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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최근 베르그만은 내재주의적 정합론자들이 토대론에 제기하였던
비판을 내재주의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전환하고자 시도한다. 만일 베르그
만의 내재주의 일반에 대한 비판이 유효하다면, 내재주의는 특히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필자는 내재주의자가 경
험의 비추론적 정당화 역할을 부정해야 한다고 보지 않으며 따라서 베르그
만의 내재주의 비판이 잘못되었음을 보이고자 한다. 한편, 베르그만의 내재
주의 비판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지각적 믿음의 비추론적 정당
화를 이해하기 위해 외재주의적 요소가 불필요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각
경험에 대한 관계적 견해에 따르면, 외적 대상이 지각 경험의 한 부분이
된다.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이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내재주의와 외재주의
를 둘 다 수용할 가능성을 고려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내재주의와 외재주의
의 이분법을 넘어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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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감각 경험이 주변의 사물들에 대한 믿음과 인과적인 관계를 가지
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철학자는 많지 않다. 나는 기차가 오고
있음을 목격했고 따라서 나의 시각 경험은 “기차가 오고 있다”는 믿
음과 인과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경험이 단지 인과적이
아니라 믿음의 참에 대한 정당화를 제공하는 것으로, 따라서 믿음과
인식론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도 간주된다. 즉, 왜 기차가 오고 있
다고 믿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는 기차를 보았기 때문
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기차는 거기서 오고 있었다. 나는 나의 믿음
을 참으로 만드는 바로 그 사태 자체를 목격했다. 더 이상 무슨 이유
가 필요한가?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에 대한 일상적 믿음에도 불구하
고 경험과 믿음 간의 인식론적 관계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취하는
철학자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다음은 각각 데이빗슨과 셀라스의 글
에서 인용한 것이다.
물론 의미와 지식이 경험에 의존하고, 경험은 감각에 의존한다. 그
러나 여기서 “의존”은 인과적 관계이지 증거나 정당성의 관계가 아
니다.1)
물리적 대상에 대한 직접 지각은 감각 인상들의 발생에 의해 매개
되는데, 감각 인상들은 그 자체 완전히 비인지적이며, --- 이 매개는
인식론적이라기보다는 인과적이다.2)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에 대한 이러한 회의주의는 어디서 왔는가?
물론 회의주의는 다양한 논의에 근거해 있지만, 그것의 역사적 배경
은 분석철학 초기의 경험론적 토대론 －감각 자료이론(sense-data
theory)이 대변하는－ 에 대한 반발에서 찾을 수 있다. 전통적인 경험
론적 토대론에 따르면, 경험은 세계에 대한 인식론적 매개 역할을 할
1) Donald Davidson, “A Coherence Theory of Knowledge”, p.146.
2) Wifrid Sellars, “Phenomenalism”,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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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경험이 인식론적으로 매개하는 대상은 친숙
한 주변의 사물들이 아니다. 경험 자체에 주어진 대상은 감각 자료
(sense-data)와 같은 특별하고, 주관적인 존재이며, 경험을 통해 우리
는 그러한 대상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러한
감각 자료 지식은 전체 경험적 지식을 구축하는 토대가 된다. 20세기
후반에 와서 이러한 경험론적 토대론은 강력하고도 방대한 비판에 직
면하게 되었으며, 위의 인용이 보여주는 대로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
자체에 대한 회의주의에 동기를 부여하였다.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에 대한 일상적 믿음을 존중하려는 감각 자
료이론이 결국 경험의 비추론적 정당화 역할 자체를 포기하는 회의주
의적 반응을 초래했다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컬하다. 감각 자료이론
은 무엇이 문제인가? 감각 자료이론의 내용 중에서 보존되어야 할 부
분이 없는가? 그리고 전통적인 경험론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을 부정할 필요가 있는가? 최근의 토대론의 부활은 전
통적 토대론의 몰락이 가지는 의미를 재고하기를 요구한다.3) 20세기
초의 경험적 토대론이 왜 비판받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토대론이
왜 새로이 부활되었는지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이 논문은 경험의 비추론적 정당화 역할이 내재주의와 외재
주의의 대립에 어떤 함축을 가지는가에 주목할 것이다. 경험의 즉각
적 정당화 역할에 대한 상충되는 입장들은 각기 다른 정당화이론을
전제하는가? 예를 들어, 신빙성이론(reliabilism)을 받아들여서 경험의
정당화 힘은 경험이 실제로 세계의 조건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의 여부에 의존한다고 해보자. 그런 견해를 받아들이면, 경험 E가
문맥 C1에서 A라는 상황을 지시한다면, 경험 E는 A에 대한 믿음을
정당화시켜준다. 경험은 그것에 기반을 둔 믿음을 참으로 만드는 조
3) 대표적인 정합론자인 봉쥬르도 최근 토대론을 옹호하였다. Lawrence
Bonjour & Ernest Sosa, Epistemic Justification에서 봉쥬르의 글을 참
조. 그러나 봉쥬르는 보다 전통적인 토대론으로의 복귀를 옹호하는 반면,
최근 토대론의 한 특징은 외적 대상에 대한 믿음을 토대믿음으로 간주하
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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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믿음의 주체가 자
신의 경험이 세계와 그러한 연결을 가지고 있음을 의식할 필요가 없
다는 것이다. 만일 경험이 실제로 그러한 연결을 가지고 있다면, 그
경험은 믿음을 정당화해 줄 수 있다. 즉, 믿음의 주체가 E가 A와 긴
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없더라도, 즉, E가 A와 긴밀히 연결되
어 있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배경 정
보의 결핍이 E의 실제적인 정당화 역할을 파기하지 않는다. 외재주의
적 시각에서는 경험의 정당화역할이 배경 정보에 의존하지 않는다.
환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해도 이것이 지각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을 손상하지 않는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반론
이 제기될 수 있다. E는 문맥 C2에서는 A가 아니라 그와 양립불가
능한 B를 지시할 수 있다. 즉, 만일 B이면, A가 아니다. 따라서 C2
에서 E는 A를 지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C2에서 E는 A에 대한 믿음
을 정당화해주지 않는다. 이는 정당화에 대한 내재주의적 시각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이다. 왜냐하면, C1과 C2는 주관적으로는 구
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C1은 지구, C2는 퍼트남의 쌍둥이 지구라
고 하자), E의 인식론적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재주의
자는 경험의 즉각적 정당화 힘에 대한 위의 외재주의적 해결을 받아
들일 수 없고, 경험의 즉각적 정당화에 대해 회의적이 될 수밖에 없
는 듯 보인다.
그러나, 필자는 위와 같은 진단이 잘못되었고 따라서 내재주의자는
경험의 즉각적 정당화를 부정해야할 좋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즉, 주체와 외적 세계 사이에 성립하는 어떤 외재적 관계에 기초하여
경험의 즉각적 정당화를 옹호한다고 해도 이런 시도가 반드시 내재주
의와 상충하지 않는다. 물론 전통적 토대론 비판을 주도하였던 철학
자들인 셀라스나 봉쥬르 등은 내재주의자였다. 따라서 내재주의를 받
아들이면 경험의 정당화 역할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돌려서 말하자면, 경험의 비추론적 정당화 역할을 긍정하면 내
재주의를 부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베르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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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내재주의적 정합론자들이 토대론에 제기하였던 비판을 내재주의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전환하고자 시도한다.4) 베르그만은 셀라스가
토대론에 제기하였던 딜레마를 내재주의의 딜레마로 전환하여 내재주
의를 비판하고 궁극적으로 외재주의를 옹호하고자 한다. 만일 베르그
만의 내재주의 일반에 대한 비판이 유효하다면, 내재주의는 경험의
정당화 역할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과연 내재주의자가 경험
의 비추론적 정당화 역할을 받아들일 수 없는가? 필자는 내재주의자
가 경험의 비추론적 정당화를 부정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베르그만의 내재주의 비판이 잘못되었음을 보이고자 한다.
한편, 경험의 비추론적 정당화 역할은 내재주의와 외재주의의 접점
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베르그만의 내재주의 비판이 문제
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지각적 믿음의 비추론적 정당화를 이해하
기 위해 외재주의적 요소가 불필요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험은 우
리로 하여금 주변 대상에 대한 직접적이고 비추론적 인식을 가능케
한다. 경험이 가지는 이러한 인식론적 힘은 경험과 대상 사이의 어떤
기초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5)
경험에 대한 관계적 견해(the relational view of perception)의 핵심
은 지각 경험이 세계 그 자체를 우리에게 드러내 준다는 것이다.6) 관
계적 견해는 대상이 단지 주관적인 인상을 촉발하는 역할을 할 뿐
경험과 간접적으로 혹은 추론적으로 연관될 뿐이라는 전통적 견해와
대비된다. 관계적 견해에 따르면 대상 그 자체가 경험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따라서 경험은 외재주의적 측면을 가지게 된다. 물론 환각과
같은 상황에서는 외적 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외적 대상과의
관계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환각의 경우 외적 물리 대상에
대한 직접적 인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환각의 경우가 그렇다
고 해서 지각의 경우에도 직접적 인식은 존재할 수 없는가? 오류가능
한 직접적 인식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주관적으로 구분 불가능한
4) Michael Bergmann, Justification without Awareness.
5) 이 관계는 통상 “presentation”이라고 기술되며 “representation”과 대비된다.
6) Tim Crane, “Is there a perceptual relation?”,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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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들은 인식론적으로 동등하다는 내재주의적 직관과 양립불가능하
지 않다. 오히려 직접적 인식은 경험의 주체가 그것의 존재에 대해
오류를 범할 수 없는 감각 자료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러쎌의 제한
(Russell’s restriction)이 문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궁극적
으로 내재주의의 핵심 논제를 존중하면서도 외적 물리 대상에 대한
직접적 지식을 옹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자 한다.

Ⅱ. 베르그만의 내재주의 비판
예지력(clairvoyant)을 가진 사람의 믿음이 비록 상당히 신빙성있다
고 해도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인이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선 자신의 믿음이 참인
것은 우연일 뿐이다. 왜 자신의 믿음이 참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내
재주의자는 믿음의 정당성이 그 믿음의 주체의 시각(the subject’s
perspective)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베르그만에 따르면, 내재주의자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정당성을
제공하기 위해선 믿음의 주체가 그것을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구
(awareness requirement)를 받아들이며, 이러한 요구는 내재주의의 핵
심이다.7) 그러나 이때 요구되는 의식이 정확히 어떤 성격을 가지는
가? 베르그만은 두 가지 의식을 구분한다. “주어진 증거가 믿음을 정
당화하는 데 유관하다”는 명제를 받아들이기를 요구하는 강한 의미의
의식(strong awareness)이 그 하나이다. 즉, 자신의 믿음에 대한 증거
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것이 자신의 믿음에 대한 증거임을 또
한 믿어야 한다. 한편, 내재주의가 요구하는 의식은 그런 이차 믿음
이 꼭 필요하지 않는 보다 약한 형태의 의식 (weak awareness)일 수
도 있을 것이다. 증거에 대한 개념적 혹은 비개념적 인식은 하되, 단
지 그것이 자신의 믿음을 정당화하는데 유관한지는 인식하지 못하는
7) Michael Bergmann, Ibid.,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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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다. 베르그만은 이 두 경우 모두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의식
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내재주의는 딜레마에 빠진다고 논증한다.
그가 제시하는 딜레마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Ⅰ. 내재주의의 핵심은 믿음의 주체가 믿음에 대한 증거(정당화 제공
자)를 실제로 혹은 잠재적으로 의식함을 믿음의 정당화의 필요조
건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
Ⅱ. 내재주의가 요구하는 의식은 강한 의식(strong awareness)이거나
혹은 약한 의식(weak awareness)이다.
Ⅲ. 강한 의식은 악성적 퇴행(vicious regress)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극단적인 회의주의에 봉착한다.
Ⅳ. 약한 의식은 내재주의자가 존중하고자 하는 “주체의 시각”을 보존
해 주지 못한다.
Ⅴ. 만일 내재주의가 극단적 회의주의에 봉착하거나 “주체의 시각”을
보존해 주지 못하면, 내재주의는 부정되어야 한다.
Ⅵ. 따라서 내재주의는 잘못되었다.

이 논증은 내재주의 일반에 대한 비판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증 구
조를 경험의 정당화에 적용할 경우, 내재주의자는 경험 E가 믿음 B
를 정당화하기 위해선 E가 B를 정당화하는 데 유관하다고 주체가 받
아들이거나 혹은 E에 대한 약한 형태의 의식을 가져야 하는 데 이
두 경우 모두 문제에 봉착함으로 내재주의는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위의 논증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비록 내재주의자들이
전제 Ⅰ과 전제 Ⅱ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나머지 전제들에 대해 반론
을 제기할 수 있다. 전제 Ⅲ은 통상 내재주의적 정합론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이 내재주의적 토대론에 대해 제기하는 지적이다. 베르그만
도 인정하듯이 내재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은 내재주의자들 간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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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비판과 맥을 같이한다. 즉, 내재주의적 정합론을 주장하는 셀라스
와 같은 철학자들이 내재주의적 토대론에 대해 제기한 비판을 계승한
것이다. 그런데 보다 엄밀히 전제 Ⅲ을 서술하자면, 강한 의식은 E가
B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E가 B를 정당화하는 데 유관하다는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정당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S의 믿음 Y가 정당하다 ↔ (ⅰ) 어떤 X가 있어서 그것이 Y의 정당
화에 기여하고, (ⅱ)S는 X가 Y의 정당화에 기여함을 정당하게 믿는
방식으로 S는 X를 (실제로) 의식한다.8)

이 정의에 따르면 S의 믿음 Y가 정당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은
상당히 강하다. “X가 Y를 정당화 한다”는 믿음 자체가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의 정당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강한 의
식을 받아들이면 경험은 믿음들 간의 정당화의 연결의 고리를 종식시
키는 토대 믿음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경험이 뒷받침하는 토대 믿음
도 선행하는 다른 믿음의 정당성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강한 의미의 의식이 악성적 퇴행(vicious regress)을 가
져오는 지 그리고 회의주의에 봉착하게 하는 지는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데이비스와 같은 철학자들의 견해를 채택하면 E가 B를 정당화
하기 위해 요구되는 선행적 믿음의 정당화는 디폴트로 정당화된다.9)
즉, 그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한 배경 믿음은 자동적으로 정당화된
다. 또한 비록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이 선행하는 배경 믿음의 정당성
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회의주의를 필하지는 않는다. 한
경험이 어떤 믿음을 정당화하느냐는 그 경험과 주어진 배경 믿음(세
계관)의 함수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로부터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
에 대한 회의주의가 도출되지 않는다.10)
8) Michael Bergmann, Ibid., pp.14-16. 괄호 안의 조건이 만족하느냐 아니냐
에 따라 두 가지 종류의 강한 의식 - 잠재적 의식과 실제적 의식 - 이
구분된다.
9) Martin Davies, “Externalism and Armchair Knowledge”.
10) Anil Gupta의 정당화이론이 이런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Empiricis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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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그만의 전제 IV도 반론의 여지가 있다. 우선 베르그만의 설명
을 살펴보자. 약한 의미의 의식은 어떤 근거가 믿음의 정당화에 관련
이 있다는 정당화된 믿음을 요구하지 않지만, 그 근거에 대한 개념적
이던 혹은 비개념적인 의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경험적 믿음의
경우 경험에 대한 의식을 요구한다. 통상 의식 경험(conscious
experience)이 어떠한 의식을 포함하는 지는 논란거리이다. 예를 들
어, 멍하니 앞을 보고 정지해 있다가 파란 신호등이 켜져 있음에도
의식하지 못하다가 그것을 불현듯 깨달을 때가 있다. 이럴 때 자신이
파란 불을 보기는 했는데 (혹은 그런 시각 경험은 있었는데) 이를 의
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시각 경험을 의식하고 “아
차 파란 불이 들어왔구나.”라고 깨달을 때 약한 의식이 존재할 것이
다. 그런데 왜 이런 약한 의미의 의식이 내재주의 자신들이 보존하고
자 하는 “주체의 시각”을 보존해 주지 못하는가? 베르그만의 대답은
비록 경험을 의식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믿음의 근거가 되는지
의식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각 경험을 “파란 불이 들어
온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라고 기술했다고 해보자. 파란 불이 들어
온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파란 불이라고 믿어야 할 이유가 되나? 즉,
어떤 종류의 경험을 한다는 것은 의식하지만 그것이 파란 불이 들어
왔음을 지시하는 것으로 정당하게 받아들이기 전에는 여전히 믿음 주
체의 입장에서 그의 믿음이 참인 것은 우연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파란 불이 켜졌음을 믿기 위해 파란 불이 켜짐을 목격했다
는 것 외에 더 좋은 이유가 있는가? 파란 불이 바로 앞에 켜져 있지
아니한가? 파란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파란 불이라고 믿을 좋은 이유가 된다는 이차적 믿음(second-order
belief)의 정당성 없이도) 파란 불이 들어왔다고 믿을 어느 정도의 정
당화는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내재주의자들도 있다. 물론 그렇게 주장
하는 내재주의자들도 내재주의를 옹호하는 한에서 주체의 시각을 존
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재주의자들은 주관적으로 동일한 경험
Experience.

378 논문

은 인식론적 정당화 힘에서 차이가 없다는 원리를 통해 주체의 시각
을 존중하려고 한다. 이를 편의상 최소 내재주의(minimal internalism)
라고 부르자.
최소 내재주의: 주체의 입장에서 구분되지 않는 두 경험은 그 주체
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힘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어떤 경험 E1이 P를 정당화 한다면, 그것과 주관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험 E2도 P를 정당화한다. 이것이 내재주의의 한 표현일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외재주의에 대한 내재주의자들의 불만은
외재주의가 주관적 입장에서 구분되지 않는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의
차이를 허용하는 데 있다. 즉, E1이 문맥 C1에서 P를 정당화해도, 그
것과 주관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E2는 다른 문맥에서 P를 정당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재주의에 반발하기 위해 강한 의미의
의식이 필요하지는 않다. 약한 의미의 의식도 내재주의의 요구를 어
느 정도는 만족시킨다. 즉, 정당성과 유관한 조건들은 주관적 현상에
수반한다는 종류의 내재주의는 만족시킬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약한
의미의 의식은 “파란 불이 들어왔다”라는 믿음이 경험에 의해 정당화
되기 위해선 그 주체가 “파란 불이 들어 온 것처럼 보인다.”라는 현
상을 의식할 뿐 아니라 그것이 그 믿음을 정당화한다는 믿음도 요구
하는 내재주의는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험이 믿음을 정
당화할 수 있기 위해선 반드시 그런 사실을 주체가 음미할 수 있어
야 하나? 주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경험이 믿음을
어느 정도 정당화 할 수는 없는가?
최소 내재주의가 성립한다면 베르그만의 전제 Ⅳ는 의심스럽게 된
다. 다음 장에서 그러한 최소 내재주의를 옹호하는 시도들을 보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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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내재주의적 토대론
휴머는 내재주의를 정의하는 여러 다양한 방식들이 있음을 인정하
면서 그 중에서도 정당성를 부여하는 조건은 현상(how things seem
to the subject)에 수반한다는 견해를 내재주의의 한 흥미 있는 표현
으로 본다. 이는 최소 내재주의와 동등한 견해이다. 그리고 휴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당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서술
한다.
현상적 보수주의(Phenomenal Conservatism): 만일 S에게 P인 것처
럼 보인다면, 파기자가 없다고 할 때 S는 P를 믿을 어느 정도의 정당
성은 확보한다.11)

여기서 휴머는 현상에 대한 의식조차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S에게 P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현상)은 S의 심적 상태의 일종이고,
심적 상태는 그 주체가 최소한 잠재적으로 의식할 수 있다고 보면
현상적 보수주의는 약한 의식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휴머의 생각
은 현상이 믿음에 대한 초견적 정당화(prima facie jusitification)는 제
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상적 보수주의의 서술에 등장하는 “파기자가 없다고 할 때(in
the absence of defeaters)”가 과연 내재주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휴머는 파기자들 자체가 “그 주체에게 현
상되는바 혹은 그 주체의 믿음 혹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12) 기술
될 수 있다면 파기자 부재 조건도 내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
기자가 실제로 부재하다는 것과 파기자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던지 혹
은 파기자가 없다는 믿음을 가진다던지 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할 것
이다. 이 점에서 휴머의 현상적 보수주의는 내재주의 시각에서 불만
11) Michael Huemer, “Phenomenal
Intuition”, p.148.
12) Michael Huemer, Ibid.,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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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게 보여 질 수 있다.
아마 현상적 보수주의의 기술에서 “파기자가 없다고 할 때” 대신에
“파기자 존재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휴머의 입장은 도그마티즘(dogmatism)의 한
부류가 된다. 도그마티스트는 경험이 오류가능한 즉각적인 정당화
(defeasible and immediate justification)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며 다
음 명제를 부정한다.
만일 E가 A와 B 둘 다 양립가능하면, E는 A를 즉각적으로 정당화
하지 못한다.

여기서 즉각적(immediate)이란 뜻은 다른 선행하는 정당화에 의존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도그마티즘에 따르면, 경험적 믿음의 초견적
정당화는 파기자의 부재에 대한 믿음의 정당성에 의존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벽이 빨간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벽이 빨갛다고 믿었다고
하자. 만일 이 방에 빨간 조명이 설치되어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 이
는 빨간색을 보는 경험이 제공하는 정당화의 힘을 파기할 것이다. 그
렇다면 이방에 그러한 빨간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정당하게
믿을 수 있어야만 벽이 빨갛다는 믿음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즉, 파
기자의 부재에 대한 믿음이 선행적으로 정당화되지 않고는 아무런 믿
음도 정당화될 수 없는가? 도그마티스트는 이를 부정한다. 오히려 도
그마티스트는 파기자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없기만 하면 최소한 초견
적 정당화는 확보된다고 주장한다.13)
비록 벽이 빨갛게 보인다는 현상이 벽이 실제로 빨간 경우와 벽이
하얀색인데 빨간 조명이 비추는 경우 둘 다와 양립가능하지만 여전히
13) 도그마티즘을 옹호하는 한 논문은 Jim Pryor, “What’s wrong with
Moore’s argument?”. 도그마티즘을 비판하는 논의는 Crispin Wright,
“Anti-Sceptics Simple and Subtle: G.E. Moore and John McDowell”,
Roger White, “Problems for Dogmatism,” 등이 있다. 그러나 “정당성 전
이 실패(warrant transmission failure)”현상을 둘러싼 이들의 논쟁은 다
른 논문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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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현상은 벽이 빨갛다는 믿음을 정당화해 줄 수 있다. 여기서 제기
될 수 있는 한 질문은 “도그마티즘에 따르면 그 현상이 벽이 하얀색
인데 빨간 조명이 비추이고 있다는 믿음도 정당화해 주지 않는 가?”
이다. 도그마티스트는 그 정당화도 인정한다. 도그마티스트는 단지
현상이 그 둘 중 어느 것도 정당화해줄 수 없다는 명제를 부정할 뿐
이다.
최소 내재주의는 도그마티즘을 배제하지 않는다. 최소 내재주의는
도그마티즘과 양립가능하다. 따라서 내재주의자는 경험의 비추론적
정당화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 베르그만은 강한 의식만이 내재주의의
핵심적 직관(주체적 시점의 존중)에 부합하는 데 그 강한 의식은 무
한 퇴행에 이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최소
내재주의자들은 강한 의식만이 내재주의의 직관에 부합한다는 전제를
부정할 것이다.
그러나 내재주의자들 사이의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휴머는 현
상적 보수주의가 내재주의의 핵심 직관을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지나치게 강한 주장인 것처럼 보인다. 최소내
재주의가 현상적 보수주의나 도그마티즘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또한
현상적 보수주의나 도그마티즘을 함축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최소 내
재주의에 어떤 자연스러운 가정을 첨가하면 현상적 보수주의나 도그
마티즘과 같은 견해가 잘못 됨을 보일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기반 해 있다.
(ⅰ) 경험의 정당화 역할은 명제적으로 주어진 내용(the propositional
given)에 있다.
(ⅱ) 주어진 내용은 거짓일 수 없다.

이러한 전제들을 받아들이면 오류가능하지만 즉각적인 정당화는 불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현재 내 앞에 빨간 벽이 있고, 나는 빨간 벽
을 보는 것 같은 경험 E를 가지며 E가 나의 믿음을 정당화해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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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자. (ⅰ)에 의해 E는 명제적 내용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E
가 “빨간 벽이 있다”는 명제적 내용을 가진다고 하자. 그런데, 하얀
벽이 있고 빨간 조명이 비치는 상황에서 나는 주관적으로 동일한 경
험 E'을 가질 것이다. 최소 내재주의의 요구에 의해 E′도 동일한 정
당화 힘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E′도 “빨간 벽이 있다”는 주어진 내
용을 가진다. 그러나 그 내용은 거짓이다. 이는 (ⅱ)와 상충한다.14)
정리를 하자면, 최소 내재주의와 (ⅰ)을 받아들이면 환각 경험의 주어
진 명제 내용을 그것과 주관적으로 동일한 지각 경험의 주어진 명제
내용과 동일시해야만 하는데 그럴 경우 (ⅱ)가 충족되지 못한다.
위와 같은 반박은 경험에 주어진 명제 내용은 감각 자료에 관한
것 이여야 한다는 주장에 동기를 부여한다. 만일 경험이 가지는 명제
내용이 감각 자료에 향하고 있다면, 환각이나 착시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참이 될 수 있고 따라서 (ⅱ)는 존중된다. 물론 이러한 결론
은 최근 토대론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에게 지극히 불만스러울 것이다.
현대적 토대론자들은 반드시 토대믿음이 감각 자료와 같은 특별한
대상에 국한된다고 보지 않는다. 외적 물리적 대상에 대한 일상적
지각 믿음도 토대믿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비판에 따르면 최
소 내재주의도 외적 대상에 대한 비추론적 정당화를 확보하기가 쉽
지는 않다.
내재주의를 수용하는 토대론자가 위의 반박에 대응할 수 있는 방
법은 (ⅰ)과 (ⅱ) 둘 중 하나를 부정하는 것인데, 그 어느 선택지도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첫째, (ⅰ)을 부정하는 선택지가 있다. 그
러나 경험이 명제적 내용이 없이 과연 정당화를 제공할 수 있을 지
불분명하다. 명제적 내용을 가진다는 것이 정당화를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라고 해도 필요조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험의 “비개념적
내용”은 최근 많은 논란의 대상이다.15) 그러나 경험의 “비개념적 내
용”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을 담당하는지는

14)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를 위해서 Anil Gupta, Ibid., Ch.2 참조할 것.
15) York Gunther, Essays on Nonconceptua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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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하다. 둘째, (ⅱ)를 부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럴 경우, E'도 “빨
간 벽이 있다”를 정당화해 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경험이 거짓된
믿음을 정당화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경험에 의존해서 거짓된 믿음
에 도달할 때 이에 대한 책임이 경험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인데(왜냐
하면 경험이 우리에게 거짓된 믿음을 이성적으로 강요하였음으로),
이는 경험의 “수동성(passivity)”과 부합하지 않는다. 경험은 주어진
상황에서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다. 잘못된 믿음에 대한 책임을 경험
에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보인다.
일견 (ⅰ)과 (ⅱ) 둘 다 부정하기 쉽지 않아 보이나, 필자는 궁극적
으로 이 두 가정 모두 문제가 있음을 다음 장에서 보이고자 한다.

Ⅳ. 주관적 동일성
우선 최소 내재주의의 기술에 등장하는 “주관적으로 동일한 경험”
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최소 내재주의에 몇 가지 가정
을 첨가하여 감각 자료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는 위의 추론을 다시
상기해 보자. E와 E′는 주관적으로 구분 불가능한 경험들이다. E는
빨간 벽을 보는 참인 지각 경험이고 E′는 환각 경험이라고 하자. 주
체의 시각에서 이 둘은 구분되지 않고, 따라서 최소 내재주의에 따르
면 경험의 정당화 힘은 차이가 없다. 위의 추론은 이로부터 (i)과 (ii)
를 추가하여 최소 내재주의가 감각 자료에 대한 정당화밖에 제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우선 최소 내재주의에 대한 위의 비판이 최소 내재주의가 상정하
는 주관적 동일성 자체가 형이상학적으로 논란이 되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지는 않는다. 즉, 주관적 구분 불가능성이라는 개
념이 반드시 참인 지각 경험을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로 분리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만일 그러하다면 최소 내재주의는 예를 들
어 경험에 대한 선언주의(disjunctivism)와 상충할 것이다. 선언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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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 환각 경험의 공통적인 내적 속성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러나
최소 내재주의는 반드시 데카르트적 심리 이론을 전제하지 않는다.
최소 내재주의는 주관적 동일성을 단지 인식론적으로 이해할 것을 요
구하며 위의 비판도 그것을 문제시하지는 않는다. 인식론적 의미의
주관적 동일성이 정당성의 수반 기저가 된다.
그렇다면 인식론적 의미의 주관적 동일성이 무엇인가? E와 E′가
주체의 시각에서 구분되지 않는다고 할 때, E와 E′에 대한 주체의 시
각의 성격이 어떠한가? 참인 지각 E의 경우, E를 주체적 시각에서
인식할 때 그 주체가 의식하는 것은 다름 아닌 대상 그 자체이다. 앞
에 놓여 져 있는 커피 컵을 보다가 커피 컵을 보는 자신의 경험 자
체로 관심을 전이하려고 해보자. 경험의 대상에서 경험 자체로 주의
를 전환하면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 대상 자체이다. 대
상과 주체 사이에 대상을 대리하는 것(surrogate)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험의 가장 현상적 측면은 경험은 투명하다(transparent, diaphanous)
는 것이다.16) 주체의 시각에서는 경험은 투명한 매체이며 대상과의
직접적 대면이다. 맥도웰의 잘 알려진 구절을 인용하자면 경험은 “세
계로의 열림(openness to the layout of reality)”이다.17)
이러한 직접 지각을 옹호하는 철학자들은 통상 환각 경험의 가능
성이 그러한 직접 지각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즉,
비록 환각 경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직접 지각에서의 대
상을 감각 자료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인 지각
(veridical perception)의 경우 우리가 직접 인식하는 대상은 외적 대
상이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경험이 환각일 수 있다고 해서 참
인 지각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이 환각과 지각의 공통적인 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 이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과연
외적 대상에 대한 직접 지각이 어떻게 내재주의적 요구 (적절한 가정
들을 첨가한)와 양립가능 하느냐 에 있다. 만일 이러한 양립가능성을
16) 여러 철학자들이 경험의 투명성 논제를 받아들인다. 한 예로서 Mike Martin,
“Setting things before the mind” 참조.
17) John McDowell, Mind and World,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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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환각 경험에 대한 주체의 시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재주의는 환각 경
험의 정당화 역할이 그것과 구분되지 않는 지각 경험의 정당화 역할
과 동일시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한 대로, E의 경우 E에 대한 인식은 바로 E의 대상에 대
한 인식이다. 그렇다면 E와 구분되지 않는 환각 경험 E′의 경우에는
그 주체가 무엇을 의식하는가? 투명성 논제에 따라 E′에 대한 주체의
인식도 그것의 대상에 향하고 있어야 하는데, E′의 경우 대상이 없지
않는가? 의식하는 게 없다면 E′에 대한 인식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투명성 논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환각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주체의 입장에서는 분명 환각의 경우에도 마치도 대상들이
앞에 놓여 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주체의 시각에서 E'가 어떠한 경
험인지 알려고 한다면 주어진 것 같은 그 대상들이 어떠한지에 주목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E'의 경우에도 그것을 주체의 입장에서
파악하려면 어떤 대상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E'에
대한 인식이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주관적 동일성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18)
환각 경험은 주체의 입장에서는 지각 경험과 구분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환각 경험을 그 주체의 입장에서 이해할 때 지각 경험
을 모델로 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비록 환각 경험을 하고 있는
주체에게 아무런 대상도 실제로 주어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체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주어졌다고 보
아야 한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주관적 동일성 자체를 이해할 수 없
다. 착시현상과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뮐러-라이어 착시
에서 화살표의 방향이 다른 두선이 비록 실제 길이가 같음에도 불구
하고 하나가 다른 선보다 길게 보인다. 그런데 우리가 두 선의 길이
가 동일함을 알고 난 후에도 여전히 두 선은 길이가 달리 보인다. 그
18) E와 E'의 구분 불가능성을 두뇌 상태에 대한 구분 불가능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한 이해가 감각 자료와 같은 존재자를 상정하지 않아도 되
는 장점이 있을지 모르나 “주체의 시각”에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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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입장에서는 두 선의 길이가 실제로 다르게 보인다. 객관적으
로 동일하지만 경험 주체의 입장에서 그 두 선이 어떻게 보여 지는
지를 포착하기 위해선 실제로 그 두선의 길이가 다른 것으로 생각해
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주체의 시각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다. 착시
를 하고 있는 주체의 경험이 가지는 인식론적 역할은 만일 그가 참
인 지각을 하였더라면 즉각 파악했을 사실에 의해 결정된다. 환각 경
험의 인식론적 역할도 동일하게 설명될 수 있다. 주관적으로 동일한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이 동일하다는 내재주의의 원리는 이와 같은 의
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내재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도입된 가정 (ⅰ)과 (ⅱ)의 문제
점이 드러난다. (ⅰ)에 따르면 경험의 특이한 인식론적 역할은 그것이
어떤 대상을 재현(representation)하는 데 있다. 그러나 비록 경험이
명제적 내용을 가질 수 있더라도, 경험의 특이한 인식론적 역할은 그
것의 명제적 내용에 있는지는 지극히 불확실 하다. 만일 경험의 인식
론적 역할이 세계가 어떠하다는 재현을 하는 데 있다면, 과연 그 재
현이 세계를 올바로 재현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
다. 회의주의자는 경험이 재현하는 세계가 실제 세계와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즉각적으로 제기한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ⅱ)는 그 재
현이 참이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왜 경험이 참인 재현만을 제
공한다고 기대해야 하나? (ⅱ)는 너무 강하기도 하면서 한편 너무 약
하기도 하다. 왜냐하면, 비록 경험이 참인 재현만을 제공한다고 해도
이것이 경험의 특이한 인식론적 역할을 설명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참인 착시(veridical illusion)의 사례를 고려해 보자.19)
종이위에 길이가 같은 두 선의 끝에 화살표 방향을 다르게 하여 만
들어진 뮐러-라이어 착시 대신, 길이가 다른 두 전선줄 끝에 화살표
를 붙이되 그 전선줄을 시선으로부터 다른 거리에 적절히 위치시킬
경우, 여전히 착시 현상이 발생하지만 두 전선줄의 길이 차이만큼 착
시가 생긴다. 이런 경우가 참인 착시이다. 이 경우에 비록 경험이 참
19) Mark Johnston, “The function of sensory awareness”. pp.27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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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재현을 하지만 과연 그 경험의 주체가 두 전선줄의 실제 길이를
즉각적으로 “탐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참인 경험이긴 하지만
경험의 주체는 여전히 세계와 “단절”되어 있다. 경험의 특이한 인식
론적 역할은 대상들이 경험 주체에게 즉각적으로 현시되는(presentation)
데 있다.
우리는 (ⅱ)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유로 제시되었던 “경험의 수동
성”에 대해서 새로운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애당초 경험이 거짓인
명제를 정당화해 줄 수 없는 이유는 경험이 수동적이어서 즉 주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됨으로 따라서 경험은 거짓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험의 수동성은 그
주체의 시각에선 대상들이 앞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비록 환각의 주체 앞에 아무런 대상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 주체의 시각에선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비록
주체의 시점이 경험의 성격에 대한 인식을 가져다주지만, 주체의 시
각에서는 그것이 단지 자신의 경험의 한 측면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
대상이 실재하지 않아도 여전히 주체의 입장에서는 앞에 놓여 져 있
는 것처럼 보이는 대상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경험은 수동적인 것이다.
아마 감각 자료 이론가들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다 받아들이고 즉
각적으로 제시되는 대상이 바로 감각 자료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들
의 주장은 경험을 통해 우리가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대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감
각 자료 이론은 지각과 환각의 구분을 제거하고, 경험에 대한 과도한
인식적 우위를 함축하며, 지각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일상적 믿
음에 부합하지 않는다. 환각의 경우에도 우리가 그 경험을 그 주체의
시각에서 이해하고자 한다면 대상을 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주체의
시각에 충실하려고 함이 반드시 그 대상들의 실제 존재를 우리가 받
아들이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필자는 최소내재주의를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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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동일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기초하여 최소내재주의로부터
경험의 정당화역할에 대한 부정에 이르는 추론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내재주의 옹호는 내재주의와 외재주의의 타협에 이르
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

Ⅴ. 내재주의적 외재주의
위에서 필자는 경험이 우리의 믿음에 이성적 제한을 가할 수 있는
힘은 그것의 명제적 내용에 있지 않고 그것이 대상과의 직접 대면이
라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험은 명제적 내용을 참으로 만드는 세
계의 상황(truth-makers)에 대한 직접 인식을 가져온다. 경험의 인식론
적 역할은 그것의 명제적 내용이 반드시 참이 된다는 데 있지 않다.
경험의 정당화가 그것의 명제적 내용에 있다고 가정하면 경험의 인식
적 정당화는 오로지 그 명제적 내용에 대한 오류불가능한 인식을 제
공하는 데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험이 제공하
는 인식적 정당화는 보다 근본적이다. 경험은 오류불가능한 명제적
참을 제공한다기보다는, 아예 재현과 구분되는 현시를 제공한다. 죤스
턴의 구절을 사용하자면, “우리가 감각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일상적으로 ‘지식’이라고 얘기되는 것보다 더 우월한 것이다.”20)
러쎌은 경험의 인식론적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비추론적 지
식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은 감각 자료(sense-data)에 국한된다고 주장
하였다. 감각 자료만이 지식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러쎌의 핵심적인
논증은 다음과 같다: 지시(reference)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가 그것
에 대해 비추론적인 지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비추론적 지식
은 감각 자료에 국한됨으로 따라서 진정한 지시는 오로지 감각 자료
에 가능하다.
외적 대상에 대한 지시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위의 결론은 받아들
20) Mark Johnston, Ibid., p.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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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없다. 통상 러쎌의 결론에 대한 반발은 우리가 외적 대상에 대
한 지시를 할 수 있으나, 비추론적 지식은 감각 자료에 제한됨으로
따라서 지시는 지시 대상에 대한 비추론적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에 기반을 둔 외재주의는 내재주의적 직
관과 충돌한다. 경험은 단지 감각 자료에 대한 직접적 인식을 가져다
줄 뿐이나, 그러한 인식이 외적 사태와 객관적 관계를 맺고 있음으로
해서 경험을 통해 내적 심적 상태의 지향적 내용이 결정되며 그러한
객관적 관계를 통해 외재주의적 정당화가 성립한다. 그러나 객관적
관계는 주체의 직접적 인식 밖의 문맥적 요소에 의존함으로 주체가
인식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섬세한 내용의 구분을 허용하게 된다.
즉, 직접적 인식의 내용은 동일한 내적 상태가 문맥의 차이에 의해
다른 외적 내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외재주의자가 반드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러쎌의 주장에
반응해야하는 지는 불분명하다. 러쎌의 결론에 대한 또 다른 반발이
가능하다. 지시 대상에 대한 비추론적 지식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외
적 대상에 대한 지시가 가능함으로 따라서 외적 대상에 대한 비추론
적 지식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리는 것이다.21) 이러한 대응에 기초한
외재주의는 내재주의의 핵심적 직관과 상충되지 않는다. 우리의 의식
은 감각의 장막 안에 갇혀져 있지 않고 외적 세계에 까지 확장된다.
따라서 주체의 의식 밖에 위치해 있는 대상의 차이 때문에 (예를 들
어, 지구에서 쌍둥이 지구로의 여행이 가져오는 차이) 내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초래하지 않는다. 이러한 대응이 성립하기 위해 포
기되어야 할 것은 비추론적 지식은 오류불가능하다는 가정이다. 이러
한 가정 때문에 러쎌은 비추론적 지식을 감각 자료에 제한하게 되며,
외적 세계에 대한 직접적 인식은 신비스럽고 문제시된다.
외재주의와 내재주의의 접점을 찾기 위해 수정된 외재주의를 고려
함과 동시에 완화된 내재주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상 외재주의

21) 이러한 대응을 옹호하는 논의는 Bill Brewer, Perception and Reason.에
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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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비판은 내재주의적 직관에 호소한다. 그러한 내재주의적 직
관에 따르면 인식의 주체는 오로지 그 자신의 의식 상태를 성찰함으
로서 그 자신의 믿음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식론
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외재주의자들은 인식론적 정당성을
진리 추구라는 목적과 연계시켜 이해할 것을 주장해 왔다. 세계에 대
한 참인 믿음을 확보하고 거짓된 믿음을 방지할 수 있는 목적에 도
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론적 정당성의 척도로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재주의적 근거가 주체의 시각에서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러한 근거가 진정으로 자신의 믿음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 내재주의자의 불만이며, 반면 외재주의자는 내성에
의한 성찰의 인식론적 연관성에 의문을 가져왔다. 사실 이러한 상충
되는 요구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왔다.22) 예를 들어, 한 가
지 가능한 타협은 내재주의를 수정하여 정당성이 내적 심리 상태에
수반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상태가 내성에 의해 의식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완화된 내재주의를 택하는 것이다. 주관적 동일성에 대한 이
논문의 논의는 또 다른 형태의 절충을 제시한다. 위의 완화된 내재주
의와 달리 내재주의자는 베르그만이 가정하는 의식 요구(awareness
requirement)는 유지하되 과연 그러한 의식 요구가 “내적” 상태에 국
한됨을 거부할 수 있다. 경험의 투명성 논제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을
인식하기 위해 주목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 경험의 대상이다.
믿음의 정당화를 제공하기 위해 경험은 의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러한 의식은 “내부”로 향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외재주의와의 접점
은 (베르그만의 논의가 제시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의식 요구를
유지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관건은 경험에 대한 의식이 무엇을 포
함하느냐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있다.

22) 예를 들어, William Alston, “An Internalist Externalism”. 이 논문의 심사자
가 기존의 이러한 노력을 주목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심사자들의 지적 덕분
에 특히 V절의 내용이 많이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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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문에서 필자는 셀라스가 토대론에 제기한 비판을 내재주의 전체
에 대한 비판으로 일반화시키려는 베르그만의 내재주의비판에 비판적
검토를 제시하였다. 본문의 논의는 현상적 보수주의나 도그마티즘과
같이 경험의 즉각적 정당화 가능성을 옹호하려는 내재주의적 이론들
을 주목하였다. 이런 이론들에 따르면, 비록 우리가 회의주의적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해도 경험이 일상적 믿음에 대한 초견적 정
당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의 경험이 신빙성이
있음을 (즉, 회의주의적 가능성이 거짓임을, 혹은 현상이 실재와 상응
함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경험은 세계에 대한 믿음의 정당성을 제공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베르그만의 내재주의 비판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외재주의의 부정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경험의
즉각적 정당화를 적절히 이해하는 문제는 내재주의와 외재주의의 이
분법을 넘어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재주의와 외재주의의 절충 가
능성은 필자가 베르그만에 대한 논의로부터 얻고자하는 궁극적인 교
훈이다. 논문의 핵심부가 되는 주관적 동일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내
재주의를 베르그만의 비판으로부터 지켜냄과 동시에 내재주의와 외재
주의의 접점을 찾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최근
많이 논의되는 “정당성 전이의 문제”가 그러한 절충을 논의할 수 있
는 또 다른 계기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나 이에 대한 논의는 다른 논
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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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Experience and
World: Toward the Internalistic Externalism

Yoon, Bo-suk

Michael Bergmann has recently tried to convert the traditional
coherentist’s

argument

against

foundationalism

into

a

general

criticism of internalism. If his criticism is valid, internalism cannot
therefore accommodate the justificatory role of experience. I do not
believe that internalists have to reject the justificatory role of
experience and thus will try to show that Bergmann’s criticism is
not effective. This, however, does not imply that an externalist
element is unnecessary for perceptual justification. On the relational
account of perceptual experience, perceptual experience involves a
relationship

with

external

objects.

The

subject

of

perceptual

justification invites us to consider seriously the possibility of
unifying internalism and externalism and provides an opportunity to
overcome the dichotomy.
Keywords: Experience, Michael Bergmann, Justification,
Internalism, Subjective Identity, External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