그는 알렌 우드(Allen Wood)의 해석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 우드의 요점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체제를 불의한 것으로 보지 않았
다는 데 있다. 이는 오히려 불의와 도덕적으로 나쁨 사이의 함축 관계를 자명하게 
전제하는 해석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드의 해석에 대한 코헨(Cohen)의 비판을 보
면 이 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들 사이의 논쟁은 자본주의 체제가 불의한
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한 것이다. (Cohen 19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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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부적절하게 여겨질 것이다.
  선호되는 사례인 ‘마돈나의 공연은 음란하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그 점
에서 조금도 나쁘지 않다’와 같은 발화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우
선 여기서 ‘바로 그 점에서’라는 구절은 중요하게 취급될 필요가 있다. 이 
단서가 없다면, 우리가 문제삼고자 하는 발화들은 훨씬 더 쉽게 적절한 것
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덕과 악덕 그 자체는 언제나 좋거나 나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평가 대상 안에 때때로 그것을 압도하는 다른 좋음과 나
쁨이 있을 수 있음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대상에 대해 덕이나 악덕을 가리
키는 두꺼운 평가적 용어가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상에 대한 평가는 
바로 그 덕이나 악덕만을 고려할 때와는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마돈나
의 공연이 음란하다는 바로 그 점에서는 설령 나쁘다고 할지라도, 다른 좋
은 점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우
리가 검토하는 사례에 있는 ‘바로 그 점에서’라는 구절은 해당 발화가 이
런 식으로 이해되지 않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한다. 즉, 덕과 악덕을 가리키
는 용어들에 동반되는 평가가 일정하다는 것은 그것이 다른 항목들에 대
한 고려 없이 평가를 수행할 때에 그러하다는 뜻이다.70)

  여기까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은 바로 그 다음부터
이다. ‘바로 그 점에서 조금도 나쁘지 않다’고 할 때, 우리는 마돈나의 공
연이 무엇으로서 나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지난 장에서 보았듯
이, ‘좋음’이나 ‘나쁨’은 한정적 형용사로 분석되어야 하며, 암묵적으로라
도 특정한 종류에 상대화되어 적용된다.71) 그리고 우리는 그 종류 개념이 

70) 그래서 ‘그 판결은 정의로웠지만, 그 때문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비참해졌다’와 
같은 식의 발화는 말이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판결의 한 측면인 정의로움
과 그것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결과인 모든 사람들의 비참함이라는 상태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비참해진 것은 나쁜 결과일 수 있지만, 
그것은 정의로운 그 판결이 정의롭다는 바로 그 점에서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것이 정의롭다는 점에서 좋음이라는 속성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판결의 
다른 측면들 혹은 그것이 수행된 상황 속에 있는 다른 요소들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나쁜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특별히 
흥미로운 경우는 예컨대, 강한 덕의 단일성 논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한 사람이 정의롭기는 하지만 자비를 결여하고 있는 경우, 그의 인격을 어떻게 평
가해야 할지에 관한 것이다.

71) 이 견해는 베이뤼넨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한정적 형용사에 대한 자세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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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충해서 해당 술어를 
이해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우리는 마돈나의 공연이 음란하
지만, 바로 그 점에서 조금도 나쁘지 않다는 말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그
것이 공연으로서 나쁘지 않다고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검토하는 
발화가 메타 윤리학의 영역에서 두꺼운 개념의 평가적 요소에 관한 화용
론적 견해를 주장하기 위한 사례로서 제시된 것이라면, 그렇게 이해되어서
는 안 된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공연, 즉 예술의 한 종류로서 평가한다는 
것은 그것의 미적 가치를 논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기울여야 하
는 것은 대상의 미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 대상이 여러 가지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여긴다. 그리고 대
상이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를 표현하는 용어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대상
이 가지는 가치들 중 어떤 가치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려준
다. 우리가 허구적인 문학 작품에 속하는 특정 발화에 대해 그것이 문자 
그대로 참인지의 여부, 즉 인식적 가치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는 덕과 악덕을 가리키는 용어들이 기본적
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 적용되는 표현들인지 이미 잘 알고 있다. 그 용어
들은 사람의 성격과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표현들이다. 두꺼운 용어를 사
용하여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는 용감하게 행동했다’ 등의 발화를 
할 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대상의 미적 가치가 아니다. 그때 우
리가 대상의 ‘도덕적 가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썩 내키는 것
은 아니지만, 어쨌든 근대적인 가치론 하에서 보자면, 그것은 미적 가치와
는 구별되는 도덕적 가치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요컨대, 지금 우리가 논하는 두꺼운 용어들은 대상의 도덕적 가치를 평
가하기 위한 용어들인데, 화용론적 견해가 선호하는 사례에서는 ‘마돈나의 
공연’이 자연스럽게 예술 작품이라는 종류로 분류됨으로써 이 점이 쉽게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명시적인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교정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명은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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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돈나의 공연은 음란하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그 점에서 미적으로 조금도 나
쁘지 않다.

(8) 마돈나의 공연은 음란하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그 점에서 도덕적으로 조금도 
나쁘지 않다.72)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8)과 같은 발화들이 말이 되는지의 여부
이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8)이 그래도 적절한 발화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7)을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대한 거부감
이 보다 적다는 것을 확인한 것만으로 충분하다. 도덕적 가치와 미적 가치
가 독립적이라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7)과 같은 발화의 적절함도 
쉽게 이해될 수 있다.
  (7)만큼은 아니겠지만, (8)이 여전히 적절한 발화라고 여겨지는 주요 이
유는 무엇인가? 일단 여기서 우리가 ‘도덕적’이라는 표현을 불가피하게 사
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어떤 예술적 표현이 음란하다고 해서 
꼭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우리의 생각이 작용하
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은 여기서 두꺼운 용어인 ‘음란하다’는 표현이 명백하게 악덕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사용되고 있느냐는 것이다. ‘음란하다’는 어떤 경우에는 성적
인 것과 관련된 악덕을 가리키는 표현 같기도 하고, 다른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특히 예술적 표현에 대해 적용될 때, 이 표
현은 단지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포함된> 정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될 때, 이 표현이 정말로 평가적 개념을 표현하는 것인
지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그 점은 일단 문제삼지 않기로 하자. 어쨌든 내
가 보기에 (8)과 같은 발화들이 여전히 적절하게 느껴지는 주요 이유는 
‘음란하다’가 ‘잔인하다’나 ‘불의하다(unjust)’와 같은 표현에 비해 악덕을 
가리키는지가 확실치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72) 도덕적인 좋음이 곧 모든 것을 고려한 좋음은 아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도덕적인 좋음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어떤 것이 도덕
적으로는 좋지만 단적으로는 좋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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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용론적 견해의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사례를 통해 두꺼운 용
어와 개념 일반에 관한 이론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덕과 악덕의 개념들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이 논의는 오히려 그 개념들에 초점을 맞춰왔다. 따
라서 관건은 명백하게 덕과 악덕의 개념을 표현하는 용어들과 그것이 함
축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가에 대해 적절하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가이
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음란하다’를 관련된 좀 더 확실한 용어로 대체해 
보자. 고대적인 전통에 따르자면, 지금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악덕은 성적
인 즐거움과 관련한 ‘무절제함(무분별함)’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이렇
게 바꿀 경우 우리가 논하고 있는 대상인 마돈나의 공연이 정말로 무절제
하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더욱 증폭될 수 있지만,73) 우리의 관
심사는 어떤 대상이 실제로 성적으로 무절제한지의 여부가 아니므로, 애초
에 논란의 여지가 덜한 대상을 예시로 삼음으로써 우리의 직관을 확인하
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곳에 시선을 덜 빼앗길 수 있을 것이다.

(9) 공공 장소에서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은 무절제하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그 점에서 도덕적으로 조금도 나쁘지 않다.

  논란의 여지 없이 성적으로 무절제한 사람, 혹은 행위에 대해 그것이 바
로 그 점에서 도덕적으로 조금도 나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적어도 그런 발화는 화용론적 견해를 지지하는 논자들이 전면에 
내세우고 싶어하는 사례는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 (8)과 같은 식의 발화
가 (9)와 같은 부류로 이해된다면, 그것은 화용론적 견해의 지지자들이 선
호하는 사례는 아닐 것이다. 반면에 그것이 다른 식으로 이해된다면, 그것
은 두꺼운 용어와 개념에 관한 일반화된 설명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사례가 된다.
  사실 우리의 직관을 시험하기에 이제까지 다룬 사례들은 어떤 점에서 

73) 사실 나는 예술적 표현이 예술적 표현이라는 바로 그 이유에서 성적으로 무절제
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예술적 표현은 설령 그것이 부적절한 성적 충
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승화된, 즉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형태로 제시
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정도 절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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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이 아니기는 하다. (9)를 예로 들자면, 그것이 의미론적 견해를 옹호하
는 것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부적절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절
제하다’가 나쁘다는 도덕적 평가를 함축한다는 바로 그 점 때문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9)는 다른 이유에서 부적절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애초에 우리가 공공 장소에서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 보자. 실제로도 물론 그러
한데, 그렇다면 (9)가 부적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거기서 사용된 두꺼운 
용어가 특정한 도덕적 평가를 함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용어의 적용과 
무관하게 우리가 이미 자명하게 가지고 있는 도덕적 판단에 위배되는 발
언을 그것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심이 가능하다. ‘노골적인’과 같은 
부정적인 표현이 그런 의심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마찬가지로 (8) 역시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진 인물과 행위를 언급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미 그 
대상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판단 때문에 그것이 의도치 않게 적절
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거나, 쉽
게 알 법한 사람, 행위에 두꺼운 용어를 적용시키는 사례를 구성할 경우, 
그런 의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우
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나 행위를 가지고 사례를 만드는 것이 나을 텐데, 
여기서 나의 질문은 과연 그런 사례들 전반을 놓고 본다면, 베이뤼넨과 같
은 화용론적 견해가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오히려 단
순하게 ‘그는 잔인하다, 하지만 바로 그 점에서 그는 조금도 나쁘지 않다’
나 ‘그 행위는 정의롭다, 하지만 바로 그 점에서 그것은 조금도 좋지 않
다’와 같은 식으로 선행하는 도덕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는 사례들을 구
성한다면, 우리의 직관은 이미 그것들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으
며, 이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왜 화용론적 견해가 도전자적인 위치에서 입
증의 부담을 지고 있는지를 더욱 잘 보여주게 된다.
  이 지점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은 두꺼운 개념에 관한 비분리주의 대 
분리주의 논쟁은 분리주의가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는 싸움이라는 점이
다. 비분리주의가 보다 우리의 일차적인 직관에 가까운 입장이라는 점도 
그렇지만, 비분리주의의 입장에서는 알려진 모든 두꺼운 개념들이 분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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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그러하다.74) 우리는 
덕 용어로 대표되는 핵심적인 두꺼운 개념들만이, 극단적으로는 하나 이상
의 두꺼운 개념이 분리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성공적인 
데 반해, 분리주의는 모든 두꺼운 개념들이 분리 가능하다고 주장하려 하
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령 화용론적 분리주의가 ‘음란하다’에 대해 그것이 
분리 가능함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런 방식으로 모든 두꺼운 개념
들이 분리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야만 성공적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지적의 요점은, 화용론적 견해에 가장 유리한 것으
로 보이는 사례조차도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평가적 용어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키
려는 것이다. 의미론적 견해의 입장에서는 상대편에게 가장 유리한 그 한 
사례만은 옹호를 포기한다는 선택지도 처음부터 열려 있었다. 두꺼운 개념
들 전반을 본다면, 화용론적 견해에 불리한 사례들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런 사례들에 대한 해명은 요원해 보이기 때문이다.

 4.5. 명백한 덕/악덕 개념의 이의제기 불가능성과 평가적 
불변성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 일견 적절하게 들리는 ‘마돈나의 공연은 음란하
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그 점에서 조금도 나쁘지 않다’와 같은 발화들이 
왜 보기보다 덜 적절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은 여전히 그런 발화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것
은 용감하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 점에서 (도덕적으로) 꼭 좋은 것은 
아니다’와 같은 발화들에 비하면 덜 부적절하다고 여길 수 있다. 그 정도
가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말이다. 그리고 화용론적 견해
의 옹호자들은 비판적 사상가들의 작업을 예로 들면서 어찌되었든 우리가 

74) 이와 관련하여 분리 불가능한 개념들만이 두꺼운 개념이라는 식의 이해도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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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고 있는 모든 발화들이 적절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제 드디어 이 
문제를 다룰 때가 되었다.
  나에게 확인할 능력은 없으므로, 마르크스, 니체 같은 비판적 사상가들
이 실제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은 용감하다. 하
지만 그것이 바로 그 점에서 (도덕적으로) 꼭 좋은 것은 아니다’와 같은 
식의 발언들을 했다고 해 보자.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단지 그 말만을 하
지는 않았을 것이다. 합리적인 사람이 일견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말을 
할 때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에게 무슨 뜻
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냐고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가 남긴 다른 말들을 통해 문제적인 그의 발화를 해석하려 할 
것이다. 비판적 사상가들의 발화에 대해서도 같은 식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비판적 사상가들이 온갖 미묘한 논점들을 제기한 바 있기는 하지만, 그
들의 기획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당대에 통용되던 가치관에 도전하는 것이
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들의 가치관과 당대의 통념적 가치관 사이에서 
중요한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인데, 누구나 그렇듯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관
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예컨대, 다수의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약이 완전히 자발적인 것이
며,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즉 도덕적으로 좋거나 적어도 허용되는 것이라
고 믿고 있다고 해 보자. 반면에 비판적 사상가들은 이런 계약이 좋지 않
다고 믿으며, 그러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자 한다. 이때 그는 단순히 
‘그 계약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우리는 그가 굳이 추가적으로 말하지 않더라
도, 그가 그것에 대해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비판적 사상가가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반드시 위와 같이 말할 필요는 없다. 특히 그가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당
대의 뿌리 깊고 광범위한 가치 체계를 공격하려 할 때, 그는 ‘정의로운 것
은 좋은 것이 아니다’와 같은 식의 발화들을 함으로써 자신의 비판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말할 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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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가 ‘정의로운 것’이라는 언어 표현으로 의미하는 바가 <당대 사람들
이 정의롭다고 여기는 것들>이라는 것을 안다. 설명의 순서에 맞게 말하
자면, 오히려 우리는 그 표현이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발화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정의롭다’와 같은 덕을 가리키는 두꺼운 용어를 <당대 사람들이 
정의롭다고 여기는 것들>을 의미하도록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
심이다. 이렇게 사용될 때 이 표현은, 발화자의 기준에서는, 덕, 즉 진정으
로 바람직한 성격이나 행위 유형들 가운데 하나를 의미하도록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발화자는 사람들이 정의롭다고 여기는 것들이 
자신이 보기에는 실제로 정의롭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원
한다면 우리는 ‘정의롭다’는 표현에 큰따옴표를 붙이는 등의 표기법을 활
용해 이 점을 더욱 분명히 드러낼 수도 있다.75)

(10) “정의로운” 것은 바로 그 점에서 도덕적으로 나쁘다.

  더 나아가, 이런 기법을 통해 일견 모순되게 들리는 발화도 말이 되는 
것으로 손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12) “도덕적으로 좋은” 것은 도덕적으로 좋지 않다.

  ‘도덕적으로 좋은’이 이런 의미에서 이의제기 가능한 용어라고 해서 그
것이 평가를 함축하지 않는다거나, 평가적으로 가변적이라고 말하기는 어
려울 것이다.76) 그렇다면 두꺼운 용어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75) 사실 베이뤼넨이 이러한 취지의 반론을 검토하는 부분이 있다 (2013: 85-88). 문
제는 거기서 그가 자신이 선호하는 사례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런 용
법을 “역 콤마(inverted comma) 사용”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표현이 헤어
(Hare)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헤어는 가치 판단이 명령을 함축하는
지의 여부를 논하기 위해 이런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Hare 1952: Ch.11).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헤어 자신의 원래 문제와는 독립적이다.

76) 로버츠도 유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Roberts 2017: 216). 게다가 같은 식으로 
더 나아가면, “좋은 것은 좋지 않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가능하게 되는데, 이로부



- 123 -

즉, 두꺼운 용어가 정말로 덕이나 악덕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사용되는 
한, 그것이 동반하는 평가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기존 도덕관에 대한 다른 형태의 비판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전
통 도덕에 대한 비판가들은 종종 ‘x는 덕인가?’와 같은 식의 비판적 물음
을 제기해왔다. 특히 전통적인 기독교적 덕목들에 대한 비판적 물음이 서
양 철학사에서는 중요할 것이다. 기존 사회에서 덕이라고 간주되는 어떤 
것에 대해 그것은 사실 덕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된다. 하지만 이 경우 해당 용어는 비판적 발화자의 입장
에서는 덕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닌 것이다. 어떤 것이 정말로 덕/악덕 개
념인지에 관한 논쟁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일단 어떤 
용어가 덕이나 악덕을 가리키는 용어라는 점이 확정된다면, 그것의 일반적 
사용이 일정한 평가를 함축하는지의 여부이다.77) 그리고 나는 실제로 우
리가 다수의 합의된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78)

  정리해보자. ‘그는 매우 잔인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바로 그 점에서 

터 ‘좋다’라는 용어가 본래적으로 평가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
은 더욱 적을 것이다.

77) 달리 말하자면, 어떤 용어가 정말로 합의된 덕/악덕 용어인지의 여부는 철학적 반
성 이전에 혹은 보다 낮은 단계의 반성에서 알려지는 반면, 그것이 일정한 평가를 
함축하는지의 여부는 보다 고도의 철학적 반성을 통해 알려진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나쁜 의미에서의 순환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이와 관련된 Zagzebski의 언급 참조. “그러나 덕에 관해 논의하는 저자들
이 항상 전형적인 덕의 목록을 확인하면서 논의를 시작한다는 사실은, 이론 이전의 
덕 개념은 특정한 성품들이 덕들에 속한다는 생각을 포함한다는 것을 말해준
다”(Zagzebski 1996: 89 [국역본: 111], 번역 수정).

78) 심지어 그 니체조차도 용기는 덕이라고 생각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미학에
서는 덕/악덕 개념에 상응하는, 즉 언제나 일정한 평가를 동반하는 두꺼운 개념들
을 생각해내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개념들의 목록이 종종 제시
된 바 있기는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 적어도 덕/악덕 
개념에 비하면 말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학에서의 의미론적 불변론이 심각한 어려
움에 처한다는 최근홍(2015: 302)의 주장 참조. 관련 논의가 두 분야에서 서로 유
사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
지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쩌면 미학의 영역에서도 아직 충분한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았을 뿐, 정말로 덕/악덕 개념에 상응하는 두꺼운 개념들이 있을 수도 있
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우리는 어째서 그것들에 대한 합의가 윤리학에 비해 덜 이
루어졌는지를 묻게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나는 확고한 의견을 가
지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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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쁘지 않은(혹은 좋은) 사람이다’와 같은 식의 발화들이 부적절하게 들린
다는 데에 모두가 동의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잔인하면서 바로 그 점에
서 도덕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 같다. 이것이 
일반적인 직관이다. 이 단계에서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현
상이 불변하는 평가가 덕과 악덕의 개념 자체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
는 신호라고 지적할 것이다. 이에 대해 화용론적 견해의 지지자들은 우리
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상력 부족에서 기인한 착각일 뿐, 실제로는 그
런 발화들이 적절하게 여겨지는 것이 얼마든지 상상 가능하다는 것을 보
이기 위해 비판적 사상가들의 작업을 사례로 제시한다. 하지만 일단 우리
가 문제삼는 발화들이 그 자체만으로는 말이 되지 않으며, 무언가 추가적
인 설명이 주어져야만 이해될 수 있는 발화들이라고 할 때, 나의 요점은 
과연 어떤 식의 설명이 주어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비판적 사상가들의 
전반적인 의도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합리적인 설명은 그
들이 일견 문제적인 발화를 할 때 두꺼운 용어가 통상적으로 표현하는 것
과는 조금 다른 개념을 표현하도록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
치 ‘그는 결혼한 남자이지만 총각이다’와 같은 발화가 말이 되게 하기 위
해 ‘총각’이라는 표현을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에게서 전형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행동 양식을 가짐>을 의미하도록 사용하듯이 말이다. 이런 식으
로 해당 용어가 표현하는 개념을 변경함으로써만 문제의 발화가 이해될 
수 있다면, 오히려 화용론적 견해의 지지자들이 부정하고자 하는 함축 관
계가 존재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두꺼운 개념에 관한 비분리주의적 전통의 또 다른 대표적
인 옹호자였던 퍼트남의 설명을 음미해 보는 것은 도움이 된다. 그는 두꺼
운 개념의 특징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유사하게, 내가 단순히 “그는 매우 잔인한 사람이면서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
면서 이해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잔인한’이라는 어휘는 역사가가 어떤 군
주에 대해 이례적으로 잔인했다고 서술하거나 그 체제의 잔인성이 수많은 폭동을 
일으켰다고 서술할 때처럼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잔인한’은 가정
된 사실/가치 이분법을 거부하면서 때로는 규범적 목적으로, 때로는 기술적 개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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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꺼이 사용될 수 있다. (사실상 ‘범죄’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다.) 그러한 개념들
은 문헌 안에서 흔히 ‘두꺼운 윤리적 개념’이라고 불린다(Putnam 2002: 34-35 
[국역본: 70-71], 번역 수정).

  인용문에서 지금 우리의 논의에 흥미로운 점은 두꺼운 용어가 경우에 
따라서는 순수하게 기술적인 개념을 표현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나는 퍼트남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역사를 서술할 때 어떤 부분
에서 역사가가 어떤 군주 혹은 체제의 잔인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역사
가 자신의 진정한 평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때 그가 말하
는 ‘잔인성’은 이제까지 보았듯이 그저 세간에서 흔히 통용되는 평가를 인
용한 기술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적절한 경우들일 것이다. 여기
에 더해 내가 좀 더 명확히 하고 싶은 것은 다만 이런 식의 용법이 중심
적인 것이 아니라 파생적인 것이며, 이렇게 사용될 때 그것은 일반적인 경
우, 즉 “규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와는 서로 다른 개념을 표현한다
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덕과 악덕의 
개념을 표현하는 두꺼운 용어가 개념 변경에 의존하지 않고 그것이 함축
한다고 여겨지는 평가를 취소하거나 역전시키도록 사용될 수 있는가? 나
는 그런 사례를 알지 못하며, 생각할 수도 없다.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도 
우리는 덕과 악덕의 개념이 동반하는 평가가 불변적이라도 전통적인 도덕 
체계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79) 
  <총각> 같은 개념에 비해 덕과 악덕의 개념들은 어떤 사례가 해당 개념
의 외연에 속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많다. 이에 대한 한 가지 그럴듯한 설

79) 블랙번은 두꺼운 용어가 의미상으로 평가를 함축한다는 견해를 취할 경우 도덕적 
비판을 위축시키는 귀결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Blackburn 2013: 
123). 그는 물론 의미론적 견해가 모든 두꺼운 개념과 관련하여 평가적 불변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의미론적 견해가 모든 두꺼운 개념
에 대해 평가적으로 불변적이라고 생각해야만 하는지 의심스러우며, 지금까지 살펴
보았듯이, 평가적으로 불변적인 덕과 악덕의 개념들만을 고려하더라도 도덕적 비판
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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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덕과 악덕의 개념들의 경우, 사례들에 그 개념을 적용하는 데에 보다 
고도의 판단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이든 덕과 악
덕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논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은 비판적 발화들을 훨씬 더 많이 접하게 된다. 특히 성적
인 영역과 관련된 규범은 전통 도덕이 가장 격렬한 비판을 받은 지점들 
중 하나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화용론적 견해의 지지
자들이 성적인 영역과 관련된 두꺼운 개념들에 대한 논의를 전면에 내세
우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의가 옳다면, 우리가 확인한 것은 덕/악덕을 가리키는 두
꺼운 용어가 통상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그것이 동반하는 평가는 일정하
고,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를 상상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
면 적어도 어떤 두꺼운 용어들은 사소하지 않게 불변적으로 평가를 함축
한다. 수학적 진술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함축 관계가 반드
시 의미에 의해 성립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의 논의에서 평가 함축
은 두꺼운 용어의 의미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덕
과 악덕을 가리키는 용어들은 언제나 일정한 평가를 함축한다는 점에서, 
두꺼운 용어가 의미상으로 평가를 함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모범적인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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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두꺼운 용어의 의미론적 분리 불가능성

  두꺼운 용어에 관한 화용론적 견해의 도전에 응답함으로써 지난 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평가적 요소 혹은 측면이 두꺼운 용어의 의미론적 내
용의 일부라는 것이다. 이번 장에서 다루게 될 또다른 형태의 분리주의적 
견해는 그 점에서만큼은 내가 옹호하고자 하는 비분리주의와 의견을 달리
하지 않는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두 입장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두꺼운 용어의 의미론적 내용에서 사실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가 분리 가
능한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에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비분리주의 혹은 
비환원주의를 ‘비분리주의적 내용 견해’라고 부른다면, 이번 장에서 다룰 
분리주의적, 환원주의적 입장은 ‘분리적 내용 견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이다.80)

  최근의 분리적 내용 견해는 엘스타인과 허카에 의해 대표된다
(Elstein&Hurka 2009). 이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환원 전략이 어떤 것
인지 보기 이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항은 과거 두꺼운 
개념에 관한 비분리주의 대 분리주의 논의가 사실상 인지주의 대 비인지
주의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과 달리, 현재의 분리적 내용 견해는 비
인지주의에 특별히 개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은 무어 등의 인지
주의적 직관주의자들도 자신들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다. ‘좋음’이 비자연적 속성을 가리킨다고 보는 직관주의자들은 두꺼운 개
념이 <좋음>을 가리키는 부분과 모종의 기술적 속성을 가리키는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생각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81)

80) Roberts(2017: 215)는 ‘비환원주의적 내용 견해’, ‘환원주의적 내용 견해’라는 명
칭을 쓰고 있다.

81) 그렇지만 직관주의자들이 두꺼운 용어, 개념에 관해서는 비분리주의적인 견해를 
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예컨대, 덕 용어가 비분리주의
적으로 바람직한 성격 유형을 가리키기는 하지만, 그 성격 유형이 바람직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직관에 의해서만 파악되는 비자연적 좋음을 산출하는 성격이기 때문
이라는 식의 생각이 가능하다. 실제로 무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이런 것이 아
니었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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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스타인과 허카는 두 가지 서로 독립적인 분리 전략을 제시하는데, 이 
장에서 나는 그 두 가지 전략이 모두 두꺼운 용어를 환원하는 데에 성공
하지 못했다는 점을 드러낼 것이다. 두 전략 중 첫째는 순환적이거나, 순
환적이지 않다면 지나치게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설득력을 갖는다. 둘째는 
덕 용어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큰 중요성을 갖지만, 
여전히 순환적이거나, 덕 용어 일반에 대해서 적용되기에는 부족하다. 특
히 그것은 그 분석의 특성상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경우에조차 덕에 관한 
일면적인 이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나는 두
꺼운 용어에 관한 비분리주의를 지지한다고 알려진 몇 가지 “논증”들을 
재검토함으로써 그 문제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도 보일 것이다.
  그러고 난 뒤 마지막으로, 두꺼운 용어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하는 차원
에서 얇은 평가적 용어의 의미에 관해서도 논할 텐데, 얇은 용어가 두꺼운 
용어로부터 추상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
다고 보는 것 또한 가능하며, 그에 따라 두꺼운 용어와 관련하여 분리주의
를 주장하려는 동기를 가진 논자들에게 보다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주
어져 있다는 점 또한 지적할 것이다.

 5.1. 두꺼운 용어에 대한 첫 번째 의미론적 분석 전략

  비분리주의자들에게는 두꺼운 개념이 사실적 요소와 평가적 요소로 분
리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 엘스타인과 허카는 그러한 이유를 
제시하는 설명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그 중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은 흔히 “풀림(disentanglement) 논증”이라고 불리는 것이다.82) 이런 논
증은 대표적으로 존 맥도웰(John McDowell)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정확히 어떤 주장을 하고자 했는지는 사실 해석의 여지가 꽤 
있다고 보지만,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주장에 맞서 분리주의적 

82)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였듯이, 이를 “풀림” 논증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이상하
다. 그것은 오히려 두꺼운 개념이 두 요소로 풀릴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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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엘스타인과 허카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가이다. 그들이 보기에 “풀림 논증”의 핵심은 두꺼운 개념의 외연이 
평가적 요소에 대한 참조 없이는 기술적 요소만 가지고 독립적으로 결정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다(Elstein & Hurka 2009: 519-520). 
이 점은 두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두꺼운 개념으로 분류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덕 개념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비하
적 개념들과의 대조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컨대, ‘빨갱이’와 
같은 비하적 표현의 경우, 그것이 표현하는 개념의 외연은 공산주의자들
로,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부정적 평가와는 무관하게 결정됨을 알 수 있
다. 이 경우, 부정적 평가는 기술적 요소에 의해 이미 외연이 결정되어 있
는 개념에 뒤늦게 부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면에 덕 개념을 비롯하여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중요한 두꺼운 개념들은 이런 식으로 설명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엘스타인과 허카는 일단 두꺼운 개념의 외연이 모종의 평가적 요소 없
이 결정될 수 없다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 그들의 전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개념의 두 요소가 분리 가능하다는 점을 보이려는 것이
다. 이 점에서 그들은 과거의 분리주의적 전략과 자신들의 전략을 차별화
시킨다. 기존의 분리주의자들은 두꺼운 개념의 외연이 위에서 예로 든, 
‘빨갱이’의 경우와 유사하게 기술적 요소만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을 
취해왔다.
  첫 번째 분석은 일단 다음과 같은 일반적 형식으로 제시된다.
  

  x는 좋다, 그리고 (특정된) 일반적 유형 A에 속하는 (특정되지 않은) X, Y, Z라
는 속성들이 있어서, x는 X, Y, Z라는 속성들을 가지며, X, Y, Z는 그것들을 가진 
어떤 것도 좋은 것으로 만든다(Elstein&Hurka 2009: 521).

  일단 이런 형태의 분석이 분리주의적인 이유는 분석항에서 얇은 개념인 
<좋음>과 기술적 개념들만이 사용되도록 의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은 사례의 도움을 통해 좀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엘스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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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카가 다루고 있는 두꺼운 용어의 한 사례는 ‘분배적으로 정의로움
(distributively just)’이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x는 분배적으로 정의롭
다’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x는 좋다, 그리고 분배가 분배로서, 혹은 그것의 분배적 형태 덕분에 가지는 (특
정되지 않은) X, Y, Z라는 속성들이 있어서, x는 X, Y, Z라는 속성들을 가지며, 
X, Y, Z는 그것들을 가진 어떤 분배도 좋은 것으로 만든다(Elstein&Hurka 
2009: 522).

  위의 일반적 형식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특정된) 일반적 유형 
A’이 이 사례에서는 곧 분배임을 알 수 있다. 엘스타인과 허카에 따르면, 
이는 x가 가질 수 있는 속성들에 중요한 제한을 가하는데, 왜냐하면 분배
와 관련 있는 속성들만이 X, Y, Z의 자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
만 여전히 그것만으로는 개념의 외연이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는다. 만약 
그랬다면, 기존의 분리주의적 분석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 이들의 분
석에서 독특한 점은 X, Y, Z가 구체적으로 어떤 속성들인지 특정하기 위
해서는 모종의 평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어떤 분배의 어떤 속성들이 그것을 좋은 것으로 만드는지 알기 위해서 요
구되는 평가적 판단은 예컨대, ‘분배적으로 정의로운 것은 평등한(equal) 
분배이다’, ‘분배적으로 정의로운 것은 공적(merit)에 비례하는 분배이다’ 
등등의 분배적 정의라는 개념에 대한 특정한 이해를 드러내는 판단들이다. 
이런 평가들은 분배가 가지는 어떤 속성들이 그것을 좋은 것으로 만드는 
속성들인지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두꺼운 용어의 외연
이 평가적 요소에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면서도, 다
른 한편으로는 분리주의적 분석이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꺼운 용어에 대한 위와 같은 형태의 분석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편의상 우리 언어 공동체가 분배적 공정함을 평등한 분배로 이해하고 있
으며, 그에 따라 ‘분배적으로 정의롭다’의 공적 의미가 <평등한 분배이다>
라고 해 보자. 그러면 위의 분석에서 특정되지 않은 속성들이었던,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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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가 특정될 것이며,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다음과 같
은 분석이 최종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x는 좋다, 그리고 평등한 분배가 평등한 분배로서, 혹은 그것의 평등한 분배적 
형태 덕분에 가지는 X, Y, Z라는 속성들이 있어서, x는 X, Y, Z라는 속성들을 가
지며, X, Y, Z는 그것들을 가진 어떤 분배도 좋은 것으로 만든다.

  이러한 분석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분석항에 얇은 평가적 개
념인 <좋음>을 제외한 평가적 개념이 남아 있지 않으면서도, 개념의 외연
이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분배적 
정의를 평등한 분배로 이해하는 판단 자체는 평가적인 것이지만, <평등한 
분배>라는 개념 자체는 평가적 요소가 없는, 순전히 기술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X, Y, Z도 그것이 무엇이든 기술적 속성들로만 채워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 애초에 두꺼운 용어로 간주되었던 ‘분배적으
로 정의롭다’에 대한 분리주의적 분석이 완결될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접했을 때 우선 떠오르는 물음은 과연 ‘평등한 분배’가 
표현하는 개념이 순수하게 기술적인지의 여부이다. ‘평등하다’는 용어는 
전통적으로 덕 용어로 간주되어온 용어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의
롭다’ 못지않게 두꺼운 평가적 용어가 아닐까? (마찬가지로 ‘공적(merit)’ 
또한 두꺼운 용어가 아닌지 의문이다.) 흔히 우리는 평등이 우리가 추구해
야 할 바람직한 상태라고 여기며, 게다가 그것은 그저 막연하게 좋은 상태
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상태라는 점에서 두꺼운 용어에 의해 
표현되는 가치들 중 하나로 보인다.
  유사한 의문이 약간 다른 각도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평등하다’는 것
이 두꺼운 평가적 용어인지 아닌지에 대해 미리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자. 
그런데 분배적으로 정의로운 것이 평등한 분배라고 할 때, 평등한 분배가 
가진다고 여겨지는 속성들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이 점에서 대
해서 엘스타인과 허카는 사실상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커친
이 검토한 바 있듯이, 평등한 분배를 롤즈식으로 이해한다고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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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chin 2017: 140-141). 롤즈의 분배적 정의 개념을 짧게 논하기는 어
렵겠지만, 적어도 그것은 정치적 자유들의 공정한(fair) 가치와 공정한 기
회 균등을 유지하기 위한 배경적 제도들에 대한 언급을 포함할 것이다. 다
시 말해 평등한 분배로서 이해된 분배적 정의는 ‘공정한 조건’에 의해 표
현되는 속성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애초에 원초적 입장
에 대한 설명 또한 공정한 조건을 언급하고 있다(롤즈 2016: 47, 102). 그
런데 ‘공정하다’는 아무리 보아도 ‘정의롭다’처럼 두꺼운 평가적 용어에 속
한다. ‘공정하다’에 대해 다시 분리주의자의 입장에서 비순환적인 분석이 
제시될 수 있을까?
  위와 같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이번에는 평등한 분배가 순전히 기술
적인 속성들만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되는 이해를 제시하려 한다고 해 보
자. 이 경우, 분리주의자가 가지는 운신의 폭은 매우 좁아지게 된다. 아마
도 모종의 정해진 양을 인원수대로 동일하게 할당한다는 식의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다.83)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과연 우
리가 생각하는 평등한 분배이고, ‘분배적 정의’로 의미하는 바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대로의 분배적 정의가 어떤 것인지 
명시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평가적 개념도 사용
하지 않는다는 제약 하에서 제시될 분배적 정의에 대한 이해가 이 개념에 
대한 우리의 선이론적 이해에 비하면 매우 빈약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
게 추측될 수 있다. 특정한 철학적 입장에 의거해 분배적 정의에 대한 이
해를 그렇게 단순한 형태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그것이 지금 우리가 ‘분배적 정의’라는 말로 의미하는 바가 아님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본다.84)

  이상의 문제 제기는 근본적으로 ‘분배적 정의’에 대한 가정상의 공적인 

83) 롤즈가 거부하는 공리주의의 할당적 정의 관념이 이런 입장의 세련된 형태에 해
당하리라고 본다(롤즈 2016: 100).

84) 첫 번째 분석 전략에 대한 이러한 의구심을 더욱 강하게 들게 만드는 것은 저자
들이 논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례인 ‘이기적이다(selfish)’이다. 그들은 이 용어에 
대해 완전히 공리주의적인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해당 용어의 의미
를 그것의 보다 상식적인 의미로부터 구분한다는 단서를 달면서 시작하고 있다
(Elstein&Hurka 2009: 522). 상식적인 의미에서의 ‘이기적이다’에 대한 분석은 두 
번째 전략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가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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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인 <평등한 분배>가 최종적인 분석항에 남아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어쩌면 그것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엘스타
인과 허카의 의도였을 수도 있다. 물론 그 경우, 최종적인 분석이 어떤 것
이며, 거기서 해당 개념에 대한 공적인 이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
는지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또, ‘분배적 정의’의 분
석은 저자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분석 도식을 보다 쉽게 보여주기 위한 한 
가지 간단한 사례에 불과하다는 점도 고려하기는 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
은 문제를 겪지 않으면서도 성공적인 분석의 사례가 결코 제시될 수 없다
고까지 말할 필요는 없다. 첫 번째 분석 전략이 그럴듯하게 적용되는 사례
들이 있는지의 여부보다 더욱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그것이 
가장 성공적일 때조차도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인 덕 용어에 적용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 분석 전략은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서 나왔다고 
보아야 한다.
  

 5.2. 두꺼운 용어에 대한 두 번째 의미론적 분석 전략

  엘스타인과 허카는 첫 번째 형태의 분석 전략이 ‘용감하다’와 같은 덕 
용어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덕 용어를 다루기 위한 다른 
분석 전략을 제시한다.85) 그 이유는 두 번째 분석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행위 x가 용감하다는 것은 경우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x는 좋다, 그리고 x는 행위자가 그 해악(harm)의 나쁨보다 더 큰 좋음을 위하여 
자신에 대한 해악 혹은 해악의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하는데, 거기서 이 속성
은 그것을 가진 어떤 행위도 좋은 것으로 만든다(Elstein&Hurka 2009: 526).

  이전의 분석 형태와 비교해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

85) 이전 절에서 다룬 분배적 ‘정의’는 덕 용어로서 쓰인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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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분석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x가 좋다고 말하는 부분, 그리고 
x가 어떤 속성을 가지는지 명시하는 부분, 그리고 그 속성이 x를 좋은 것
으로 만드는 속성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그것들이다. 이런 구조 자체는 앞
선 분석 형태와 같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x가 가지는 속성들을 밝히는 부
분에서 자명하게 평가적인 개념(<나쁨보다 더 큰 좋음>)이 동원되고 있다
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두 종류의 평가를 구분한다. 하나는 ‘x는 
좋다’ 부분에 드러나 있는 포괄적인(global)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x가 가
지는 속성을 밝히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내장된(embedded) 평가이다. 
내장된 평가는 포괄적인 평가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내장된 평가의 
존재가 첫 번째 분석 전략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무엇이 더 큰 좋음을 위해 해악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되는지에 대
한 판단이 여기서의 평가적 요소이며, 그것을 아는 한에서만 이 개념의 외
연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분석 역시 “풀림 논증”의 교훈
을 만족시킨다는 것이 엘스타인과 허카의 생각이다. 이 경우, 두꺼운 개념
이 결과적으로 기술적인 요소와 평가적인 요소로 깨끗하게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얇은 평가적 개념들과 기술적 개념들만을 사용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분리주의자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악’ 또한 두꺼운 평가적 용어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그것은 
다른 덕 용어의 분석에는 등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논하지 않도록 하
겠다. 또, 저자들이 의도하듯이 내장된 평가가 어떤 두꺼운 개념도 동원하
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 보자.86)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분
석에는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점이 남아 있음을 지적하겠다.
  덕 용어를 특별히 염두에 둔, 두 번째 형태의 분석에서 핵심은 유덕한 
행위를 해당 덕목에 독립적으로 파악된 좋은 목적을 위한 이러저러한 방
식의 행위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 자체는 유덕한 행위에 관한 약간의 
그럴듯한 고찰을 포함하고 있다. 내장된 평가가 이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

86) Harcourt&Thomas(2013)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논점은 얇은 내
장된 평가가 두꺼운 평가와 과연 근본적으로 다른지의 여부이다. 4절에서 나는 얇
은 평가적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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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반대로 만약 이 요소가 없었다면 덕 용어에 대한 분석으로서 설득력
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용기의 사레에서 좋은 목적을 위한다는 조건이 
없다면, 자신에 대한 해악 혹은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행위를 용감한 
행위로 만들어주는 속성으로 간주되기에 불충분하다는 점은 꽤나 분명하
다. 우리는 누군가가 사소한 일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에 대해 용감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좋은 목적을 위해 해악이나 위험을 감수하는 것
이 용기의 전부인가?
  용기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요한 통찰을 상기해 보자(NE, 3권 7
장). 용기는 한편으로는 비겁함에 반대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
모함과도 대립하는 것이다. 용기를 좋은 목적을 위해 해악이나 위험을 감
수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은, 비겁함에 반대되는 것으로서의 용기가 가진 
측면은 비교적 잘 포착하지만, 무모함과 대립하는 것으로서의 용기에 대해
서는 충분히 말하고 있지 못하다. 일단 엘스타인과 허카의 생각에 따르자
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것, 즉 위험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진
정한 용기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때때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
을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 점은 특히 목적이 좋은 경우에 더욱 분명
하게 다가온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침략해온 적과 맞서 싸우
는 것은 대표적으로 고귀한 목적이라 할 만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 지휘관
이 한 전쟁터에서 너무나도 압도적인, 어떤 전략을 쓰더라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수준의 적 병력과 조우했다고 해 보자. 만약 전투를 시작한다면, 
그 지휘곤의 부대는 전멸할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되더라도 적에게는 유
의미한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적과 싸우기를 포기하고 후퇴한
다면, 그는 병력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고, 후퇴 결정에 대한 어떤 문책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그 장군이 일말의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적과 교전하는 것이 용감한 행위라고 할 수 있
을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닐 것이다. 그는 압도적인 적에게 마땅히 두
려움을 느껴야 하며,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퇴각하여야 할 것이다. 오히
려 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용기이다. 즉, 때로는 좋은 목적을 위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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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해악이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용기이다. 그래서 아리스토
텔레스는 용감한 사람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 또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과 마땅히 그래야 할 때 견뎌 내고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정리하자면, 엘스타인과 허카의 
분석은 때에 따라 용기가 발휘될 수 있는 방식을 충분히 고찰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제 엘스타인과 허카가 용기에 관한 위와 같은 고찰을 포함하도록 자
신들의 분석을 수정하려 한다고 해 보자. 그러면 일단 그들의 분석에서 두 
번째 부분에는 ‘x는 행위자가 그 해악(harm)의 나쁨보다 더 큰 좋음을 위
하여 자신에 대한 해악 혹은 해악의 위험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
는 것’이라는 식의 구절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동어 
반복적이라 유의미한 정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여
전히 용기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포착하고 있지 못하다. 해악이나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용감한 행위가 되는 것은 상황에 
따른 것이다. 그러면 다시 이를 포함하도록 분석을 수정하여 ‘x는 행위자
가 그 해악(harm)의 나쁨보다 더 큰 좋음을 위하여 자신에 대한 해악 혹
은 해악의 위험을 상황에 따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고 해 보자. 이렇게 수정한다면, 용기에 대한 분석으로서는 좀 더 그
럴듯하게 들린다. 하지만 이것은 분리주의적 분석의 일환으로 의도된 것이
라는 점 때문에 ‘상황에 따라’라는 표현은 문제가 된다. 여기서 ‘상황에 따
라’는 상황에 <맞게>, 혹은 <적절하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텐
데, 이는 두꺼운 평가적 개념이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라면 그것이 결국
에는 상위의 덕인 중용의 다른 표현들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중용’에 대해서 다시 분리주의적인 분석이 주어질 수 있을까? 나는 어
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일단 저자들이 위와 같은 반론에 대
해 어떻게 응답할지 생각해 보자. 우선 사례의 해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결코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는 전투를 회
피하는 것이 유덕한 행동일 수는 있지만, 그때 발휘되는 덕이 과연 용기라
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차라리 분별이나 지혜 같은 다른 덕목이 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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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이에 대해 답하자면, 나는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다
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반박의 배후에서 작동하는 직관이 여러 덕목들 사
이에 매우 긴밀한, 더 나아가 동일성 관계가 있다는 이른바 덕의 단일성 
논제를 지지하는 근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면, 
서로의 직관 차이를 확인하는 데서 그치게 될 공산이 크다고 여겨지므로 
다른 방향에서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용감하다’의 분석을 둘러싸고 논박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가 덕 용어 일반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자. 두 번째 분
석 전략에 대한 나의 비판은 일반화된 교훈을 이끌어내도록 의도된 것이
다. 잘 알려져 있듯이, 용기는 전통적인 덕목들 가운데서 한 가지 두드러
지는 특징을 가진 덕목이다. 그 특징이란 그 덕이 발휘되는 전형적인 방식
이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손쉽게, 즉 기술적 개념들만으로 포착 가능한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방식은 물론 해악이나 위험을 감수
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심리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 덕이 발휘되는 방식에서의 이런 전형성 덕분에 특정 상황에서 위
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다른 덕목에 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나는 진단한다.87) 그렇다면 이제 전형적인 발휘 방
식이 없는 덕들도 있는가? 그 경우에는 어떤 분석이 주어질 수 있는가? 
이런 물음들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통적인 덕목들 가운데 전형적인 발휘 방식이 없
는 것처럼 보이는 덕목들이 꽤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절에서 부분적으
로 다루었던 정의도, 적어도 용기에 비하면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지
만, 가장 분명한 사례는 지혜와 같은 덕목일 것이다. 기술적 개념들만으로 
포착 가능한 수준에서 지혜가 발휘되는 전형적인 방식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 지혜로운 행위를 상황에 <맞게>나 <적절하게>에 상응하는 모
종의 두꺼운 평가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분석하는 것이 과연 상상 가능

87) 엘스타인과 허카가 이 대목에서 예로 들고 있는 지조(integrity)도 용기처럼, 어쩌
면 그보다 더욱 전형적인 발휘 방식이 있는 덕목이다. 지조 있는 행위는 유혹이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옳은 목적을 고수하는 것으로 설명된다(Elstein&Hurka 2009: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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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나 한가? 화용론적 견해를 다루는 지난 장에서도 보았듯이, 지혜는 
분리주의자들이 분석 대상으로서 선호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다.
  엘스타인과 허카가 직접 고려하고 있는 바는 아니지만, 이들과 같은 입
장을 취하는 논자들이 제시할 법한 대안이 한 가지 있기는 하다. 일단 개
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용감한 행위’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해 보자. 그런 분석이 ‘지혜로운 행위’에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가 덕이 발휘되는 전형적인 방식이 없기 때문에, 분석 두 번째 부분에 
계속해서 <적절하게>에 상응하는 두꺼운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이라면, 다
소 분석이 길어지더라도 덕이 발휘되는 모든 방식들을 나열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에 따른다면, ‘x는 지혜로운 행위이
다’는 대략 다음과 같이 분석될 것이다.

  x는 좋다, 그리고 x는 행위자가 좋음을 위하여 A 또는 B 또는 C(…)를 하는 것
을 포함하는데, 거기서 그 속성들은 그것을 가진 어떤 행위도 좋은 것으로 만든다.

  첫 번째 분석 전략에서의 경우와는 달리, 여기서 A, B, C 등등은 특정
화된 속성들이며, 다만 그 목록이 너무 길어서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렇게 표현했을 뿐이라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지혜가 발휘될 수 있는 가능한 온갖 방식들을 이런 식으로 나열함으로
써 분석의 두 번째 부분에 오로지 기술적 개념들과 얇은 내장된 평가만이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 이 전략의 의도이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몇 가지 
회의적인 의문들을 불러일으킨다. 지혜로운 행위를 좋은 것으로 만들어준
다는 속성들의 목록이 실제로 매우 길어지리라는 점은 분명한데, 그것이 
과연 유한하게 나열 가능한 수준인가? 유한하지 않다면, 그것을 완결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 용기의 경우에도 잠깐 보았듯이, 온갖 속성
들을 나열하다보면 서로 상반되는 속성들도 모두 포함할 것 같은데, 그 경
우 분석 결과가 너무 사소해질 위험은 없는가? 등등의 물음들은 설령 위
와 같은 식의 분석이 주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분석으로서
의 가치가 있는지 묻고 있다.88) 용감한 행위에 대한 분석이 가지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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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설득력이 얼마나 되든, 지혜로운 행위에 대한 유사한 식의 분석은 그보
다 훨씬 떨어지는 설득력밖에 가지지 못한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본다. 달
리 말하자면, 어떤 개념에 대한 분석의 목적이 그것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
키는 것이라면, 지혜에 대한 이런 식의 분석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다.
  두 번째 분석 전략은 덕 용어 일반에 대해 적용될 것으로서 제시되었다. 
이제까지의 논의가 옳다면, 얇은 평가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들만을 사용
한, 덕 용어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89)

 5.3. 의미론적 분리주의의 근본 문제: 풀림 논증 다시 보
기

  이번 장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두꺼운 용어에 대한 엘스타인과 허카의 
분리주의적인 분석 전략은 비분리주의를 지지한다고 알려진 이른바 “풀림 
논증”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제시된 것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그 논증은 
두꺼운 개념의 외연이 평가적 요소에 대한 참조 없이는 독립적으로 결정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점을 수용한 상태에서 나온 대응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분석 전략이 심각한 문제를 겪는 것처럼 보이
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자들의 견해에 무언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여
기는 한 사람으로서, 문제의 발단이 된 “풀림 논증”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
엇을 어떻게 주장하고자 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이 논의
와 관련하여 자주 인용되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88) 이는 심성 상태에 대한 행동주의적 분석이 겪는 문제들과 유사하다.
89) 엘스타인과 허카는 덕 용어에 관한 자신들의 분리주의적 분석이 『윤리학 원리』 5

장에서 무어가 제시한 바 있는 덕에 관한 생각 등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Elstein&Hurka 2009: 529-530). 하지만 내가 보기에 거기서 무어가 하고자 
하는 바는 덕을 결과주의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덕은 통념
과는 달리 그 자체로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좋은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덕 용어, 개념에 관한 비분리주의와 양립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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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어떤 도덕적 덕에 대한 특정한 이해를 고려해 보자. 합리적으로 응
집력 있는 도덕적 공동체 안에 있는 현재의 이해 말이다. 만약 풀림 책략
(manoeuvre)이 언제나 가능하다면, 그것은 관련된 용어의 외연이, 그 공동체에 
속한 누군가에 의해 사용되듯이,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개념 하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들에 대한 경탄 또는 모방 속에서 그들 자신을 드러낼, 특별한 관
심과 독립적으로 숙달될 수 있음을 함축한다. 즉, 누구든지 어떤 행위에 그 용어
가 적용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그는 새로운 사례들에서 그것의 적
용과 보류를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자신이 단지 공동체의 경탄을 공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그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들의 경탄을 
이해하려는 시도에 착수하지조차 않고 말이다(McDowell 1998: 201-202, 
Elstein&Hurka 2009: 518-519).

  이 구절만으로 여기서 맥도웰이 제시했다고 알려진, “풀림 논증”이 정확
히 어떤 식의 주장을 펼치는 것인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만약 그것
이 정말로 논증이라면, 현재의 논의 맥락에 맞게 다음과 같이 재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리주의가 참이라고 해 보자. 그러면 두꺼운 용어, 개념에 대한 이해와 
숙달은 평가적 요소(언어 공동체의 평가적 관점)에 독립적으로 가능할 것
이다. 하지만 그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분리주의는 거짓이다.
  맥도웰 자신은 ‘외연의 숙달’이라는 다소 특이한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
지만, 어쨌든 관건이 개념에 대한 파악 가능성이라는 점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그는 인용하지 않은 바로 다음 문장에서 ‘파악 가능
한(graspable)’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다). 그런데 개념의 외연을 결정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파악을 전제하는 것 같다. 그렇게까지 논쟁적인 주장은 
아니므로, 적어도 그렇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풀림 논증은 분리주의
적 입장을 취할 때 개념의 파악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주어지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논증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개념을 파악했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되는
가? 대략적으로 말해, 그가 그 개념을 적용해야 할 곳에만 잘 적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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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개념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물론 개념
에 따라, 적용 여부가 매우 까다로운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개념을 적용해야 할지 자체가 논쟁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그 한 가지 가능성으로서, 많은 일상적 개념들은 
모호성을 가지며, 그 덕분에 경계선상에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그 개념
들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런 까다로운 경우들에 대해 개념
을 잘 적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해당 개념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즉, 핵심적인 사례들에 대한 적용이 파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또, ‘숙달’이라는 표현이 이미 
암시하듯이, 개념에 대한 파악 여부는 정도차를 허용한다고 볼 수도 있
다.90) 이런저런 사항들을 모두 명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또 그럴 필요
도 없으므로, 개념을 파악했다는 기준이 그 개념을 적용해야 할 곳에만 적
용하는 것이라고 간략하게 말한다는 점만 염두에 두자.
  적용‘해야 할’이라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어떤 개념에 대해 파악하고 있
다는 것은 그 개념의 적용과 관련된 규범에 잘 따르고 있다는 것으로 이
해될 수도 있다. 이 규범이 정언적인지 가언적인지 혹은 진정한 규범인지 
아닌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 개념의 적용과 관련된 규범의 지위가 어떻
든 우리가 개념에 대한 파악 여부를 특정 행위 규범에 따르고 있는지의 

90) 3장에서 나는 덕 용어가 자연종 용어처럼 작동한다고 주장했으며, 그러한 생각에 
발맞추어 그것의 의미와 관련하여 외재주의적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그런데 그런 
입장을 취할 경우, 덕 용어의 파악과 습득이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쉬운 것이 되어
버리며, 현재 논의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이 불필요하게 높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
다. 언어 공동체의 평범한 개인은 어떤 자연종 용어의 의미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대부분의 경우들에 그것을 제대로 구별해서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종류의 지시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
게라도 하기 위해서 그는 해당 용어의 의미에 대해 약간은 알아야 할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 용어의 의미를 파악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그 용어의 사
용을 통해 해당 종류의 지시에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언어 공동체 내의 전문가가 
분업을 통해 그 사람의 무지를 덮어주기 때문이다. 즉, 언어 공동체의 누군가는 무
지한 개인보다 해당 용어의 의미를 훨씬 높은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
렇다면 풀림 논증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두꺼운 용어에 대한 분리주의적인 풀림이 
가능할 경우, 그것에 관한 언어 공동체의 전문가(아마도 유덕한 사람일 것이다)조차
도 어떻게 그것을 요구되는 수준만큼 파악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142 -

여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지점에서 덕 개념의 파악에 대해 곧바로 논의하기보다는 잠깐 시선
을 돌려 <붉음>이라는 매우 친숙하고 일상적인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보자. 
개념의 파악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풀림 논증”도 실제로 개념 일반에 대
한 논의를 통해 그렇게 하고 있다.91) 이제까지의 고찰에 따를 때, 어떤 사
람이 ‘붉다’는 용어와 그것이 표현하는 개념 <붉음>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붉은 것에 대해서만 <붉음>의 개념을 적용할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붉음>의 개념을 아직 모르는 아이가 그 개념을 배
워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상상해 보자. 그는 그 개념의 적용과 관련된 규
범을 어떤 식으로 습득하는가? 한 견해에 따르면, 그 아이는 명시적인 규
칙을 통해 관련 규범을 습득하게 된다. “오직 붉은 것에만 <붉음>을 적용
하라”는 규칙은 너무 사소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규칙이 필요할 것이다. 색깔 개념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의 
규칙을 떠올리기가 쉽다. 붉은 색 물체, 예컨대, 붉은 색종이를 보여주면
서 이것이 붉은 색이고, 이런 색에만 <붉음>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고 말이다.
  어쩌면 우리는 어렸을 때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 개념을 습득했을 수
도 있다. 적어도 그렇게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로부터 우리가 일반적
으로 <붉음> 같은 개념들을 명시적 규칙에 근거해 파악한다고 결론을 내
리는 것은 성급하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색종이를 동원한 직시적 정의와 
규칙은 <붉음>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로서는 터무니없이 빈약하다
고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색종이가 앞면은 붉은 색이지만, 뒷면은 흰색이었다고 해 보자. 아이는 
그 상황에서 뒷면이 아니라 앞면의 색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 역시 다른 명시적인 규칙에 의한 것인가? 그 이전에 아
이가 이것을 보라는 우리의 말을 들을 때, 손의 색이 아니라 손에 들고 있

91) 맥도웰은 비트겐슈타인을 따라 <더하기>와 같은 수학적 개념을 예로 들고 있다. 
그들이 이 논의를 위해 수학적 개념들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 가장 불리한 사례를 
고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학적 개념들은 명시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되어 있다
고, 다시 말해 가장 덜 맥락 의존적이라고 흔히 여겨지기 때문이다. 나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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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종이의 색을 보아야 한다는 것은 어떤 규칙에 근거한 것인가? 또, 당
시 상황에서 조명이 좋지 않아 종이가 다소 어두운 색으로 보이더라도, 아
이는 그때 그에게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보인 색으
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규칙 덕분인가? 이런 어려움들을 도외시하
고 아이가 색종이의 붉은 색을 인지하는 데에 성공했다고 해 보자. 그렇다
고 해서 아직 그가 <붉음>의 개념을 파악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개념은 
보편화 가능성과 직결되며, 그는 다른 상황들 속에서도 붉은 것들에 동일
한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외관상으로는 붉은 색이 전혀 없
는 붉은색 볼펜에 대해서도, 또, 어떤 익힌 육류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다
른 색의 개념이 아니라 <붉음>의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것들에도 
그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또 다른 규칙들을 요구할 것인가?
  요컨대, 명시적인 규칙들에 의해 어떤 개념을 습득한다는 그림은 그때의 
규칙들이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무수히 많은 다른 “잘못된” 해석들을 가능
하게 하고, 그런 잘못된 해석들을 막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수한 규칙들의 
도입을 요구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 게다가 <붉음>과 같은 
기초적인 개념조차 관련된 규칙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다른 많은 
개념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규칙들의 무
한 증식과 악성 후퇴가 우려된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개념을 습득할 때 그렇게 무수한 규칙들을 배우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며,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우
리가 어떤 개념을 파악해가는 과정에서 명시적인 규칙에 근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전체 그림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개
념 적용과 관련된 규범이 일련의 명시적인 규칙들로 환원될 수 없다는 
“코드화 불가능성(uncodifiability)” 논제이다.92) 이것이 두꺼운 개념뿐만 
아니라 개념 일반에 적용되는 논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두꺼운 개념
의 분리 불가능성을 옹호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엘스타인과 허카의 지
적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개념 파악과 관련된 논의는 코드화 불가능성

92) 여기서는 개념 적용과 관련된 규범만을 논하고 있지만, 사실 맥도웰을 포함하는 
덕 이론가들은 대부분 규범 일반 내지는 합리성 자체가 코드화 불가능하다는 생각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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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소극적 논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코드화 불가능성 논제를 받
아들인다고 해 보자. 두꺼운 개념에 관한 분리주의는 이 논제와 직접적으
로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저자들은 이 부분
을 간과하고 있다.
  명시적인 규칙들 덕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개념 적용과 관련된 
규범들을 습득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생각해 보자. 명시적인 규칙이 그 자체
만 놓고 보면 행위를 규제하기에 한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
람들은 직시적 정의 등의 방법을 통해 실제로 개념들을 습득하는 데에 어
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규칙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각 개인들의 자의적인 
결단에 의한 행위들이 우연히 한 방향으로 수렴한다고 보는 것도 별로 설
득력이 없다. 우리는 타고난 인간 본성과 각종 상황들 속에서 그것이 환경
과 상호작용하며 발현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이 축적된 문화 등, 깊은 의
미에서 “정신적인” 속성들을 공유하며, 명시적인 규칙들이 아니라 그러한 
“삶의 형식”이 우리의 행위를 규제하는 주요 근거라는 것이 맥도웰 등이 
제시하는 개념 파악에 대한 대안적인 그림이다. 우리가 공유하는 그것 덕
분에 우리는 색종이를 보여주면서 이런 색에만 붉다고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다른 어떤 요소들이 아니라 색종이의 앞면에 있는 색상에 주목하
게 된다. 또, 그렇게 배운 색의 개념을 외관상으로는 전혀 붉지 않은 붉은
색 볼펜에도 동일하게 “투사(project)”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같은 근거에
서인 것으로 설명된다.93)

  위와 같은 대안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들이 학습 과정에서 실제로 동
원하기도 하는 명시적인 규칙들은 개념 파악과 관련하여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학습자가 아직 인간의 마음이 해
당 개념의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알지 못하
는 상태에 있을 때, 학습자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한 실천적인 목
적을 위해서라면, 반대 입장에서는 빈곤하게 보이는 규칙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내가 옹호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명시적인 규칙들은 인간의 마음이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

93) ‘투사’는 이 논의와 관련하여 Cavell이 쓴 용어이다(1976: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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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서술하는 진술들이다. 즉, 그것은 설명의 순서상 뒤에 오는 것이다. 설
명의 순서를 착각하여 명시적인 규칙들을 마음의 실제 작동 앞에 놓게 되
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무한하고 심지어 서로 비일관적인 것처
럼 보이기까지는 규칙들을 따라 행위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요구받는지 
의문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두꺼운 평가적 개념에 대한 분리주의자는 그 입장의 특성상 개념 파악
이 명시적인 규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는 입장과 동형적인 곤란을 
겪는다는 것이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이다. 문제는 특히 덕 용어를 다루
는 두 번째 분석 전략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두꺼운 개념에 의존
함 없이 얇은 내장된 평가와 더불어 기술적 개념들만으로 이루어지는 분
석은 그것이 덕 개념을 제대로 포착하려 하면 할수록, 그 결과의 형태가 
마치 개념 적용에 관한 규범을 일련의 명시적인 규칙들로 제시하려는 서
로 비일관적이거나 무한한 행위들의 목록(지혜의 경우)을 나열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분석 결과에서 기술적 개념을 통해 서술되는 
행위 유형, 예컨대 용감한 행위의 분석에서 <해악이나 해악의 위험을 받
아들이는 것>이 유덕함을 추구하는 현실의 행위자들에게는 <해악이나 해
악의 위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당위의 형태로 주어지게 된다는 점을 감
안한다면, 문제의 동형성은 좀 더 선명해질 것이다.94) 
  정리하자면, 엘스타인과 허카는 한편으로는 개념 일반에 관한 코드화 불
가능성 논제가 그럴듯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런데 그 논제가 가지는 설득
력의 핵심은 규범성과 그것의 파악에 대한 특정한 그림으로서, 우리가 코
드화 불가능성 논제를 확장하여 개념 적용과 관련된 규범뿐만 아니라 규
범 일반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 두 번째 분석 전략
의 진정한 문제점은 바로 그 코드화 불가능성 논제가 애초에 가졌던 설득
력의 핵심이 비판의 표적으로 삼는 그림을 사실상 규범 일반에 대해 되풀
이하고 있는 분석이라는 점이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자. 두 번째 분석 전략
의 핵심은 유덕한 행위를 좋은 목적(내장된 평가), 즉 행위가 산출할 결과

94) 개념 파악과 관련된 규범과 실천적 규범이 실은 단일한 인간 합리성의 표현들이
라고 본다면, 동형적인 것을 넘어서 동일한 문제로 볼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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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 좋은 결과를 산출하는 행위만으로 환원하는 데에 있다. 여기서 행위
는 오로지 기술적 개념들만을 통해 포착된다. 그런데 이런 분석 구도의 특
성상 결코 포함될 수 없는 한 가지 요소는 행위를 산출하는 원천에 대한 
언급이다. 유덕한 행위를 산출하는 원천이란 다름 아닌 덕인데, 이를 언급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용어로 바꿔 쓴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실상 덕 용어
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95) 반면에 비분리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덕 윤리학자들은 유덕한 행위에 대해 말할 때 비순환적인 설명을 제시하
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덕한 행위를 덕 자체나 그것을 지
니고 있는 행위자가 산출한 것으로서 설명한다.96) 이 차이 때문에 분리주
의적 분석은 유덕한 행위를 산출하는 원천인 덕이 온갖 상황들 속에서 좋
은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심지어 비일관적이어 보이기까지 하는 
행동 양식들로 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된다. 덕이 발휘되는 
온갖 행위 방식들이 파악 불가능할 정도로 무질서하게 보이는 까닭은 그 
배후에 있는 행위 산출의 원천으로서의 단일한 덕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
다. 개념 적용에 관한 다양한 규칙들이 실은 단일한 우리의 마음이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그에 맞게 작동한 모습들이듯이 말이다.97)

  지금까지의 논의가 옳다면, 두꺼운 평가적 용어에 관한 의미론적 분리주
의 혹은 환원주의적 내용 견해는 아직까지 충분히 설득력 있는 분석 전략
을 내놓지 못하였다. 게다가 풀림 논증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드러났듯이, 
거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장에서 다룬 화용론

95) 애초에 유덕한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현대 윤리
학의 편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석이 제시된 적은 없는 
것 같지만, 인간이 가지는 바람직한 성향, 즉 덕을 어떤 두꺼운 용어도 사용함 없
이 지시하는 표현이 있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최대한은 
‘용기’ 대신 ‘두려움과 관계하는 영역에서 좋음을 산출하는 성향’이라고 말하는 것
이다. 하지만 그 성향은 아무런 방식으로나 좋음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결국 <적절함> 같은 중용과 등가적인 개념을 포함시키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96) 대표적으로 Hursthouse(2000)를 예로 들 수 있다.
97) 이는 두꺼운 개념과 관련된 논의들에서 풀림 논증과 짝을 이루는 것으로서 자주 

언급되는 “비-평가적 형태 없음(non-evaluative shapelessness)” 논제와 직결된
다. 그것은 두꺼운 개념이 적용된 사례들에서 평가적 관점을 무시하고 기술적 요소
들만을 보았을 때, 그들을 단일한 것으로 묶어주는 실재적 유사성을 찾아볼 수 없
다는 것이다. Roberts에 따르면, 이는 복수 실현 가능성 현상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2013: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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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리주의에 대한 논의와 종합해서 보자면, 두꺼운 용어에 관한 비분리
주의는 여전히 이 분야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입장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5.4. 두꺼움과 얇음: 얇은 평가적 용어의 기술적 의미
  5.4.1. ‘좋음’의 의미

  기술적 의미와 평가적 의미를 동시에 갖는 두꺼운 용어에 논의의 초점
을 맞추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얇은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
민해 보지 못했다. 두꺼운 용어가 세계의 사실을 기술하는 것처럼 보인다
는 특징이 두드러진다는 점 때문에 은연중에 많은 철학자들은 얇은 용어
는 기술적 의미 없이 순수하게 평가적인 의미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
는 경향이 있다. 두꺼운 용어의 분석을 통해 얇은 용어에 의해 표현되는 
평가적 의미만을 남겨놓으려는 분리주의적 시도 자체가 그러한 생각을 드
러내 보여준다. 하지만 만약 얇은 용어가 두꺼운 용어 못지않게 기술적 의
미와 평가적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설령 두꺼운 용어에 
관한 분리주의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분리주의를 추동한 배후의 동기 자
체는 만족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표적인 얇은 용어인 ‘좋음’에 
관한 기치(P. T. Geach)의 분석은 교훈적이다. 이전의 논의들에서 이미 
잠깐 활용되었지만, 이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볼 때가 되었다.
  기치의 입장은 무어식의 직관주의와 에이어식의 비인지주의를 모두 피
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의 고전적인 논문 “Good and Evil”은 
형용사의 두 가지 용법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시작한다(Geach 1967). ‘빨
갛다’는 형용사를 예로 들어보자. 이 형용사는 ‘빨간 책’의 경우와 같이 한
정적(attributive)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이 책은 빨갛다’의 경우와 같이 
서술적(predicative)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모든 형용사들이 그러하다. 그
런데 ‘작다’와 같은 일군의 형용사들은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빨갛다’와 같은 형용사들과는 논리적으로 다르다고 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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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적한다. 그 차이는 다음과 같은 고찰을 통해 보여진다.
  a가 빨간 책이라고 해 보자. 그러면 우리는 a에 대해서 서술된 ‘빨간 
책’이라는 표현을 쪼개서 ‘a는 빨갛다’ 그리고 ‘a는 책이다’와 같이 말하더
라도 여전히 참되게 말하게 된다. 반면에 a가 작은 코끼리라고 해 보자. 
이 경우 만약 우리가 ‘a는 작다’ 그리고 ‘a는 코끼리이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참되게 말하지 않게 된다. a가 작은 코끼리라면, 그것은 
코끼리로서 작은 것이지 단적으로 작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a
는 크다’고 말해야 참일 것이다. 이처럼 어떤 형용사들은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되었을 때, 그 형용사 뒤에 오는 명사와 따로 떼어져 서술되더라도 유
효한 반면(‘빨갛다’의 경우), 다른 형용사들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작다’의 경우). 기치는 전자에 속하는 형용사들을 ‘서술적 
형용사’라고 부르고, 후자에 속하는 형용사들은 ‘한정적 형용사’라고 부른
다.
  윤리학이 관심을 가지는 ‘좋음’과 ‘나쁨’은 어느 쪽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가? ‘그는 좋은 운동선수이다’와 같은 문장을 예로 들어보자. ‘좋음’이 서
술적 형용사라면, ‘그는 좋은 운동선수이다’라고 말하는 대신, ‘그는 좋다’ 
그리고 ‘그는 운동선수이다’라고 말해도 문제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는 
좋다’와 같은 문장이 현실에서 발화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점은 잠시 논
외로 하자.) 하지만 어떤 사람이 좋은 운동선수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단적
으로 좋다고 할 수는 없다. 이로부터 우리는 ‘좋음’이 한정적 형용사로 분
류되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보다 근본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 단적으로 좋다고 말하는 것
이 무엇인지, 그런 발화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지 되짚어볼 필요
가 있다. 왜 우리는 ‘그는 좋은 운동선수이다’로부터 ‘그는 좋다’를 이끌어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누
군가가 좋은 운동선수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좋은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자명하게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운동선수로서의 좋음은 사람으로서의 좋음을 보장하지 않는다
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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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는 위의 사례에서 ‘좋음’이라는 형용사가 단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 서
술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미 그것을 특정한 종류, 이 
경우 사람이라는 종류에 상대화시켜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어떤 맥락에서는 단적으로 발화된 ‘그는 좋다’가 사람으로서의 좋
음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가령, 그것이 은행 강도들이 범죄 
모의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발화된 것이었다면, 그것은 암묵적으로 그
가 강도로서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
인 발화 상황에서 그 발화는 사람으로서의 좋음에 관해 말하는 것이며, 이
는 우리가 영어의 ’he is good’을 일반적으로, 현실에서 거의 들을 일이 
없는 ‘그는 좋다’가 아니라 ‘그는 선하다’로 번역하는 편이 자연스럽다는 
사실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 ‘선함’은 사람으로서의 자질에 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용어이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좋음’은 한정적 형용사이며, 그것이 단적인 서술에서 사용
된 경우에도 우리는 이미 특정한 종류에 상대화시켜서 이해한다. 형용사들
이 한정적 용법에서 특정한 종류를 표현하는, 후속하는 명사와 더불어 사
용되듯이 말이다. 이에 덧붙여, 특정한 종류에 관한 언급이 없는 일반적인 
맥락에서, ‘좋음’이라는 형용사는 단적으로 서술되었을 때, 서술되는 대상
의 본질적 종류를 참조하게 된다는 것도 기치의 중요한 주장들 가운데 하
나이다.98)

  이 지점에서 ‘좋음’이 한정적 형용사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그것이 
단적인 서술로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들을 제시하는 논자들도 있을 
수 있다. ‘쾌락은 좋다(pleasure is good)’와 같은 문장들이 그 가운데 대
표적인 사례이다.99) 하지만 이는 겉보기와는 달리, 적절한 반례가 아니다. 

98) 기치 자신이 말한 바를 보다 정확히 전달하자면, 고유명, 즉 개체를 가리키는 표
현에 대해 ‘좋음’을 단적으로 서술하는 경우, 개체를 가리키는 표현은 명목적 본질
을 언급하는 것을 이미 전제하므로, 우리는 그 본질적 종류에 상대화된 좋음에 관
해 말하게 된다는 것이다(Geach 1967: 65). 이런 점에서 고유명도 의미 혹은 내포
(connotation)를 갖는다. 그는 여기서 명목적 본질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로크의 견
해에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의 논의에서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단순화시켜 본질이라고만 하였다.

99) 실제로 기치 자신도 고려하고 있는 문장이다(Geach 1967: 66-67). 그렇지만 나
는 여기서 그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대략적으로 말해, 그는 자신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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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락은 좋다’와 같은 문장의 발화를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이 무엇에 좋다
는 것인지를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상태에서 이해한다. 쾌락은 인간, 혹은 
의식 있는 생명체에게 좋다는 식으로 말이다. 앞서 논했던 ‘그는 좋다’와 
같은 사례들과는 달리, 이런 사례들은 어떤 부류 자체가 단적으로 좋다고 
말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 부류가 특정 종
류에게 좋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며, 그렇지 않은 사례를 나는 생각해낼 수 
없다. 그렇다면 ‘좋음’이 단적으로 서술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사례들
도 실은 특정한 종류 개념을 전제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좋음’의 주요 
용법에 의존적인, 파생적 용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윤리학의 최대 관심 형용사인 ‘좋음’이 한정적 형용
사라는 점을 확립했다고 해 보자. 이것이 메타윤리학적 논의에서 가지는 
의의는 무엇인가?
  우선, ‘좋음’을 한정적 형용사로 분석하는 입장은 설령 우리가 ‘좋음’이 
정의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무어와 같이 
‘좋음’이 비자연적 속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결론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준다. ‘좋음’이 단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 서술되는 형용사
라는 생각과 그것이 단순 개념을 표현한다는 생각은 서로 결합되어 받아
들여지기가 쉬운 한 쌍이다. 여기에 개념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속성을 표
상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이 더해지고, 또 좋음은 노랑과 같이 지각 가능한 
속성도 아닌 것 같으므로, 우리는 금세 ‘좋음’이 직관에 의해서만 파악 가
능한 비자연적 속성을 가리킨다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갖게 된다.
  ‘좋음’이 한정적 형용사로서 특정 종류에 상대적으로 서술되는 표현이라
는 입장은 바로 위와 같은 일련의 생각들이 시작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
를 갖는다. 이것이 무어의 입장과 대조되는 점은 다음의 구절에 대한 검토
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

  왜냐하면 ‘선한 행위’는 일종의 복합 개념이기 때문이다(…)다른 한편으로, 행위 

적들이 ‘좋음’의 일상적 의미와 철학적 의미 사이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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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다른 것들도 선할 수가 있다. 만약 행위 외의 다른 것도 선하다면, ‘선’은 행위 
및 다른 것들에 공통적인 어떤 속성을 내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른 선한 것들을 도외시하고 오직 선한 행위만을 검토한다면, 행위 외의 다른 선한 
것들은 공유하고 있지 않은 어떤 속성을, 마치 공통적인 속성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
하는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다(무어 2018: 42).

  ‘좋음’이 일상적으로 행위를 비롯한 온갖 것들에 서술될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그런데 무어는 ‘좋은 A’(여기서 A는 종류를 나타내는 명사)가 
복합 개념, 즉 <좋음>과 <A>라는 단순 개념들로 분석되는 개념을 표현한
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들이 진정으로 사소하지 않게 
공유하고 있는 좋음이라는 속성이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에 
‘좋음’이 한정적 형용사라는 생각은 ‘좋은 A’가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분
석되는 복합 개념이 아니라고 보는 생각과 일맥상통한다.
  우리가 좋음에 대해 생각할 때, 모든 좋은 것들이 공유하는 모종의 단일
한 속성이 아니라, 좋은 음식,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좋은 사람 등등을 우
선적으로 떠올리게 되면, 좋음이 비자연적 속성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
이 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것이 좋은 자동차라는 것을 알기 위해 
우리가 무어적인 의미에서의 직관을 필요로 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100) 우리는 경험을 통해 어떤 것이 좋은 자동차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 같다. 더 나아가, 좋은 사람임에 대해서도 사정은 그렇게 다른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어떤 것이 그 종류로서 좋은 것인지 아닌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은 비인지주의적인 분석을 도입할 동기 자체를 사라
지게 만든다. 애초에 에이어의 입장은 열린 질문 논증을 받아들이면서도 
무어식의결론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지점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 ‘그는 선하다’ 혹은 ‘그는 좋은 사
람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는 용감하다’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자. 직관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 두꺼운 용어를 적용해 말할 
때, 얇은 용어를 사용할 때보다 풍부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전달된다는 점

100)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치의 입장을 계승하는 Thomson이 명시적으로 논한 바 있
다(Thomson 2008: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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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꽤 분명한 것 같다. 바로 그 점에서 두꺼운 용어를 사용한 진술은 그것
을 비서술적인 형태로 분석하려는 시도에 대해 얇은 용어의 경우보다 더 
큰 저항감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우리가 ‘좋음’에 관해 기치식의 분석을 
받아들인다면, 두꺼운 용어를 사용할 때와 얇은 용어를 사용할 때 구체성
을 제외하면 그렇게까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
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용감한 사람에 대해 말할 때, 그의 덕목을 구체적
으로 말하는 대신 뭉뚱그려서 ‘그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해도 우리는 맞는 
말을 한 것이며, 그의 인격적 좋음을 칭찬한 것이다. 즉, 용감함은 인격적 
좋음이 구체화되는 한 가지 방식이며, 다른 덕목들 역시 그러하다. 달리 
말하자면, 인격적 좋음은 여러 덕목들로부터 추상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
다. 얇은 용어와 두꺼운 용어 사이의 관계도 이와 동형적이다. 그렇다면, 
두꺼운 용어들이 기술적 의미와 평가적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고 할 때, 그
로부터 추상한 것인 얇은 용어 역시 그런 특성을 가질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추상 과정에서 어떤 특성
들은 상실되기도 하지만, 두꺼운 용어가 가지는 바로 그 독특한 성격이 사
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101)

  5.4.2. ‘옳음’의 의미

  ‘좋음’에 관한 기치의 분석을 소개하면서, 나는 암묵적으로 이에 관한 
논의가 곧 도덕적 용어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게다가 나는 이 논문 전체에서 평가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을 특별히 구별
하지 않았는데, 혹자는 이론적 입장에 따라 이런 식의 접근에 대해 의심스
럽게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한 이유는 부분적

101) 사실 Geach는 얇은 용어가 순수하게 혹은 일차적으로 기술적인 의미만을 가진
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그것의 평가적 의미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비례
(ratio)라는 독자적인 개념적 장치를 동원해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대목이 얇은 
용어가 순수하게 평가적 의미만을 갖는다고 본 Hare와의 논쟁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Hare 1967). 이들의 입장 차이는 중요하지만, 상당한 해석을 필요로 하며, 이 
논문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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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여기서 검토한 과거의 논의들 자체가 실제로 ‘좋음’에 대해 이루어
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주된 이유는 현재의 논의가 ‘옳음’으로 
대표되는 다른 도덕적 용어들 전반에까지 큰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옳음’은 분명 ‘좋음’과는 차별화되는 특징들이 있다. 그 중 최대의 특징
은 그것이 일반적으로 인간으로서의 행위에 대해서 사용되며, 그렇기 때문
에 마치 ‘좋음’이 인간 종류에 대해 서술될 때처럼, 도덕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102) 일상적 회화에서, ‘그는 항
상 옳다’의 경우처럼, 그것이 사람에 대해 서술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
도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누군가의 판단, 즉 행위가 옳다는 뜻으로 이해
된다. 반면에 ‘좋음’은 일상에서 온갖 종류에 대해서 사용되며, 인간 종류
에 한정하는 경우에도 인격과 행위를 서술하는 데에 모두 동원되는 것처
럼 보인다. 우리는 좋고 나쁜 행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좋고 나쁜 인간
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말한다. 게다가 ‘좋은 도둑’의 예에서 보았듯이, 
그것은 어떤 종류 개념과 결합하여 도덕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은 경우에까
지도 사용되기도 한다. 두꺼운 덕 용어들은 이 점에서 ‘좋음’에 더 가까운 
특성을 갖는다. 그것들이 주로 도덕적 성격 유형, 즉 바람직한 인격적 특
성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행위의 
바람직한 특성을 언급하기 위해서도 잘 사용된다. 덕 용어들은 정상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도덕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른 종류 개념들과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는 ‘좋음’과는 
달리,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덕 용어들이 이미 인간 종류 개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특징일 것이다.
  이런 평가적, 도덕적 용어들의 일상적 용법 자체만 놓고 보자면, ‘좋음’
과 ‘옳음’은 서로 엄격하게 구별되는 개념들을 표현하는 용어들이라기보다
는 ‘좋음’이 좀 더 넓고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는 포괄적 용어인 반면, ‘옳

102) ‘옳음’은 어떤 문제에 대한 ‘정답’의 경우처럼, ‘맞다’의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이
는 가치 평가와 무관한, 순수하게 기술적인 참 개념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참, 그리고 인식적 정당성 같은 개념도 평가적 혹은 규범적 개
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하는 주제이며, 여기서는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이런 용법은 고려하지 않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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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은 그것에 비해 좀 더 좁게 제한된 종류의 대상과 경우에  대해 적용되
는 특수한 용어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103) 이 지점에서 지난 절에서 이
루어진 논의의 교훈을 짧게 되새겨보자면, 그것은 얇은 ‘좋음’이 ‘좋은 사
람임’으로 분석되는 경우, 그것은 두꺼운 덕 용어들과 마찬가지로 기술적 
의미와 평가적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덕 용어들은 사람으로서 좋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다 구체
적으로 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들이며, 달리 말하자면, 얇은 ‘좋음’은 그
러한 두꺼운 덕 용어들로부터 추상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이러한 
생각의 핵심이 ‘옳음’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해 옳다고 말할 때, 그것은 참, 거짓 여부가 중요한 
방식으로 그 행위를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런 점에서 기술적 의
미와 평가적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옳
다고 말하는 대신, 그 행위가 정의롭다거나 지혜롭다고 말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그 행위에 대해 서술하게 된다는 점 또한 그럴듯해 보인다. 그
렇다면 ‘좋음’과 ‘옳음’ 그리고 두꺼운 용어들 사이의 관계는 일단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한다.
  우선 두꺼운 용어들이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다 얇은 
용어들보다 근본적이다. 두꺼운 용어들 중 우리가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덕 용어들은 인격이나 행위가 가지는 바람직한 특성을 언급하기 위해 사
용된다. ‘좋음’은 ‘좋은 사람임’으로 분석되는 경우, 덕 용어가 가지는 주
요 성질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추상된 것이다. 반면에 ‘옳음’ 덕 용어가 
가지는 성질들 중 일부만을 가지도록 제한적으로 추상된 것으로 보인다. 
‘옳음’은 일반적으로 행위에 대해서만 서술되며, 흥미롭게도 유덕한 행위
들이 가질 수 있는 바람직한 속성의 스펙트럼 중에서 일부만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흔히 ‘좋음’과 달리 ‘옳음’은 정도차를 허용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바로 방금 말한 ‘옳음’의 성질과 직접적
인 관련이 있다. 덕은 정도차를 허용하는 개념이며, ‘좋음’은 그 성질을 그
대로 계승하고 있다. 좋은 행위들은 간신히 허용되는 낮은 수준부터 신적

103) Tappolet은 ‘좋음’과 같은 평가적 용어들이 상대적으로 “잡식성(omnivorous)”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2014: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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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는 높은 수준에까지 걸쳐 있다. 옳은 행위는 현재 도덕적
으로 허용 가능한, 그르지 않은 행위 정도로 이해되며, 따라서 좋은 행위
들의 스펙트럼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위치하는 행위들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탁월한 행위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을 받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의무를 초월한(supererogatory) 행위라고 말해지는 반면, 우리
가 옳은 행위라고 분류하는 행위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라는 점을 상기해 보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104) 하지
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덕 용어에 비해 이렇게 제한적인 성질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옳음’이 여전히 두꺼운 평가적 용어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만큼
은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것은 여전히 덕 용어
와 마찬가지로 어떤 행위가 가지는 바람직한 속성을 높이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상의 고찰에 대해, 그것은 ‘옳음’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충분하
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비판은 ‘옳음’은 ‘좋음’과 같
은 평가적 용어와는 무언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으로, 그런 의심의 
기저에 있는 것은 아마도 도덕적 용어 혹은 개념이 두 부류로 나뉘는데, 
평가적인 것과 구별되는 의무적(deontic)인 것이 있으며, 그 둘 중에서는 
특히 의무적인 것이 도덕적 개념의 핵심을 이룬다는 생각일 것이다. 특히 
의무적 개념들 중 핵심은 ‘해야 한다’이므로, ‘옳음’에 대한 분석은 ‘해야 
한다’에 대한 설명 없이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그 요지일 것이다. 규범 윤
리학에서 의무론적 입장을 취하는 철학자들이 이런 의문을 표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하지만, 특정 입장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제기
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좋은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옳게 행동했다’
와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소크라테스는 지혜롭다’, ‘소크라테
스는 지혜롭게 행동했다’와 같은 진술들이 어쨌든 평가적 의미와 더불어 
기술적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기는 비교적 쉽지만, ‘약속을 지켜야한다’
나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진술들이 어떤 사실을 기술한다고 생
각하기는 그보다 쉽지 않다. 따라서 만약 후자와 같은 진술들이 도덕적 진

104) Zagzebski는 이런 생각에 기반하여 덕 윤리학의 입장에서 의무적 개념들을 분석
한 바 있다(1996: 233[국역본: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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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핵심에 해당하고, 거기서 동원되는 의무적 용어들이 곧 도덕적 용어
에서 근본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이라면, 어떻게 이 논의가 도덕적 용어 전
반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너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와 같은 진술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보아
온 전형적인 평가적 진술들과는 무언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이러저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까지는 모르겠더라도, 
자주 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 그래서 ‘옳음’과 ‘해야 
한다’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런 점들이 현재 논의에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는 자명하지 않다.
  ‘해야 한다’가 이제까지 보아온 평가적 개념들과는 너무도 달라서, 어떠
한 “기술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 순수한 개념이라고 해 보자. 그렇다면 그
것은 두꺼운 용어들이나 ‘좋음’, 그리고 ‘옳음’의 일부 용법과는 결이 다른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야 한다’가 
도덕적 개념들 전반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해야 한다’가 의무적 개념의 대
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도덕적 개념의 핵심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지는 확실치 않다. 그리고 설령, 이제까지의 논의가 의무적 개념에는 적용
되지 않고, 그래서 결국 도덕적 개념들 중 일부에만 적용될 수 있는 이야
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논문의 궁극적인 목적인 도덕적 속성에 관한 
비환원적 자연주의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어느 정도의 문제가 되지
는 좀 더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노선의 생각은 내가 옹호하고자 하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세한 논의를 하기보다는 다른 방향의 
답변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누군가가 이러저러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부류의 진술들은 분명 이제까
지 보아온 전형적인 평가적 진술들과는 다르지만, 나에게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진술들의 이해에 참, 거짓 여부가 사소한 것 같지는 않으며, 그런 점
에서 사실과 관계하는 진술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형적인 평가적 진
술들과는 무언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명령 표현(directives)의 이해에 대한 톰슨의 견해가 우리의 문제를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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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다(Thomson 2008: 207ff). 그녀의 물음은 
‘해야 한다’가 들어간 온갖 진술들을 참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녀는 ‘해야 한다’와 같은 명령 표현이 왜, 무엇 때문
에 존재하는지를 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마디로, 어떤 종류에 
속한 개체가 그 종류에 고유한 덕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결함의 상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 종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
다. 예컨대, 빵을 잘 굽는 것이 그것의 덕목인 토스터는 빵을 잘 ‘구워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토스터는 토스
터로서 결함이 있는 것이다. 마치 덕을 갖추지 못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결
함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유덕한 행위자는 유덕한 행위를 그저 하는데, 
만약 모든 사람이 유덕했다면, 유덕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말은 불필요
했을 것이다. 각각의 종류들에 대한 덕 용어와 마찬가지로 이런 명령 표현 
역시 인간을 비롯한 온갖 종류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덕 용어나 명령 표현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
려는 것이 톰슨의 의도이다.105) 이처럼 온갖 종류들에 대해 쓰일 수 있다
는 점에서 ‘해야 한다’는 ‘좋음’과 유사한 측면도 있다.
  이런 톰슨의 견해를 참조하여 다시 우리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명령 표
현을 사용하는 당위 진술들은 분명 청자의 행위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
로 발화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진술들의 이해에도 여전히 객관적인 참, 
거짓 여부는 중요해 보인다. 톰슨이 보여주었듯이, 당위 진술을 참이게 만
드는 것은 전형적인 평가적 진술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어떤 종류에 고
유한 덕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저러한 행위를 해야 한다

105) 톰슨의 이런 기획 자체는 규범성을 신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서, 이 논문이 주장하는 비환원적 자연주의와도 명백한 친화성이 있다. 이
에 대해 인간 종류에 대해 쓰이는 ‘해야 한다’는 무언가 특별하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야 한다’의 의미 분석 수준
에서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인지는 의문이다. 그것은 인간, 그리고 인간 종류에 고유
한 규범성이 어떤 존재자인지에 탐구하는 논의의 수준에서 물어져야 할 것으로 보
인다. 이곳에서 제시된 ‘해야 한다’의 의미 분석을 받아들이면서도, 원한다면 다른 
메타윤리학적 입장을 취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렇지만 도덕적 용어의 의미에 관
한 이곳의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할 때, 그에 가장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메타윤리학
적 입장이 비환원적 자연주의라는 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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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은 그 행위가 인간 행위로서 바람직하거나 허용 가능하다는 것에 의
존적으로 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당위 진술이 전형
적인 평가적 진술과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행위와 더
불어 의무가 부과되는 주체 사이의 관계 또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래서 당위 진술은 관련된 종류의 고유한 기능과 무관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해야 한다고 할 때에 거짓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언급하는 
행위가 정말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진술이 의무를 부과하려는 
주체가 어떤 존재자인지에 따라서도 거짓이거나 부적절(발화의 전제 미충
족 등)하게 될 수 있다. 이는 한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개체들 
사이에서도 의미심장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의해 예증되는 것처
럼 보인다. 인간 종류의 경우, 어린아이나 치매 환자처럼, 그 주체가 온전
한 행위 능력을 가지지 않은 개체라면, 어떤 당위 진술은 거짓이나 부적절
하게 보이기도 한다. 또, 반대 극단의 경우는 당위 진술이 언급하는 주체
가 완전무결한 덕을 갖춘 사람인 경우인데, 그런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해
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유보 없이 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
다.
  어쨌든 이상의 논의가 받아들일만하다면, ‘해야 한다’로 대표되는 의무
적 개념들은 그 결이 ‘좋음’으로 대표되는 평가적 개념과는 다르다고 하더
라도, 여전히 그것을 사용하는 당위 진술의 진리치가 평가적 개념이 표상
하는 덕 속성에 근본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얇은 평가적 용에 관
한 현재의 논의는 그 중요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상이 옳음에 대
한 좋음의 우선성 같은 논제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좋
음’에 대한 기치의 분석이나 명령 표현에 대한 톰슨의 분석은 그런 윤리학
적 논제가 아니라, 언어 표현의 일상적 의미에 대한 관찰을 체계적으로 서
술한 것에 불과하다. 적어도 내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러하다. 반면에 
좋음과 옳음 중 무엇이 우선이냐는 물음은 개념이 아니라 속성들 사이의 
위계에 대한 물음으로, 원칙적으로는 현재 논의와 독립적으로 답변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의무론적 철학자는 일상적 언어 관행이나 판단과는 반
대로, 실제로는 어떤 행위가 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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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얇은 평가적 용어의 의미에 관한 이상의 논의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좋음’을 한정적 형용사로 보는 분석에 따를 때, 그것은 결국 
덕 용어로부터 추상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그런 점에서 
기술적 의미와 평가적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는 두꺼운 용어의 특징 또한 
보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옳음’이나 ‘해야 한다’ 같은 의무적 용어 또한 
‘좋음’과 그렇게 다르지 않거나, 적어도 그것에 의존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에서 궤를 같이 한다. 얇은 평가적 용어의 의미가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
면, 이는 두꺼운 개념에 관한 분리주의의 배후에 있는 동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는 셈이다. 분리주의를 주장하는 동기는 결국 어떤 평
가적 의미를 갖는 용어에 기술적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을 막음으로써 기존
의 사실-가치 이분법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분리주의는 진정한 평가적 의
미는 오로지 얇은 용어만이 순수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그
렇게 하고자 한다. 그런데 얇은 용어 자체가 애초에 기술적 의미 또한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두꺼운 용어의 분리 가능성을 논하기 이전
에 해결해야 할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다. 도덕 실재론을 
옹호하려는 비분리주의자들 또한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상대방에게 필요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논의를 시작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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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금까지 보았듯이, 이 논문의 기획은 도덕적 속성에 관한 비환원적 자
연주의를 옹호하는 것, 다시 말해 도덕적 속성이 그 자체로서 인과력을 갖
는 속성이라는 점을 옹호하는 것이었다. 도덕적 개념의 비환원성에 관한 
옹호는 그 과정에서 주요 근거로서 동원되었다. 덕 윤리학적 입장에 친화
적인 메타윤리학 연구자들에게는 익숙하게 느껴질 이러한 비환원적 자연
주의가 그럴듯하게 느껴진다면, 제기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답
하는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일은 애초에 이러한 기획을 추동하게 하는 
어떤 철학적 발상을 확고하게 붙잡는 것이다. 그것은 편의상 말하자면, 고
대 철학적 전통에 가까운 그림이다. 그 핵심은 우리가 윤리학에서 가장 먼
저 고려하는 가치가 인간이라는 종에 고유한 덕이라는 생각, 그리고 덕을 
갖춘 인간은 무언가 다르게 행동한다는 생각이다. 그에 따라 평가적 개념
들의 주된 역할 또한 정해지는데, 그것은 그 종에 속하는 어떤 개체가 그
러한 덕을 갖추었는가라는 기준에 도달했는지에 대해 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확고하다면, 그리고 철학적 이론을 만들어내는 작업에서 그
것들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수많은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답변 방향은 
대체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게 된다. 이제 이론적 작업의 단계로 들어서면, 
어떤 종에 고유한 기능이 무엇인지, 그 종에 속한 개체가 그 기능을 잘 수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객관적 경험에 의해 알려지는 사안이라는 생
각, 우리는 인간이라는 종의 덕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완전히 이질
적인 도덕적 개념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 덕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양
하게 발휘되므로, 몇몇 전형적인 행동 방식과 그에 대한 평가만으로는 포
착하기 어렵다는 생각 등등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제한된 지면과 능력의 한계 상 여기서 다루지 못한 몇몇 중요한 철학적 
문제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두 가지 문제는 도덕적 수반 문제와 
도덕적 판단이 어떻게 행위를 위한 동기를 제공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도덕적 수반 문제는 “상위의” 도덕적 속성과 “기저의” 기술적 혹은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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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속성 사이의 관계를 묻는 문제로, 비환원적 실재론에 대해 특히 강하게 
제기된다고 알려진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두꺼운 속성과 개념에 대해 
이 논문에 제시된 생각이 옳다면, 애초에 그러한 구분 자체가 더 이상 자
명하지 않게 되는 측면이 있다. 덕은 상위와 기저 어느 쪽으로 분류해야 
하는 속성인가?106) 마찬가지로, 판단과 동기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이 논문에서 고려한, 인과에 관한 대안적 그림을 감안한다면 신선
한 시각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성향이나 능력에 의한 설명을 새롭게 
보게 된 시점에서 믿음과 욕구 또한 인간 능력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
다면, 기존의 문제 제기나 답변들 사이에서 간과된 측면들이 보일 수도 있
다. 익숙한 철학적 문제들의 해결이 아직도 요원해 보이는 만큼, 이런 “새
로운” 발상들에도 기회를 줄 차례이다.

106) 내가 아는 한, Dancy(1995)만이 이런 방향에서 유일하게 두꺼운 속성, 개념의 
의의를 수반 문제와 관련하여 짧게나마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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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esis proposes and defends a position which can be 
classified as a sort of non-reductive naturalism in meta-ethics.
  I argue that moral properties or facts are not only irreducible 
to others well-known natural scientific properties or facts but 
also have real causal efficacy. The moral properties that I have 
in mind are human moral character types, i.e., virtues, meaning 
that the action explanations in terms of virtues are real causal 
explanations as well. Furthermore, this can serve as an answer 
to Harman's challenge to moral realism, which holds that unlike 
natural scientific facts, moral facts do not have an explanatory 
role in causal explanations and thus do not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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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ever, for an action explanation by virtue to be accepted 
wholly as a causal explanation, it will come into view that the 
Humean picture, which is the recent mainstream conception of 
causation, should be reexamined, as should its closely related 
mechanical philosophy of nature as well. An alternative picture 
which is more akin to ancient tradition understands the concepts 
of law, causation, and nature centering on causal agents and 
their power, including virtues.
  The view that an action explanation by virtue is a real causal 
explanation is connected to the concept that the moral terms 
referred therein, which express moral properties, work like 
natural kind terms. To this, the moral twin earth argument 
posited that moral terms are different with well-known natural 
kind terms in an important sense, with the point questioning 
whether there any agreeable theory of ethics for us comparable 
to the modern theory of chemistry. I will answer this by holding 
that we can think of empirical theories of virtues distinct from 
specific theories of normative ethics.
  The most anticipated strategy opposed to this idea that the 
theory of virtues is one that provides an irreducible causal 
explanation is to show that the property types referred to by the 
theory are actually reducible to or replaceable with other types 
of properties. Virtue concepts are classified as thick concepts, 
and the separationist position - which claims that all thick 
concepts are separable to thin evaluative concepts and 
descriptive concepts - can thus be understood as a very 
strategical movement toward this direction in this context. 
Therefore, my defense of non-separationism against separationist 
challenges to thick concepts should amount to supporting 



- 171 -

non-reductive naturalism on moral properties.

keywords : moral realism, non-reductive naturalism, causal 
explanation, moral twin earth, virtue theory, thick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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