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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김병재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 

흉 이후의 많은 철학자들은 이 “자유와 필연”에 관한 홉의 입장을 

‘양립가능론’으로 받아들였다. 실제로 『탐구』에서 흉 자신이 자유와 

필연이 양립가능하다고 직접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흉을 양 

립가능론자로 받아들이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에드워즈 

는 자신의 논문 “강한 결정론과 약한 결정론”에서 약한 결정론의 전 

통적 계열에 홉스， 흉， 밀， 슐릭， 에이어 동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호 

스퍼스는 약한 결정론자의 노선으로 홉-밀-슐릭-에이어를 제시한 

다 1 ) 이와 같아 많은 철학자들이 양립가능론의 입장올 내세운 철학 

자들을 양립가능론이라는 하나의 계열로 묶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양립가능론이라는 이름 안에도， 자유와 필연성올 양 

립시키기를 시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 

자가 보기에 홉스가 시도한 고전적 양립가능론과 슐릭， 에이어 퉁이 

시도한 약한 결정론으로서의 양립가능론은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 

서로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다. 흉의 양립가능론이 현대의 많은 철학 

자들에 의해 홉스의 고전적 양럽가능론이라든지， 슐력과 에이어의 약 

1) Edwards, P., "Hard and Soft Detemlinism", Determinism a/ld Freedom (Macmillan, 
1961), p. 118 
Hospers, J., "What Mcans 꺼lÌs Freedom?", Determinism Ql1d Freedolll (Macmillan, 
1961),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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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정론과 통일한 입장인 것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필자는 홉의 양 

립가능론은 고전적 양립가능론과 약한 결정론과는 다른 흉 자신의 

철학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펼자가 이 논고에 

서 중점을 두고 고찰하게 될 주요 목표는 흉의 양립가능론에서 흉 

철학의 고유의 색채를 찾아내는 것이다. 

2. 흉은 고전적 양렵가능론자인가? 

2. 1. 홉스의 고전적 양립가능론 

최초로 고전적 양립가능론을 제시한 철학자는 홉스이다.~) 홉스는 

자유가 필연성과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며， 서로 양립 가능하다 

고 보았다. 그는 r리바이어던j제 21장에서 “자유”를 “외적 강제”의 

반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3) 홉스가 정의하고 있는 자유의 개념 

은 ‘외적 강제’가 없는 모든 대상에 적용된다 인간， 동물， 무생물 할 

것 없이 외적 강제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는다연 모두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와 같은 의미로 자유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혼한 일이다. ‘자유 낙하의 법칙’， ‘언론의 자유’， 

‘자유 시장 경제의 원칙’ 퉁 우리는 적용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 적 

용 대상에 대해 어떤 ‘외적 강제’가 가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의미의 자유가 있다고 말한다. 

홉스는 자신이 정의하는 바의 ‘외적 강제’의 반대로서의 자유는 필 

연성과 양립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홉스에 따르면， 물이 물길을 따라 

아래로 흘러가는 것은 필연적이면서 그와 동시에 외적 방해를 받아 

물이 흐르지 못하고 막혀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자유롭다.4 ) 또한 인 

2) 라파엘은 홉스를 양립가능론의 창시자라고 주장한다. Raphael, D. D ‘ (김영 
철， 김우영 옮김)， .현대도덕첼학J ， 서울 서광사， 1987, p. 180. 

3) Hobbes, T., (신재실 옮김)， r리바이어떤l， 파주: 서해문집， 2007, p. 147. 
4) Ibid., pp. 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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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의지에 따른 모든 행통과 욕구와 경향은 신으로부터 최초로 비 

롯된 원인의 지속적인 흐름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온다는 의미에서 

필연적이지만， 동시에 그 행위가 외적 강제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는 의미에서 또한 자유로운 행위인 것이다. 이와 같은 홉스의 양립가 

능론의 논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 모든 사건과 행위는 필연적인 원인을 가진다. 

11 자유는 외적 강제의 부재이다. 

lIl. 어떤 사건과 행위가 필연적인 원인을 가지면서 동시에 외적 강제 

가 없을 수 있으므로， I 과 11 는 서로 모순없이 양립가능하다. 

그러면， 인간의 의지에 관한 홉스의 입장은 무엇인가? 홉스는 모 

든 사건이나 행위의 최초 원인올 신이라고 보고， 이 신으로부터 비롯 

된 필연성이 인간의 행위 욕구 동의 원인이라고 말한다51 그렇다면 

인간의 의지 역시 신이라는 최초의 원인으로부터 비롯된 필연적 흐 

름의 결과일 뿐이며，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는 것인가? 

홉스는 분명 인간이 어떤 행동을 신중하게 수행한다는 사실을 간 

과하지는 않았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심사숙고(deliberation) ., 

에 대하여 고찰한다. 그러나 홉스는 이 심사숙고를 정념들을 통해서 

정의한다m 홉스는 “심사숙고”를 “어떤 일올 행동으로 옮기거나 혹 

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계속되는 이와 같은 욕망과 혐오， 희 

망과 두려움을 전부 합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71 홉스는 이러한 심사 

숙고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욕구 또는 혐오들 가운데 가장 최후의 욕 

구 또는 혐오를 “의지”라 부른다. 즉 “마음속에 통일한 사툴에 관한 

욕구와 혐오， 희망과 두려움이 교대로 나타나는” 심사숙고의 과정에 

서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욕구 또는 혐오가 “의지”인 것이다.8) 이 러 

5) Ibid., pp. 147-148 
6) Copleston‘ F., (이재영 옮김)， ’영국경험콘J. 서울: 서광사， 1991 , p. 51. 

7) Hobbes, T, Op. cit., p. 59 
8) !bid. , p.59 



54 껄확논구 쩌138질 

한 홉스 정의를 고려해 볼 때， 우리는 홉스가 일반적으로 자유의지론 

자들이 주장하는 바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홉스는 외적 강제의 반대가 되는 자유는 인정하지만， 필연성의 반 

대가 되는 자유의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m 

마르티니히는 홉스의 양립가능론을 정리하기를， “홉스에게 있어서， 

인간의 행동을 포함한 모든 움직임들은 선행하는 움직임들에 의해 

야기된다. 이것은 모든 웅직임 혹은 행동을 필연적으로 만든다. 사람 

들은 그들의 행통의 직접적인 원인이 욕구일 때 자유롭다. 그래서 홉 

스에 있어서， 자유는 펼연성과 양립가능하다. 각각의 의지는 야기된 

욕구이기 때문에 자유의지의 개념은 모순적이며， 오직 신체들만이 자 

유로울 수 있다”고 말한다 I()) 

2.2. 흠으| “자유” 개 념 

F탐구j에서 흉은 『인성론j에서 홉스의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 

용한 자유의 두 개념(T 407-408)인 “강제(violence)의 반대”로서의 

“자발성의 자유”와 “펼연성과 원인의 부정”으로서의 “무차별의 자유” 

라는 개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 “가언적 자유”라고 

하는 새로운 자유의 개념을 제시한다. 홉이 정의하는 “가언적 자유” 

는 “의지의 결정에 따라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힘”이다 11 ) 

흉은 r탐구j에서 이 “가언적 자유”를 논의하기에 앞서 행동이 동 

기， 경향， 여건들과 연관성을 가지며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다른 사건 

이 따라 나온다는 제일성이 명백하고 널리 인정된다는 점을 지적하 

고 있는데，l2) 홉의 이러한 지적은 필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말이 

며， 이와 동시에 이 필연성의 반대로서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9) 이 인용은 r영국경험론」 에서 차용한 것이다. Copleston, F., Op. cit., p. 52. 
10) Martinich, A. P., Hobbes (New York, NY: Routledge, 2005), p. 53. 
11) Humc, D., Enquiries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and cOllceming the 

Princψles 01 Morals, 3rd edition, ed. by L. A. Selby-Bigge (Oxford: Oxford 
Univ. Press, 1975), p. 95. 

12) Jbid. ,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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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다. 즉 흉은 r인성론j에서 ‘필연성의 부정’올 의미하는 ‘무차별의 

자유’를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r탐구」에서도 ‘펼연성의 부정’으로서 

의 자유는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가언적 자유”는 흉이 r인성론」에서 제시한 “자발성의 

자유”와 동일하게 “외적 강제의 반대”를 의미하는 것인가? 흉은 “가 

언적 자유”의 예로 ‘만일 우리가 가만히 있기를 선택하면， 우리는 가 

만히 었을 수 있다’， 혹은 ‘만일 움직이기를 선택하연， 우리는 웅직일 

수 있다’는 내용을 틀고 있다 13) 흉이 제시하는 이러한 예를 정형화 

시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φ 만일 그가 A를 하기를 의지한다면， 그는 A를 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l “가언적 자유”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 보인 

다 우선 흉이 “가언적 -^r유”를 “의지의 결정에 따라 행동하거나 행 

통하지 않는 힘”이라고 정의한 것을 보면， 마치 홉은 자유 의지， 즉 

어떤 행동올 할 지 하지 않을 지를 선택할 수 있는 힘， 혹은 어떤 

외적 내적 강제가 있더라도 자신의 의지대로 관철시키고자 하는 힘 

을 인정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14)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방에 머물러 

있으며 계속해서 방에 머물러 있을 것이지만， 냐는 “만일 내가 방에 

서 나가고자 한다면， 나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내가 방 

에 머물고자 하면 대물 수 있고 내가 방에서 나가고자 하면 방에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방에 머무르는 선택지와 방에서 나가는 선택지 

사이에서 내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의미로 “가언적 자유”를 해석할 때 그것은 강제의 반대로서 

의 자유의 의미를 포합하며 동시에 “달리 할 수 있음”이라고 하는 

13) Ibid.. p. 95 
14) 폴 러 낼은 “외적 강재의 반대”로 정의되는 “자땅성의 자유’‘가 “가언적 자 

유”의 의미를 모두 성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폰 t!1생은 “가언적 자 
유”는 “외적 강제의 반대”쉰· 의미할 뿐딴 아니라， 여러 대안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자유의지에 판해서도 설명올 제공하고 있다논 것이다. Russell, 
P., "Hume on Free Will'’, in Sta’iford Encyclopedia 01 Phi/osphy, (Dec,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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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가언적 자유”를 대안 가능성 즉 “달리 할 수 

있음”올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달리， 한편으로는 “가언적 

자유”는 “자발성의 자유”와 통일한 의미로 “강제의 반대”만을 의미할 

뿐이라고 볼 수도 있다. 흉은 “가언적 자유”를 “의재의 결정에 따라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힘”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의지를 결정하는 

힘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흉이 정의하는 가언적 자유는 일단 

우리에게 의지가 주어지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힘올 의미한다

즉 우리의 의지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적 강제에 의해 그 의지 

를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경우는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내가 방에서 나가려는 의지가 주어지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또 내가 방에 머물겠다고 하는 의지가 주어지연， 또한 내는 

방에 머물 수 있다. 만일 내가 방에서 나가려 하는 의지는 있는데， 

(외적인 강제의 예로서) 방문이 잠져있어서 나가지 못한다면， 나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가언적 x빠는 바로 자발 

성의 자유와 통일한 것이다 15) 

흉은 r인성론l과 r탐구」 모두에서 펼연의 반대로서의 자유를 인정 

하지 않고， 필연성올 받아들인다. 그리고 『탐구』에서 자신이 자유와 

필연성에 관한 “화해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언급과 함께， 자유를 

“의지에 따라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힘”이라는 “가언적 자유”로 

정의한다. 만일 이 “가언적 자유”가 흉이 r인성론j에서 제시한 “자발 

성의 자유” 즉 외적 강제의 반대로서의 자유를 의미한다연， 흉이 필 

연성과 양립시키고자 하는 자유의 의미는 홉스가 제시한 자유의 의 

미와 통일한 것이며， 만일 이것이 참이라면， 흉은 홉스의 고전적 양 

립가능론의 전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만일 홉이 제시하는 “가언적 자유”가 ‘대안 가능성’ 혹은 ‘달리 할 수 

있음’이라는 의미에서의 자유라면， 이 자유의 개념은 홉스가 정의하 

는 자유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며 흉의 양립가능론 역시 홉스의 고전 

15) 스트라우드는 이러한 입장을 지지한다. Stroud, B., Hume (London: Routledge, 
1977),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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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양립가능론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만일 이 “가언적 자유”가 필자가 앞서 제시한 두 가지 해석 가운 

데 첫 번째의 의l미 즉 “달리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 이러한 의미 

의 “가언적 2빠’는 과연 펼연성과 양립가능한가? 한 살인자가 살인 

을 한 것은 자신의 믿음 혹은 욕구에 따른 것이며， 그것은 이미 인 

과적으로 결정되었다고 가정하자 16) 구체적으로 그 살인자의 내력을 

살펴보니 그의 부모 역시 범죄의 전과가 있었으며， 그의 성장환경은 

지극히 불우하였기 때문에 그의 살인을 일으킨 충동은 유전적인 대 

물립에 성장환경이 더해져서 그의 살인은 이러한 측면에서 인과적으 

로 결정되어 있었다고 하자. 그러나 우리는 그럽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일 그 순간 총올 쏘지 않을 것을 선택했더라면， 그는 총을 쏘지 

않았을 것이다. 즉 그 살인자가 필연적으로 총올 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가 총을 쏘지 않기를 선택했더라 

면 그는 총을 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온 양립가능한 것 

으로 보인다. 

과연 이 논중은 타당한가?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앞서의 명제 

자유의 정의 @의 전건에 주목해야 한다 17) φ의 전건올 다음과 같 

이 표현해보자. 

@ 그는 A를 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외적 강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A를 하려는 의 

지 혹은 A를 하려는 선택이 주어지면， 그에 따라 A를 행할 수 있다 

고 말하는 것은 합당한 주장이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A를 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만일 @가 거짓이라면， 그 

는 A를 하기를 선택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는 A를 할 수 

16) 이 살인자의 예는 치옹의 예룹 차용한 것이다. Chisholm, R. M., "Human 
Freedom and lhc sclr’‘ in Free Will (Ncw York: Oxford U띠versity Press. 
1982)‘ p. 27. 

17) 본 논증은 지좀의 논종윤 차용한 것이다. Chish이m， R. M., "Hum뻐 Freedom 
and the sclr’, in Free WiII (New York: Oxford UnivcrsilY Prcss.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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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었을 것이다. 앞서의 예에 비추어 살인자가 총을 쏘게 된 원인 

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가 총을 쏘지 않올 것올 선 

택했다면， 그는 총을 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 

나 만일 우리가 살인자가 다르게 행동할 것을 선택할 수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는 분명히 다르게 행동할 수 없었올 것이다 (8) 따라서 

우리는 @의 진술이 참이라는 것을 단정 지올 수 없는 한， 가언적 

자유의 정의 @은 “달리 할 수 있음” 즉 자유의지에 관한 정의일 수 

없고， 우리는 결정론의 주장과 자유의지가 양립가능하다고 단정 지올 

수는 없는 것이다. 

2.3. 홈으| “으|지” 개념 

우리는 이제 @의 진술과 관련된 흉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흉은 인간의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 

하는가하는 문제인데， 이는 또한 인간의 능동성， 주체성과 관련된 물 

음이기도 하다. 

흉은 “의지”를 다른 직접정념들과 마찬가지로 내적 인상일 뿐이라 

고 말하고 있다 19) 이 의지는 우리가 알고서(knowingly) 어떤 행위 

를 행할 때， 우리가 느끼는 내적인상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배가 고 

픈 상태에서， 맛있는 음식을 보게 될 경우， 우리는 먹고 싶음이라는 

욕구를 내적 인상으로 발견한다. 이 먹고 싶음이라는 욕구와 더불어 

우리의 업에서는 침이 고이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 먹고 싶음의 

욕구가 업에 침이 고이는 현상이 생겨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에 

침이 고이는 행위는 행위자가 그것을 알고서(knowing)y) 행한 것이 

아니며， 전혀 무의식적￡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슬픔이 

라는 직접정념도 마찬가지이다. 슬픔올 느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 

로 눈물을 흘린다. 눈물을 흘리는 행위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행위자 

18) Ibid., p. 27. 

19) Hume, D., A Treatise 01 human Natllre, 2nd edition, cd. by L. A. Selby-Bigge 
(Oxford: Oxford Univ. Press, 1978), p.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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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이 눈물 훌릴 것이라는 것올 미처 자각하지 못한다(not 

knowíngly). 이와는 탈리， 한 사람이 길에 넘어져 울고 있는 어린이 

를 보고， 이 어린이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하고서， 톱기 위해 어린이에 

게 다가갈 경우， 그는 알고서(knowíngly) 이 행동올 했다고 할 수 

있고， 이 때 우리가 느끼는 내적인상이 바로 “의지”인 것이다. 

우리의 상식적인 직관은 인간은 내적인 힘올 보유하고 있고， 따라 

서 이 내적인 힘을 발휘하여 의지를 일으키고 그에 따라 자신의 신 

체기관을 움직인다는 것이다.:!OJ 흉은 이 상식적인 직판을 고찰해 볼 

것올 제안하고， 행위자의 의지가 행위에 영향력올 행사하게끔 하는 

바로 그 힘올 찾고자 시도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영원히 우리의 가 

장 근면한 탐구를 피해 달아나버린다 "2 1 ) 

결국 흉은 인간의 “의지”를 고찰함으로써 “의지”가 행위에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힘도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 

즉 우리는 행위자의 정신 활동을 고찰함으로써 “의지”라는 “정의할 

수 없고 더 이상 설명할 펼요도 없는”깅) 내적 인상만을 발견할 뿐이 

다. 이 내적 인상올 넘어서서 어떤 능동적인 힘올 우리는 결코 발견 

할 수 없다 r인성론』 제 2권 3장 2절에서 흉이 제시한 “자유론”이 

우세한 세 가지 이유 가운데 그 두 번째 이유가 자유에 관한 “거짓 

감각 또는 거짓 경험” 때문이라는 것이다 흉은 그 거짓 감각 또는 

거짓 경험의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대개의 경우에 우리의 의지를 따르는 것 

으로 느끼며， 또 우리가 의지 자체는 어떤 것에도 예속되지 않는 

다고 느끼는 것으로 상상한다，킹) 

20) Hume, D., Enqlliries concerl씨Ig HlIlIIan Understanding and concerning Ihe 
Pril1cψles 0/ Morals, 3rd edilion, ed. by L. A. Selby-ßiggc (Ox.ford: Oxford 
Univ. Press, 1975), p. 64. 

21) Ibid., pp. 64-65, 67. 
22) Hume, 0., A Treolise 0/ humon Na/llre. 2nd edilion. cd. by L. A. Selby-Bigge 

(OxJord: Ox.ford Univ. Press. 1978), p. 399. 
23) Ibid. , p.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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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서 홈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한다. 

우리는 자기 내면에서 자유를 느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있겠지 

만， 그러나 관찰자는 대체로 우리의 동기나 성격에서 우리의 행동 
을 추정할 수 있다 24) 

홉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느끼는 힘， 즉 의지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은 결국 “거짓 감각 또는 거짓 경험”이며， 따라서 우리 

내부에서 어떤 능동적인 힘이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술 @에 관하여 흉은 어떤 입장올 취했는가라는 물음 

에 대해 이제 답할 수 있다. 흉의 입장에 따르면 “그가 A를 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 11라는 진술 @는 거짓이다. 흉은 인간에서 그에게 내 

재하는 어떤 능동적인 힘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가언적 정의 @이 “달리 할 수 있음”， 즉 자유의지에 관 

한 정의일 것이라는 해석은 기각되며 홉의 “가언적 자유”의 정의는 

홉스의 자유 개념과 통일한 것이며 홉스의 고전적 양립가능론올 그 

대로 이어 받고 있다고 결론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결론으로부터 새로운 문제를 제기된다. 결정론과 양 

립시키고자 하는 자유의 개념이 홉스식의 자유 개념일 경우， 이 양립 

가능론이 인간의 도덕적 당위의 문제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다.겠 다시 말해 이러한 자유의 개념을 받아들일 경우， 왜 사람올 물 

어 죽인 개에게는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그 개의 주인에 

게 도덕적 책임을 묻는지의 문제를 전혀 설명해 줄 수도 정당화 해 

줄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를 따르면 개도 자유롭지 않은가?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흉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앞서 설명한 필연성과 자유의 교의 모두 도덕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도덕올 지지하는데 본질적이라고 감히 

24) lbid , P‘ 408. 
25) Boucrill, G., "Hume on Liberty and Necessity", in Reading HlIme on HlIlIlall 

UnderSlondillg (Oxford, 2002), pp. 29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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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언할 것이다.찌 

인용에서 확인활 수 있는 바와 같이 흉은 자신의 필연성과 자유의 

교의가 모두 도덕에 본질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흉 

의 이러한 언급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결론은 두 가지 이다. 

흉이 자신의 양렵가능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거나， 혹은 우 

리가 홉의 양립가능론에 대하여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 

자는 후자의 입장을 지지한다. 그러연 이제 홉스의 고전적 양립가능 

론에서 한발쩍 더 나아가 슐릭 에이어의 약한 결정론과 홉의 양립가 

능론 간의 관계를 살펴보자. 

3. 흉은 약한 결정론자인가? 

3. 1. 약한 결정론 논의의 맥락 

우선 강한 결정론용 세상 모든 만물이 어떤 필연적인 힘에 의해서 

이미 모두 결정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 모든 사 

건은 인과의 사슬에 의해 엮여 었으며 인간도 예외가 아니어서 인간 

의 모든 행동도 결국 인과의 사슬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 

이다. 따라서 강한 결정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세상에는 어떤 우 

연적인 즉 비결정론적인 사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 역시 유전적 

요소， 환경적 요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향 동에 의해 이미 자신의 

모든 사고와 행동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 의지란 인간 

에게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강한 결정론이 부딪히 

는 문제는 첫째， 우리의 직관과 상충한다는 점이다. 우리 인간은 스 

스로 느끼기에 자유로운 존재라고 느낀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 

26) Hume, D., Enquiries cOllceTlling HUIIIOII Ullderslolldillg alld cOllceming Ihe 
Princψl얀 01 Morols, 3rd edilion. ed. by L. A. Sclby-Biggc (Ox“rd: Oxford 
Univ. Press, 1975),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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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지， 어떤 인과의 사슬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만일 강한 결정론이 

참이라고 한다면， 도덕적 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정 행 

위를 한 행위자에게 그 행위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 행위자는 이미 필연성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그에 따라 그 

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강한 결정론에 대립되는 입장이 자유 의지론이다. 자유 

의지론자들은 인간은 자유 의지블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으므로， 강한 결정론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 

에 따라 달리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 자유 의지론의 주 

장의 핵심이기 때문에， 자유 의지론은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물과 사건들은 인과 필연성의 사슬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강한 결정론의 주장과 정연으로 배치된다. 이 자유 의지론은 우리가 

인간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되어준다는 장점올 지니고 있 

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유의지론이 결정론의 핵심이 되는 필연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올 수 있다. 즉 행위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할 때 이는 행위자 혹은 행위자의 의지가 

원인이 되어 그 결과가 되는 행위를 산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들 강한 결정론자들과 자유의지론자들온 서로의 입장이 정면으 

로 배치되지만 유일하게 서로 동의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결정론 

과 자유의지가 양립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이 두 입장이 서로 양립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강한 결정론자들이건 자유의지론자들이 

건 모두 동의하는 바이다. 그 이유는 강한 결정론과 자유 의지롱은 

서로 정연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며 어느 한쪽의 주장을 지지하면 자 

연스럽게 반대쪽 주장에 반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는 탈리 자유 의지와 결정론이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 

하는 입장이 었다. 이 새로운 입장이 바로 약한 결정론이다. 우리는 

앞 장에서 고전적 양립가능론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고전적 양립가능 

론의 주장은 강한 결정론과 자유가 양립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고전적 양립가능론자는 자유를 “외적 강제의 반대”로만 한정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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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 하지만 외적 강제가 없다고 해서 행위자는 진정으로 자유로 

운가하는 반문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적 강제뿐만이 아니 

라 행위자에게 내적 강제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벽환 

자라든지， 혹은 알콜 중독자 등과 같은 이들은 내적 강제에 의해 자 

신의 행동올 제한 받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강한 

결정론자들은 모든 사건과 행위가 인과 필연성에 의해 연결되어 었 

다고 주장한다. 만일 이와 같은 강한 결정론자틀의 주장이 옳다면， 

인간의 행똥을 일으키는 의지 역시 그것을 일으칸 원인이 있을 것이 

고， 그 원인에 의해서 내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이다. 고전적 양립 

가능론이 “X빠”를 “외적 강제의 반대”로 한정시킴으로써 강한 결정 

론과 자유를 양립시키고자 했다면， 약한 결정론은 결정론의 필연성 

개념에서 내적 강제의 개념올 제거함￡로써 결정론과 “자유의지”를 

양립시키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후 흉의 양립가능론에 대한 한 해석으로서 약한 결정론 

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 곳에서 이 약한 결정론에 관한 더욱 심 

도 있는 분석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강한 결정론과 자유 의지론， 

약한 결정론이 논의되는 맥락올 점검하고 넘어 가는 것으로 만족하 

기로 하겠다. 보태렬이 제시한 아래의 도식은 자유 의지와 결정론의 

논의의 맥락올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자유의지 가정과 겸정콘의 원리는 모두 찬일 수 있는가? 

담연: 아니오 : 양림웰가능콘 닦변: 예 = 양립가능흔 

그리년 이느 것이 참인가? 물 묘두 참이다 = 약한 낄정픈 

< 보테렬이 제시한 도식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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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홉에 대한 약한 결정론적 해석 

우리는 이제 슐릭， 에이어 동으로 대변되는 약한 결정론자들의 핵 

심적인 논변올 살펴보겠다 약한 결정론자는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양 

립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의 자유의지론자들과 강한 결정론자 

들이 설정해 놓은 문제 상황을 수정한다. 그 첫 번째로 약한 결정론 

자들은 강한 결정론자들이 전제하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인과 

펼연성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필연성의 원칙을 부정한다. 약한 결 

정론자의 입장에서 이 필연성의 원칙은 정당화가 불가능한 이론이다. 

슐릭의 표현을 빌리면， “인과의 원칙이 보편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즉 결정론이 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아무도 알지 못한다 "28) 

이 주장은 이 세계를 경험하고 기술하는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는 말 

이기도 하다. 우리 인간은 경험 세계 넘어 존재하는 이 세계를 지배 

하는 신의 존재라든가 자연의 근원적 힘과 같은 것들올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정당화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은 인과 필연성의 지배를 받는다는 강한 결정론자의 주 

장도， 그에 반대하는 자유 의지론의 주장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주장 

인 것이다 

두 번째로 약한 결정론자는 “자유와 대비되는 것은 인과성이 아니 

라 강제”라고 주장한다29) 고전적 양립가능론자는 자유를 “외적 강제 

의 부재”로 보았으나， 약한 결정론자는 자유를 “외적 강제”뿐만이 아 

니라 “내적 강제”까지도 포합한 “모든 강제의 부재”로 보았다. 전통 

적인 필연성의 개념이 인간의 행통에 대한 내적 강제를 의미했다면， 

약한 결정론자들은 이 전통적인 필연성의 개념에서 이 내적 강제의 

의미를 제거하고， 전통적인 펼연성을 “예측 가능성”， “기술”， “규칙 

성” 동으로 대체하였다. 그에 따라 행위자는 외적으로 강제되지 않 

고， 내적으로도 필연성에 의해 강제되지 않는 한에서 “자유롭다”고 

27) Botteri ll, G., Op. Cil ., p. 278. 
28) lbid. , p. 144. 
29) Ayer, A. J., Op. cil."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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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것。l다. 

이러한 전제들로부터 약한 결정론자의 양립가능 논변을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1 . 이 세계가 결정되어 있다는 결정론의 주장이 합축하는 바는 자연 

법칙의 보편성(혹은 규칙성)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1. 자연 법칙은 어떠한 강제도 함축하지 않는다. 

1Il . 자유는 외적 강제가 없음올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강 

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iv. 약한 결정론자들은 필연성은 어떤 강제도 의미하지 않으므로， 주 

장 CD，(2)와 주장 @ 사이에는 어떠한 모순도 없으며， 따라서 결 

정론과 자유는 양립가능하다. 

흉의 양립가능론을 약한 결정론으로 해석하는 이들은， 슐릭이나 에 

이어와 같은 약한 결정론자들이 전통적인 필연성 개념을 “기술”이나 

“보편성”， “예측 가능성” 동으로 대체한 것과 같이， 흉 역시 전통적 

인 필연성 개념을 “규칙성”으로 대체하였다고 본다. 홉은 필연성을 

새롭게 정의하기를 두 대상틀 간의 “불변적 결합”과 그에 대한 “마 

음의 추론” 이 두 가지로 정의하지만 약한 결정론적 해석자들이 볼 

때， 홉의 필연성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는 로빈슨과 같은 규칙성 이론 

가들이 주장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정의인 “불변적 결합” 즉 

규칙성이라는 것이다. 즉 대상들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고 규칙적이 

라는 것은 원인이 결과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규칙성으로 정 

의되는 필연성은 강제의 의미를 띄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자유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홉에 따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올 수행할 때， 펼연성의 

지배를 받는다고 느끼지는 않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연성의 지배 

를 받아 달리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납득이 가 

지 않는 일이다(T 408). 예롤 들어， 내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을 사러 길올 건너간다고 하자 씨) 냐는 펼연성이 나로 하 

여금 아이스크림을 사러 길올 건너가게 강제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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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내가 마음이 바뀌어 아이스크림올 사러 가지 않는 것은 펼연성 

의 지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 

적인 직관이다. 

결론적으로 흉의 양립가능론을 약한 결정론으로 해석하는 철학자 

들은 흉의 새로운 필연성의 정의 가운데 첫 번째 정의에 주목하여， 

홈이 전통적인 필연성을 규칙성으로 대체하였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흉의 필연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전통적인 필연성의 개념에서 강 

제의 의미를 제거하여， 인간의 의지는 더 이상 필연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3.3. 폴 러셀의 반론 

일견 약한 결정론자들은 인과 관계로부터 “형이상학적 펼연성”올 

제거함으로써， “강제를 내포하는 것올 피할 정도로 충분히 약하고， 

필연성이 실제로 자유와 책임에 본질적임을 보일 정도로 충분히 강 

해야만 하는” 자유론과 강한 결정론의 중간 길， 즉 폴 러셀이 제시한 

바의 소극적인 조건과 적극적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31 ) 

그러나 폴 러셀은 약한 결정론자틀이 “원인의 본성”과 “인과 관계 

의 본성”올 제대로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문제의 논점올 흐리고 있다 

고 주장한다. 홈이 결정론과 양립시키고자 하는 자유의 개념인 ‘자발 

성의 자유’ 혹은 ‘강제의 반대로서의 자유’는 인과 관계의 본성과 관 

련된 문제가 아니라， 원인의 본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즉 강제된 행 

위와 자유로운 행위 사이의 구분은 그 행위의 원인과 결과 행위 사 

이의 인과 관계가 형이상학적 필연성에 의존하느냐 아니면 규칙성 

이론에 의존하느냐 하는 문제와 별개로 그 행위의 원인이 행위자 내 

부에서 비롯된 원인인가 아니면 행위자 외부 대상으로부터 비롯된 

30) 스트라우드가 제시한 예이다 Stroud, 8., Op. cil. , pp. 144 - 145. 
31) R야sell， P., Freedom alld Moral Selllimenl (New York: Oxford Univcrsity Press, 

1995),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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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인가 하는 원인의 본성과 관련된 문제이다.았) 

‘’인과 관계”의 본성은 야기된 행동과 무작위적 행동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쩌) 즉 어떤 행통이 단순히 무작위적 행동이 아니라 야 

기된 행동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야기된 행동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설명이 있어야 할 컷이다. 야기된 행동이란 선행 

하는 원인과 형이상학적 펼연성으로 연결되어 발생하는 행동이라든 

지， 혹은 야기된 행동이란 선행하는 원인과 규칙성을 띠고 발생하는 

행동이라든지 하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자유로운 행동 혹은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할 때， 그 행 

동은 단순히 외적으로 강제되지 않은 행동이라는 “소극적 조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행위자 자신의 의지나 욕구와 연결 

되어 있는 행동이라는 “적극적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34) 

“원인의 본성(혹은 타입)"이 “소극적 조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면， “인과 관계의 본성”은 “적극적 조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 

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야기된”이라는 말로 결과를 필연하거나(necessitates) 

산출하는(brings about) 힘으로서의 비흉적이고(non - Humean) 전통 

적인 원인의 개 념을 염두에 둔다면 오히려 이 “적극적 조건”은 합당 

하게 설명될 것이다. “행위자는 그 행위를 산출한 것이 자신의 험이 

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자신의 행동을 결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 

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기 때문이다치) 

이제 새롭게 정의된 필연성의 개념이 이 “적극적 조건”을 합당하 

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폴 러셀은 규칙 

성 이론으로 해석되는 필연성 개념은 “적극적 조건”을 합당하게 설 

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폴 러셀에 따르면 “행위자의 동기와 그의 

행동 사이의 단순한 불변적 결합은 그의 책임을 묻기에 충분하지 않 

을 것”이며， “다시 말해， 필연성 논증을 따르면， 그런 불변적 결합은 

32) Ibid., P‘ 50. 
33) Ibid., pp. 51 - 52 
34) Ibid. , p. 13. 

35) Ibid.,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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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그의 행동올 산출했음올 말해주지 않는다 "36) 흉은 우리는 

어떤 대상 안에 있는 어떤 힘이나 동인을 지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 또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주관적인 작용(즉， 관념 연합의 원리) 

의 결과로 생겨나는 이 “느끼는 연결(felt connexions)"을 넘어선 대 

상들 사이의 어떤 연결도 지각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런 “느끼는 연 

결”은 오직 우리의 지각들 사이에서만 유효하며 대상들 그 자체에게 

는 귀속될 수 없다. 폴 러셀은 흉의 필연성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정 

리한다. 

이런 식으로， 필연성 논증은 확실히 흉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 

는 한， 외부 세계의 대상 이를테면 다른 사랍들의 생각과 행동 동 

은 전적으로 느슨하고 분리되어 있으며 “붙어 있지만(conjoined) 

결코 연결되지는(connected) 않다”는 입장￡로 이끈다.37> 

즉， 규칙성 이론으로서의 홉의 필연성 논증은 원얀이 되는 사건과 

결과가 되는 사건이 서로 항상 “불변적 결합”으로 나타나지만， 결코 

이 두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흉왜 필연성 논층은 

위의 “적극적 조건”올 합당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 자유롭고 책임있 

는 행동은 그 행동이 행위자로부터 비롯되었음， 혹은 그 행위자와 연 

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데 흉의 필연성 논증은 이 행위자와 행동이 

계기적으로 함께 일어는 나지만 이 행통이 이 행위자로부터 비롯되 

었다거나， 행위자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결국 규칙 

성 이론이 흉의 양립가능론 논변을 강화시켜주기는커녕 오히려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36) Ibid., pp. 54 - 55. 
37) Ibid. ,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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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유와 필연” 논의에 대한 자연주의적 접근 

4. 1. 홈의 동기이론 

흉은 “자유와 필연”에 관한 논의에서 바로 이어지는 장인 r인성론 

J제 2권， 3장， 3절에서 “의지의 유력한 동기에 관하여”라는 제목 하 

에 정념과 이성에 관하여 논하고 있는데 여기서 흉은 의지의 유력한 

통기가 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정념이라고 말하고 있다. 홉은 자신 

의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전통적인 철학에서는 이성올 정념보다 우 

위에 두는 가정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음올 언급한 후38)， 자신 

이 입증하고자 하는 주장올 두 가지로 제시한다. 

흉은 첫 번째로 이성만으로는 어떤 의지 활동의 동기도 될 수 없 

다는 주장을 펼친다떼 흉은 이성이 의지 활동의 동기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먼저 이성의 역할을 살펴본다. 홉에 의하면 이성 

은 참이나 거짓올 발견하는 능력이다:(0) 참이나 거짓올 발견한다는 

것은 관념들의 관계를 비교하거나 사실의 문제에 있어서의 일치와 

볼일치를 따지고 추론하는 것이다 .1 1 ) 예를 들어， 이성은 “3x5는 30 
의 반과 같다”와 갈은 관념들의 관계의 참 거짓올 문제삼는다. 즉 사 

실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일치와 불일치의 여지가 없는 것들은 결코 

이성의 대상일 수 없다. 따라서 이성의 고유 영역옹 관념들의 세계 

(the world of ideas)에 국한된다. 하지만 의지의 문제는 언제나 실 

재의 세계(the world of realities)에 존재한다 I긴 결국 이성은 의지 

활동의 동기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흉은 두 번째로 이성은 의지의 방향을 결정할 때 결코 정념에 대 

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3) 이성이 참， 거짓의 문제， 일치， 불일치의 

38) Hume, D., A Trealise 0/1111111011 Nolure. 2nd edition, cd. by L. A. Selby-Bigge 
(Oxford: Oxford Univ. Press, 1978), p. 413. 

39) 샤id.， p. 413 
40) Ibid.. p. 458. 
41 ) Ibid.. p. 458. 
42) Ibid. , p. 4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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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관여한다면， 정념은 근원적 존재이며， 어떤 존재의 모사를 의 

미하는 표상적 성질올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4'1) 흉은 정념의 예를 

다음과 같이 든다. 

내가 화를 낼 때 나는 실제로 그 정념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목마르거나 아프거나， 또는 내 키가 5피트 이상일 때와 마창가지 

로 어떤 다른 지칭 대상이 없다.-1 

즉 정념은 그 자체로 근원적인 존재며 어떤 다른 대상의 모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은 이러한 정념에 대해서 아무런 영횡t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성은 의지의 방향올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념에 대립 

할수없다. 

흉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반론올 생각해 볼 

수있다. 

많옹 행위들은 이성에 근거한 믿음이 정념윤 조종합에 따라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가령 냐는 새우 샌드위치가 먹고 싶어 빵 

집에 갔는데， 빵집 주인이 ‘오늘 새우가 없어 샌드위치를 만들 수 

없다“고 해서 별수없이 치즈 샌드위치를 샀다고 해보자. 이 경우 

반흉주의의 노선에 있는 사랍들온 나의 대안적 선택은 빵집 주인 

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나의 이성이 내린 명령에 근거한다고 말 

할 것이다.46) 

하지만 흉이라연 이 대안적 선택이라는 것 역시 나의 또 다른 욕 

망에 근거한다고 말할 것이다. 치즈 씬드위치에 대한 대안적 선택은 

음식에 대한 나의 일반적 욕구， 즉 배고픔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 

한 홉의 입장은 홉스가 의지를 여러 욕구들 간의 최종적 욕구라고 

43) lbid., p. 413. 
44) lbid., p. 415. 
45) lbid. , p. 415. 
46) 서양근대철학회 엮음， -서양근대철학의 열 가지 쟁정J， 서울; 창작과III 평 

샤， 2004, P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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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결국 흉에 의하면 행위 

에 대용하는 쌍은 항상 이성이 아니라 정념이라고 할 수 있다. 

4.2. 도덕의 본질 : 이성적 판단 vs 감정적 평가 

흉은 r탐구_a8장 2절에서 도덕적 책임문제에 대한 하나의 반론올 

검토한다. 그것은 어떤 행위가 행위자의 의지에 따라 나오듯이， 이 

행위자의 의지 역시 필연성올 따라 거슬러 올라가 보연， 그것의 근원 

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논중이다'17) 홉에 따르면， 이와 같은 논 

층은 두 가지 도덕적 책임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첫 번째 문제는 궁 

극적인 신은 완전히 선하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범죄적일 수 없다는 

것이며， 두 번째 문제는 만일 인간이 범죄적이라연 신이 그 범회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빼 우리는 첫 번째 문제에 

따라 인간이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말할 수 없으며， 만일 인간이 도덕 

적으로 나쁘다면， 이 인간의 도덕적인 악의 근원인 신이 악하다는 모 

순된 결론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이다. 

흉은 이 도덕적 책임과 관련된 두 문제에 대한 철학자들의 대용올 

살펴본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하여 철학자들은 인간의 육체적 아픔 

(physical ill)은 우주 전체적인 체계 안에서 넓은 시야에서 바라볼 

경우， 그 고통 역시 우주 전체 체계의 좋읍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라고 설명한다.'l 9) 즉 국소적인 관점에서 바라불 때는 아픔이지만， 전 

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결국 좋음이라는 설명이다. 

이 답변에 대하여 흉은 철학자들이 육체적 아픔이 우주 전체 체계 

안에서는 그것이 결국 좋옴이라고 이론적으로 아무리 설명올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육체적 아픔올 겪고 있는 이틀에게는 그 이론적 설 

47) Hume. D., Enqui.꺼es concernillg Hllman Ullderslallding and conceming the 
Princψles 0/ Morals. 3rd cdition, cd. by L. A. Selby-Bigge (Oxford: Oxford 
Univ. Press, L 975), pp. 99-100. 

48) Ibid. , pp. 100-10 1. 

49) Ibid. .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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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평가한다.50) 

이어 흉은 도덕적 악(moral ill) 역시 육체적 아픔(physical ill)과 

통일하게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한다. 철학자들은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육체적 아픔에 대하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만일 인간의 

도덕적 악은 국소적으로는 악할지 몰라도， 전체적인 국면에서 볼 때 

는 선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연 그에 대한 흉의 대답 역시 

앞서와 마창가지로 철학자들의 이런 이론적 설명은 도덕적 악의 문 

제에 아무런 도움올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페 그 이유는 도덕의 문 

제는 어떤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인이나 비난의 감정을 수반하 

는 도덕적 감정(moral sentiments)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흉은 “인 

격적인 아름다움과 추함 사이의 구분”과 마찬가지로 “선악(vice and 

virtue) 사이의 구분”도 “인간정신의 자연적인 감정들(sentiments)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감정들은 어떤 철학이론이나 사변 동에 

의해 조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고 있다.잃) 

흉에 의하면 결국 도덕적 책임의 문제는 이성적 사유나 판단의 문제 

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며 도덕적 시인 혹은 도덕적 비난의 감정은 

어떤 철학적 사변에 의해서 조정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 논증은 만일 인간이 도덕적으로 악하다면， 인간의 악의 

근원이 되는 신 역시 악하다는 것이었다. 흉은 이 두 번째 논증에 

대한 적절한 답올 찾올 수 없다고 설명한다. 신의 죄에 대한 논의는 

인간의 이성올 통해 다룰 수 없는 즉 철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라고 흉은 설명한다. 흉은 이러한 설명과 더불어 철학의 범위를 넘어 

선 주제에서 일상적인 삶을 고찰하는 쪽으로 우리의 탐구의 방향을 

돌릴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답변을 마무리한다.않) 

결국 흉이 인간의 도덕적 악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고찰함으로써 

얻은 결론은 우리가 특정 행위자의 행위에 대하여 취하는 도덕적 태 

도는 이성적 성찰이나 철학적 사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도 

50) lbid., p. 101. 

51) lbid., p. 102. 
52) lbid. , pp. 102-103. 
53) lbid. ,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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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 감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흉용 어떤 이성적 성찰 

이나 철학적 사변도 우리의 도댁적 감정올 조정하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3. 홈의 양립가능론과 도덕적 책임의 문제에 대한 자 

연주의적 접근 

살펴본 바와 같이 홉은 도덕의 문제는 이성적 사유나 판단의 문제， 

즉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 라， 승인(approbation) 또는 불승인 

(disapprobation)의 감정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즉 도덕적 판단은 행 

위 그 자체의 옳고 그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관찰자가 느끼는 도덕 

감의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흉이 자유와 필연이 모두 도덕에 펼수적이라고 말효}는 것 

은， 이 두 가지가 관찰자가 행위자에게 도덕적 감정을 일으킬 수 있 

는 조건올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첫째 자유는 관찰자가 도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조건이 된다. 홉은 행위자의 행동이 그 행위자의 

“내적인 성격， 정념， 깎정 퉁을 나타내 주는 한에서만 행동들은 우리 

의 도덕적 감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행동들이 이러한 원리들로 

부터 진행되지 않고 전적으로 외적인 강제에 의해서 유도되는 것이 

라면 그 행동들은 칭찬올 야기할 수도 비난올 야기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잉) 즉 관찰자가 행위자의 행동이 행위자 본인의 성격으 

로부터 비롯되된 행위자의 자유로운 행동이라고 느낄 때， 관찰자는 

도덕적인 감정올 일으킨다. 둘째 필연성은 관찰자가 도덕적인 감정 

올 일으키는 조건이 된다. 홉은 어떤 범죄적이거나 해로운 행동이 증 

오나 복수와 같은 도덕적인 감정올 일으킬 때， “그것은 오직 그 사랍 

과 그 행동들의 관계 혹은 그 사람과 그 행동들의 연결”을 통해서 

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관찰자가 행위자의 행동이 행위자와 아무 

런 관련없는 행동이 아니라 행위자와 연결된 행동이라고 느낄 때， 

54) Ibid. , p. 99. 
55) Ihid. ,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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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자는 도덕적인 감정을 일으킨다. 

홉에 따르연 필연성은 행위자와 행위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그 행위를 관찰하는 사랍에게 존재하는 것이다. 홈은 필연성올 

불변적 결합파 그에 따라 발생하는 마음의 주롤이라고 정의하고 있 

으며， 필자는 필연성의 두 번째 정의， 즉 펼연성이 관찰자의 마음속 

에서 생겨난다는 점에 주목한다. 

물질에서건 혹은 정신에서건 어떤 행동의 필연성은， 적절히 말 

해서， 행위자 안에 있는 속성이 아니라 그 행동을 고려하는 어 

떤 사고하거나 지적인 폰재의 내부에 있는 것이마. 그리고 그것 

은 주로 어떤 선행하는 대상들로부터 그 행통의 존재를 추흔하는 

그의 사고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퍼 

관찰자는 행위자와 행동올 관찰하게 되고 이로부터 관찰자는 그 

행위가 행위자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필연성을 느끼게 된다57) 필 

연성에 대한 이와 같은 느낌은 관찰자로 하여금 칭찬이나 비난 동의 

도덕적 감정올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흉온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의 마옵은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어서 ， 특정 성격， 기질， 

행동이 나타나연， 그것[인간의 마음]은 즉각적으로 숭인 혹온 비 

난의 감정융 느낀다.끊} 

즉 전통적으로 객관적인 문제이자 행위 주체의 문제로 인식되었던 

도덕의 옳고 그름의 문제와 필연성의 문제가 홉에게 있어서는， 도덕 

56) Ibid. , p. 94, 

57) 흉은 필연성을 “느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불변적 연합으로부터 정 
신은 원인과 결과의 관념올 형성하고， 그것의 영향에 의해 필연성올 느낀 
다 .. 굵옹 블써체는 흉의 강조. Hume, D" A Treatise of hllman Nalllre, 2nd 
edition, ed, by L. A. Selby-Biggc (Oxford: Oxford Univ. Press, 1978), p, 406. 

58) Hume, D., Enqlliries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Qnd concerning l~e 

Principles of Morals, 3rd cdition, ed. by L. A, Selby-Bigge (Oxford: Oxford 
Univ. Press, 1975),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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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평가의 주체인 관찰자의 숭인 불숭인의 감정의 문제이자， 본성적 

인 성향의 문제가 된다 즉 관찰자는 행위자와 행위간의 관계를 관찰 

함으로써 그 행위자가 행위를 일으켰다는 필연성을 느끼게 되고， 그 

로부터 도먹적 평가의 주체인 관찰자는 행위자에게 도녁석 평가인 

송인 불승인인 도덕적인 감정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5. 결론 

기본적으로 홈의 양립가능론은 홉스의 고전적 양립가능론의 전통 

을 이어받고 있다. 흉 역시 홉스와 마창가지로 자유를 “외적 강제의 

부재(不在)"로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홉스의 정념론을 계승하고 있 

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주의를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자연과 통 

일한 선상에서 논의하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필자는 다음의 두 가지 

자연주의적인 함축은 홉의 양립가능론만이 갖는 고유한 특정이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펼연성의 기원올 대상 세계에서 발견하고자 하지 

않고， 원인과 결과간의 규칙성을 관찰하면 관찰자는 심리적 결정에 

의해 필연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에서 

발견하고자 한 점이며， 둘째는 도덕적 책임의 문제가 이성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라고 본 점이다. 그리고 흉의 자유와 필연 

바로 이러한 도덕적 감정의 영역 안에서 서로 화해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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