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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문제는 데카르트 이후 중요한 철학적 문제로 인식되었다. 데 

차르트는 이 문제에 적절한 대답을 제시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의 철학은 비판받았고 실패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데카르트 이 

후의 철학자들 가령， 말브랑슈，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둥은 데카르트 

가 처했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심신인과 자체를 거부하는 방향 

으로 자신의 철학을 전개해나가게 된다. 그렇지만 오늘날 심신 문제 

는 데카르트나 데차르트 이후의 철학자들이 제기한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일단 오늘날 대부분의 철학자들의 

목표는 데카르트 이후의 철학자들과는 달리 심신 인과를 구하려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 철학자들은 대부분 데카르트 식의 실체이원론을 

거부하고 일원론인 물리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심신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물리주의의 틀 내에서 속성 이원론과 속성 일 

원론 간의 논쟁으로 이해된다. 속성 일원론은 흔히 환원적 물리주의 

로 불리며 이 입장에 따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속성은 툴리 

적 속성이거나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된다. 김재권은 이 입장을 지지 

하는 대표적인 철학자로서 그는 배제 논변을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논파하는 데 사용한다. 반면 속성 이원론은 흔히 비환원적 물리주의 

로 불리며 이 입장에 따르면 심리적 속성은 물리적 속성과 구별되며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이 입장올 지지하는 많은 철학자틀 

가운데 우리는 여기서 베넷(Karen Bennett)과 로워(Barry μewer) 

의 입장을 살펴보고 그들이 성공적으로 배제논변을 피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나는 베넷과 로워의 작업은 지금까지 그들이 보여준 

결과만으로는 실패하며 지금까지의 결과룰 수정 보완한다고 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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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렇지만 이러 

한 나의 결론이 김재권의 입장이 옳다는 것을 바로 지지해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베넷과 로워의 성공과 김재권의 성공은 서로 별개 

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배제 논변은 아래에서 보겠지만 5가지 전제가 

서로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올 이야기하고 있다. 배제 논변을 피하기 

위해서는 5가지 전제 중 최소한 한 가지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보여 

야 한다. 내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로워과 베넷이 자신들이 부정하고 

자 하는 전제를 부정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김재권 

이 자신이 부정하고자 하는 전제를 부정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별도의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1. 용어법 

배제논변과 이에 대한 비환원주의자들의 대웅을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물리적’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물리학， 화학， 생물학， 신경과학의 속성， 사건 등 

을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로워와 베넷은 이러한 일반적인 용어법을 

따르고 있다. 반면 김재권은 우리가 표준적으로 화학적， 생물학적， 신 

경학적 속성들까지 물리적 영역에 포함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나름의 조건을 제시한다. 그 조건은 첫째， 

물리적 개체들이 모여 생긴 어떤 개체도 물리적이다. 둘째， 물리계 

안의 개체들과 속성들에 의거해서 미시적 기반을 가지는 속성들로서 

형성된 어떠한 속성도 물리적이다. 셋째 물리적 속성에 대해서 2차 

속성으로서 정의된 어떠한 속성도 물리적이다 1 ) 그런데 표준적인 용 

어법과 달리 김재권의 기준에 따르면(특히 세 번째 기준에 따르면) 

심리적 속성들 가운데 기능화가 되는 속성들은 모두 물리적 속성이 

된다 그렇게 되면 감각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속성들이 물리적 속성 

1) Jaegwon Kim(l 998), Mind ill a Physical World, Cambridge, MA: Bradford. 
pp.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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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휠 것이다. 아마도 베넷과 로워는 김재권의 용어법에 따르면 ‘불 

리적인 것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비환원적 물리주의와 환원적 툴 

리주의의 차이가 별로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법올 거부할 것 

이다 여기서는 알단 김재권의 정의는 무시하고 표준적인 용법에 따 

르기로 하자. 그 이유는 김채권도 적어도 물리학， 화학， 생물학， 신경 

과학의 속성틀이 물리적이라는 데 동의하는 것 같고， 세 번째 기준은 

환원에 대한 그의 논의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것의 범위를 표준적인 방식으로 정의할 때 환원적 물리 

주의와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나누는 기준은 심리적 속성이 물리적 

속성과 동일한가 그렇지 않온가2)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심리 

적 속성이 물리적 속성과 동일하다고 주장하게 되면 환원적 물리주 

의자가 되고， 심랴적 속성이 물리적 속성과 구별된다고 주장하게 되 

면 비환원적 물리주의자가 된다. 김재권은 환원적 물리주의를 지지하 

며 고통올 특정한 신경생리학적 속성과 통일시한다. 가령， 김재권에 

따르면 고통은 c-섬유의 발화이다. 반면 베넷파 로워는 비환원적 물 

리주의를 지지하며 그들에 따르면 고통은 c-섬유의 발화가 아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김재권이 말하는 고통과 베넷， 로 

워가 말하는 고통은 같은 성격의 속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김재권의 

입장은 일종의 실현자 기능주의로서 이 입장에 따르면 심적 속성은 

비고정지시어로서 l차 속성과 통일시된다. 김재권에 따르면 2차 속성 

으로서의 고통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개념만이 존재한다. 반면 써1 

넷과 로워의 입장은 일종의 역할 기능주의로서 이 입장에 따르면 심 

적 속성은 고정지시어로서 2차 속성을 지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는 베넷과 로워가 말하는 ‘고통=c-섬유의 발화’를 ‘2차 속성으로서의 

2) 보봉 환원적 몽리주의는 윤리주의에 유형 동원판윤 받아틀이는 것으로 이 
해된다 반면 비환원적 울려주의논 물리주의는 받아딸이지만 유형 불리주 
의륜 거부하는 것으로 이해펀다. 그렇지만 엄격하게 말해 여기에는 다은 

경우의 수도 있다. 즉， 유형 웰리주의와 개별자 올리주의듭 모두 거부할 수 
도 있다 안약 심려적 속성과 왈리적 속성이 동일하다연 유형 물려주의， 심 

리적 사건과 융리적 사건이 광임하다면 개별자 풍리주의릅 지지하게 된다. 
이에 대해 블리주의자는 룹 다 반아뜰일 수도 있고• J)! 연자 불려주의안 반 

아뜰이고 유형 불리주의는 서부안 수도 있고， 품 다 7-)부할 수도 있다‘ 



126 혈확논=? 저138집 

고통=c-섬유의 발화’로 이해해야 하는 반면， 김재권이 말하는 ‘고통 

=c-섬유의 발화’를 ‘인간의 고통=c-섬유의 발화’와 같은 식으로 이 

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물리주의에 대해 살펴보자. 김재권은 심신 수반， 반데 

차르트 원리， 심신 의존을 물리주의의 최소한의 필요충분조건al이라 

고 생각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김재권은 심신 수반의 필연성에 대 

해 법칙론적 필연성과 형이상학적 필연성을 모두 허용하거나 주로 

법칙론적 필연성에 대해 말하는 것 같다.4 ) 반면 에넷과 로워는 물리 

주의의 최소필요충분 조건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베넷과 

로워 역시 물리주의가 수반을 받아틀인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 같다 

그들과 김재권과의 차이점은 김재권은 수반을 정식화할 때 주로 법 

칙론적 필연성을 염두에 두는 반면 베넷과 로워는 수반 관계가 형이 

상학적 필연성올 요구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들이 물리주의가 

법칙론적 필연성보다 강한 형이상학적 필연성을 요구한다고 생각하 

는 것은 차머스와 같은 이원론자들도 법칙론적으로 훨연적인 수반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만약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인 수반 

을 받아들이는 이원론이 이론적으로 발전된다면 。l들이 어떻게 대웅 

할 수 있올지는 의문이다. 아마도 베넷은 그런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인 것 같다.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김재권과 베넷， 로워는 사실 

‘물리적’， ‘물리주의’， ‘환원’과 같은 핵심적인 개념들올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논쟁을 한다는 것이 무의미해 보 

일 수도 있다. 사실 베넷은 ‘Exclusion Again’의 초고에서 김재권은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자신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김 

재권의 용어법에 따르면 자신은 환원주의자라고 말한다.5) 그리고 베 

3) 김재권(2004)， r심리철학.1 ， 하종호， 김선회 옮김， 서울: 철학과 현실사. p.29 
4) 김재권(2007)， r풀리주의ι 하종호 옮김， 서울: 아카넷. p.81 각주15 
5) 위에서 본 ‘물리적’ 영역의 세 번째 기준과 판련이 있는 것 같다. 위에서 
김재권은 기능화될 수 있으면 어떤 속성이든 풀리적 속성이라고 보았다 
그렇지만 베넷은 역활 기능주의는 받아들이지만 김재권과 같이 실현자 기 
능주의를 받아틀이는 것은 아니다. 역할 기농주의에 따르면 한 심리적 속 
성이 기능화 될 수 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어떤 물리적 속성과 동일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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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은 ‘Exclusion AgéÙn’의 출판본에서 김재권이 수반을 법칙론적 환 

원으로 정식화한다는 이유로 김재권이 말하는 비환원적 물리주의는 

자신의 업장이 아니라 차머스와 같은 이원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이라고 말한다(j) 

이렇게 되면 논쟁이 실질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용어법적 

인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것 같다. 그렇지만 나는 이들의 논쟁이 이러 

한 용어법적인 것 외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쨌든 배제 논변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거부하는 전제가 각각 다 

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재권이 거부하는 전제를 제외하고 우리가 

주로 논의할 베넷과 로워가 거부하는 전제들에는 ‘물리적’， ‘물리주 

의 ’， ‘환원’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개념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 

음 장들에서 베넷과 로워가 거부하는 전제들이 무엇인지， 이들이 성 

공적으로 이틀 전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2 김재권의 수반(혹은 배제) 논변 

김재권의 배제논변은 다음의 5가지 전제가 일관적일 수 없다는 것 

이다. 

(1) 구별성: 심적 속성(혹은 사건)은 물리적 속성(혹은 사건)과 구별 

된다 

(2) 완전성(혹은 폐쇄성): 모든 툴리적 사건은 충분한 물리적 원인을 

가진다. 

(3) 효력: 심적 사건은 때로 심적 속성 때문에 물리적 사건올 야기한다. 
(4) 비중복결정· 심적 원인의 결과는 체계적으로 중복결정된 것이 아 

니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 Karen Bennetl(2008), ’Exclusion again’, In Bei/1g Reduced, Jakob Hohwy and 
Jesper Kalleslrup(eds), New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286. 각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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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제: 결과가 중복결정된 것이 아니라연 결과는 하나 이상의 충 
분원인을 가지지 못한다. 

김재권은 이를 다음과 같이 논변 형태로 제시한다 7) M과 M*를 

심적 속성， P와 P*를 물리적 속성이라고 하자. 속성들 자체는 인과 

관계를 맺지 않으므로 “M은 M*의 원인이다”라고 말할 때 이는 “M 
의 사례는 M*의 사례의 원인이다”를 줄여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 

자. 그리고 간략히 표현하기 위해 시점에 대한 지칭도 생략한 것으로 

생각하자. 

(l)M은 M*의 원인이다. 

(2) 임의의 물리적 속성 P*에 대해서， M*는 P*를 자신의 수반 기초 

로갖는다 

(3) M은 M*의 수반 기초인 P*의 원인이 됨으로써 M*의 원인이 된다. 
(4) M은 P*의 원인이다. 

(5) P*는 M이 발생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원인 P를 갖는다. 

(6) M~P (구별성에 의해) 

(7) 그러므로 P*는 M과 P라는 두 개의 구별되는 원인들을 갖는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인과적 중복결정이 아니다(비중복결정에 의해). 

(8) 그러므로 M이나 P중에 하냐는 탈락되어야 한다(배제에 의해). 

(9) M은 탈락되고 P는 남아야 한다(폐쇄 및 배제어l 의해). 

그러므로 심적 인과는 이해할 수 없다(효력에 위배) . 

김재권의 논변은 우리가 구별성， 비중복결정， 배제， 폐쇄를 받아들 

이면 효력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형식으로 꾸며져 있다. 그렇지만 

효력을 포기하게 되면 심신 인과를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유 

의지를 가진 행위자 개념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심신 인과가 자유 

의지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최소한 자유의지를 위한 필요조건 

인 것 같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채권은 구별성을 포기하고 환 

7) 김재권(2007)， r물리주의 J， 하종호 끊김， 서울: 아카넷. p.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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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 물리주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의할 점은 이 때 그가 

말하는 환원은 단순한 유형 통일론적 환원이 아니라 기능적 환원이 

다. 그렇기 때문에 퍼트남의 다수실현논변을 피해갈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 로워는 비중복결성을 거부찌)하고， 버l 넷은 배제 원리를 

거부한다. 그들은 비환원적 물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김재권과 같이 구 

별성을 거부할 수는 없올 것이다. 또한 완전성 역시 풀리주의자라연 

대부분 받아들이는 원리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9l 효력 

역시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이유로 포기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선택지는 비중복결정과 배제원리 밖에 없는 것 같다. 여 

기서는 이러한 그툴의 전략이 성공적인지 검토할 것이다. 만약 이들 

의 전략이 성공적이지 않다면 그들은 환원적 불리주의를 진지하게 

다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3. 로워의 검재권 비판과 중복결정 

로워는 김재권의 배제 논변이 두꺼운 생산적/발생적 인과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로워에 따르떤 인과 개념 자체 

가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용인될 수 없는 개념이다 10) 그렇 

기 때문에 세계 내에 발생적 인과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할 하동의 

이유가 없다. 이는 인과에 대한 러셀의 관점과도 같다. 러셀은 인과 

를 군주제와 같이 지나간 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했다. 러셀이 염두 

에 두고 있었던 것은 툴리학의 근본적인 법칙이나 사실들이 인과 개 

8) 로워는 때로는 자기가 미종꽉결정용 거부하고 I애로는 배제관 거부하는 것 
처럼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해 그는 비중복결정블 거부하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 그가 말하는 배제는 김재권이나 l에l넷이 말하는 배제와 다 

른 원리이기 때문이다. 장죠 Loewer(2007) p.252, Locwe끼2002) p.657 
9) 속성 이원론자라연 이 원i!j쉰- 거부함으로써 배제논연옴 피할 수 있올 지도 
모른다. 울론 차머스와 같은 현대의 속성 이원론자듣응 용리계의 완전성 
역시 받아들이기는 하시만 말이다. 

10) Barry Loewer(2002), ’Commcols 00 Jaegwon Kim's Milld ;11 0 Pltys;col World. 
Pltilosoplty olld Pltellomellologicol Reseorch 65. p.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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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로워가 볼 때 이는 오늘날의 

물리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재권용 자신의 배제 논변이 생산적 인과 개념에 의존 

하고 있다는 것올 인정하며， 생산적 인과 개념올 방어하려고 한다 J II 

그는 먼저 생산적 인과 개념이 이론적 물리학에 부재한다는 것이 사 

실인지 의문올 제기한다. 우리는 물리학과 수학 공식올 구분해야 한 

다. 그에 따르연 이러한 수학 공식들의 이해나 해석에 있어서는 인과 

개념이 빈번하게 퉁장한다. 다음으로 김재권은 생산적 인과 개념이 

근본적인 미시물리학적 단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러한 

인과 개념이 더 높온 단계에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령 시간의 방향성은 미시 물리학적 단계에 

서 나타나지 않지만 열역학의 단계에서는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그 

는 우리가 심적 인과에 대해 신경쓰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 행위자에 

대해 신경쓰기 때문인데 행위자는 분명히 생산적 인과 개념올 포항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행위자가 적절한 방식으로 사지를 웅 

직여서 물리 세계에 변화를 초래하기를 원하는데 이는 분명히 생산 

적 인과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재권의 대용에 대해 로워는 일단 두 번째 비판올 수용하는 듯이 

보인다. 

“인과적 주장온 보다 기본적인 사실에 수반해야 한다. 이것은 

생산으로서의 인과， 의존으로서의 인과 모두에 대해 참이다 "121 

그렇지만 로워는 다시 다음과 같은 비판13)올 제기한다. 

(1) 엄밀히 말하면， 국소적 인과는 없다 141 왜냐하면 엄격하게 

11 ) Jaegwon Kim(2002), ’Responses’, Philosoplzy al1d PIzel1ome l1ological Research 
65, pp.675-77. 

12) Barry Loewer(200끼. ’Men따1 Causation, or Soll뼈ng Near Eoou뱅" In C011lemporary 
debates ;11 ph;losophy 01 mil1d, 8rian P. McLaughlin and Jonathan Cohen(eds), 
MA: 81ackwell. p.2S3 

13) 1bid. p.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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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면 시접 t에 어떠한 조그만 지역 R에 일어난 사건의 충분 원 

인은 시점 t- l에 R올 중심으로 빛이 l초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 

리에 있는 모든 사건돌이기 때문이다. 

(2) 좀 더 느슨하게 밀하연， 김재권이 전제하고 있는 국소적 생 

산적 인과가 전체 상태에 수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때 우리는 

심적 사건과 물리척 사건을 결과의 생산에 관련된 전체 상태의 특 

성을 집어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 

연 내 뇌 속의 사건이 국소적으로 나의 손 혼뚫왈 야기하고， 손올 

혼들겠다는 냐의 결정이 또한 국소적으로 나의 손 혼릎을 야기했 

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산이 국소적 생산으로 이해된다연 

생산은 결과가 여 러 개의 구별되는 원인올 가진다는 껏과 양립가 

능하다. 

이러한 비판에 이어 로워는 우리가 생산적 인과 개념올 버리고 의존 

적 인과 개념올 사용한다연 중복 결정에 대해 아무런 신비로운 점이나 

의문이 생기지 않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연 ’ -p다→-E’， ’ -M 

다→-E’를 둘 다 뻗}들이는데 별 의문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로워의 결론은 비중복결정올 거부하기에는 

너무 약하다， 로워는 인과가 느슨하게 이해된다연 생산으로 이해되든 

의존으로 이해되든 결파가 다수의 원인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 보였 

다. 그렇지만 이는 너무 약한 주장이다. 비중복결정을 거부하기 위해 

서는 다수의 구별되는 충분 원인을 가져야 한다. 무슨 말이냐연 지금 

까지의 결론만 가지고는 로워는 심신인과가 연합 인과인지 과영 결 

정인지 구분할 수 없다. 그런데 로워는 심신 인과가 연합 인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반드시 배제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심신 인과가 사 

실은 연합 인과라연， 이는 물리계의 완전성(혹은 폐쇄성)올 거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심신 인과가 연합 인과라연 심적 속성 

(또는 사건)이 없이 물리적 속성(또는 사건)만으로는 결과에 대한 충 

분 원인이 될 수 없올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물리주의자로서 받아들 

14) 로워는 국소적 생산적 인과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로워 

가 옳다연 엄격히 말하연 생산이든 의존이든 국소적 인과는 모두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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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힘든 결론일 것이다. 

지금 로워에게 필요한 것은 중복 결정에 대한 충분조건인 것 같다. 

어떤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중복 결정이라는 것을 보일 수만 있다면， 

로워는 심신 인과가 이 테스트를 통과하기 때문에 중복 결정이라는 

(즉， 연합인과가 아니라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로워 자 

신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복 결 

정에 대한 충분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처럼 보인다. 

가령， 다음의 분석을 생각해보자 

분석1 

(1) (C1 & - C2) 다→ e, 

(2) (-C1 & C2) 口→ e 

뒤에서 보겠지만 이는 베넷이 중복 결정의 필요조건으로 제시하는 

분석이다. 그렇지만 이 분석은 중복 결정에 대한 충분조건으로 적절 

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분석은 연합 인과는 배제해주지만 일반적인 

선취와 중복 결정올 구분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중복 결정에 대한 충분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복잡한 조 

건들을 추가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많은 시도들이 반례에 직 

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15)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중복결정의 충분조건 

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 일차적으로 중복 결정의 충분조건을 제시 

하는 것은 로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서 두 가지를 

지적하는 것에 만족하고자 한다. 첫째 로워가 필요로 하는 중복 결 

정에 대한 충분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처럼 보인 

다. 둘째， 로워가 중복 결정에 대한 충분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심신 

인과가 그 조건을 만족할 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로워는 첫째와 둘 

째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만 성공적으로 비중복결정 전제를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15) 원치욱(2006)， r심물인파· 인과적 배제 혹은 과잉결정?J ，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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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넷의 양렵가능론 

베넷은 배제 원리를 거부한다. 배제 원리는 인과적 중복 결정의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단일한 사건도 주어진 시점에서 충분 원인 

을 둘 이상 가질 수 없다는 원리이다.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1) 중 

복 결정이 아니면서 2) 둘 이상의 충분 원인올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베넷온 2)를 전제하고 1)올 보이는데 주력한다. 베넷이 

2)를 증명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배제 논변올 피하 

고자 송}는 사람은 5가지 전제들 중 하나가 거짓이라는 것만 보이연 

되기 때문이다. 굳이 나머지 전제들을 옹호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2)는 세 번째 전제인 효력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 같다. 만약 처음의 

효력 전제가 약하다고 생각되면 다음과 같이 효력 전제를 더 강하게 

만들면 된다. 

효력*: 심적 샤건은 때로 심적 속성 때문에 물리적 사건의 충분 

원인이 될 수 있다. 

심신 인과를 용호하는 철학자들이 특별히 강화된 효력 전제를 받 

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이제 그녀는 심적 속성(혹은 사건)과 물리적 속성(혹온 사건)의 인 

과적 효력올 유지하면서(혹은 무력화하지 않으면서)， 심신 인과가 중 

복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만 하연 된다. 이를 위해 그녀는 다 

음과 같은 중복 결정의 필요조건I(j)을 제시한다. 

(1) (p & - m) 디→ e, 

(2) ( p & m) 다→ e 

16) Karen Bennen (2003), ’Why Ihc Exclusion Problem Seems Irllraclablc, and 
How, JUSI Maybc. 10 Tract It’, NO lIs 37, p.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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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테스트가 중복 결정의 필요조건이라고 하자 그 후 베넷 

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만약 중복 결정이라면， 이 조건을 공허하지 

않게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심신 인과는 이 조건올 공허하지 않게 

만족시키지 웃한다. 다르게 말하면 심신 인과는 두 전체 중 첫 번째 

전제를 공허하게 창이 되게 만들거나 거짓이 되게 만든다. 그러므로 

심신 인과는 중복 결정의 사례가 아니다. 그녀는 효력으로 2)의 조건 

을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성공적으로 다섯 번째 전제인 배제를 거부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녀가 어떻게 위의 전제들 가운데 하나를 공허하거 

나 거짓이 되게 만드는지 살펴보자， 그녀의 공격 대상은 전제 (1) (p 

& - m) 口→ e, 이다. 그녀는 엄격한 의미의 인과적 충분성과 느슨 

한 의미의 인과적 충분성을 구분한다. 먼저 엄격한 의미의 인과적 충 

분성에 따르면， 결과 e에 대한 충분한 원인은 직관적인 원인뿐만 아 

니라 배경 조건들， 인과적 매개체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외재적이고 

포괄적인 원인이다. 이러한 원인 즉 직관적인 원얀에 더해 배경조건 

들， 인과적 매개체돌까지 모두 포함된 포괄적인 원인을 P*라고 부르 

자. 그러연 p*&- m 세계는 불가능한 세계가 된다. 왜냐하연 베넷은 

심적인 것이 물리척인 것에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으로 수반한다고 보 

기 때문이다 17) 그러므로 ‘(p* & - m) 다→ e’는 공허하게 참이 된다. 

다음으로， 느슨한 의미의 인과적 충분성에 따르면， 이번에는 ‘(p & 

- m) 다→ e’가 거짓이 된다. 이 경우 p는 단지 직관적인 원인만을 

포함하게 된다. 그리고 원인은 문자 그대로의 원인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 하의 원인이 된다. 먼저 열쇠와 자물쇠의 사례를 통해 위의 문 

장이 어떻게 거짓이 될 수 있을지 짐작해보자. 1를 열쇠의 내재적 툴 

리적 속성이라고 하자.0를 2차 속성인 문을 열 수 있는 성향적 속 

성이라고 하자. 그리고 O를 문을 염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다음의 

반사실적 조건문은 거짓이 되는 것 같다. 

17) 물론 김채권은 이에 동의하지 않올 것이다. 그렇지안 떼넷에 따르연 대부 
분의 물리주의자룹이 수반 관계틀 형이상학적 휠연성으로 정식화하고 었 

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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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D) 口→ O 

그 이유는 다음과 짙다. (l&- D) 세계는 열쇠의 내재척 물리적 속 

성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문올 열 수 있는 성향적 속성만 사라진 세 

계일 것이다. 이러한 세계는 아마도 자물쇠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세 

계이거나 자물쇠 자체가 바뀐 세계일 것이다. 이러한 세계에서 단지 

열쇠의 툴리적 속성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열쇠가 문을 열 수 있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올 것이다 베넷은 이런 관계가 2차적 기능 

적 속성을 실현하는 모든 일차적 속성들에게로 일반화될 수 있올 것 

이라고 본다. 

그러연 다시 섬신 인과의 문제로 돌아오자. 베넷에 따르면 열쇠와 

자물쇠의 경우뿐만 아니라 심신 인과의 경우에도 반사실적 조건문 

‘(p & - m) 다→ e’은 거짓이 된다. 왜냐하면 위에서 보았듯이 p가 

e를 야기하기 위한 조건들은 기본적으로 p가 m올 필연적으로 발생 

시킬(necessitate) 조건틀과 같기 때문이다. 베넷은 이 사실이 거의 

분석적이라고 본다.p를 c-섬유 발화， m올 고통， e를 난로에서 재빨 

리 손을 엠이라고 하자. 여기서 p는 1차 속성이고， m은 인과적 역할 

에 의해 정의되는 2차 속성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읍파 같은 반사실 

적 조건문을 얻올 수 있다 

만약 고통 없이 c-섬유가 발화했다면， 난 재빨리 난로에서 손을 

떼었을 텐데. 

여기서 고통이 없다는 것은 1차적 속성이 인과적 역할을 하지 못 

한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c-섬유가 고통 없이 발화한다면， 고 

통의 인과적 역할인 난로에서 재빨리 손을 떼는 것과 같은 일이 벌 

어지지 않는 것이다. 베넷은 심적인 것이 물리적인 것에 형이상학적 

으로 펼연적으로 수반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죠건 

하에서 c-섬유가 발화한다면 이는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으로 고통 

이 수반될 것이다. 그런데 고통 없이 c-섬유가 발화한 세계가 있다 

면 이러한 세계는 위에서 말한 올바른 조건이 위반되는 세계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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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이 조건이 위반되는 세계는 아마도 c-섬유가 다르게 연 

결된 세계이거나 페트리 접시 위에서 c-섬유가 발화한 세계와 같이 

e를 야기하지 않는 세계일 것이다. 

베넷의 제안은 매우 영리한 제안인 것 같다. 그렇지만 두 가지 점 

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베넷의 제안은 물리주의가 형이 

상학적으로 필연적인 수반 관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넷의 전략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좀비 세계의 가능성올 거부해야 한다. 이는 베넷도 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18) 그렇지만 물리주의를 김재권과 같이 법칙론적으로 필연 

적인 수반 관계로 정식화할 수도 있다. 물리주의를 법칙론적으로 필 

연적인 수반 관계로 정식화하고자 하는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들은 베 

넷의 제안을 이용할 수 없올 것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베넷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아닐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베넷 자신이 말승}듯이 대 

부분의 물리주의자들이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인 수반 관계를 받아 

틀인다면， 법칙론적으로 필연적인 수반 관계로 툴리주의를 정식화하 

고자 하는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들은 많지 않을 것。l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베넷의 제안은 그녀가 제시한 조건이 진정한 과영인과의 

필요조건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만약 그녀가 제시한 조건이 과 

잉인과의 필요조건이 아니라면 그녀는 아무 것도 증명하지 못한 셈 

이 되고 만다. 그런데 그녀가 제시한 조건은 반례를 허용하는 것 같 

다. 반례는 과잉결정이면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를 제시하 

면 된다. 

먼저 그녀 자신이 자신의 논문 각주에서 언급한 반례를 살펴보 

자 19) 두 사격수 빌리와 수지가 희생자를 노리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빌리는 수지보다 희생자에 더 가까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 

데 빌리는 희생자를 쏘는 유일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래서 그는 수지가 총올 쏟 것을 확인한 후에 자신도 쏠 것이다. 만 

18) Karcn Bennetl(2003), ’Why the Exclusion Problem Seems Intractable, and How, 
Just Maybe, 10 Tract 11’, NOlIs 37. p.491 

19) Karen Bennett(2008), ’Exc1 usion again’, In Being Reduced, Jakob Hohwy and 
Jcsper Kallestrup(eds), New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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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수지가 총올 쏘지 않으면 빌리는 허공으로 총올 쏠 것이다. 만약 

수지가 총을 쏘면 빌리도 희생자를 향해 총올 쏠 것이다. 이 경우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빌려가 수지보다 늦게 총을 쏘아도 동시에 

종알아 회생자들 맞춘다. 이 경우는 분명한 중복 결정의 사례인 것처 

럼 보인다. 그러나 두 반사실적 조건문 가운데 하나는 거짓이다. 만 

약 수지가 쏘지 않고 빌리만 쏘았다면 희생자는 죽지 않았올 것이 

다. 그러므로 이 사례는 베넷이 제시한 조건이 과잉 결정의 필요조건 

이 아니라는 것올 보이는 반례인 것 같다. 

이에 대해 베넷은 먼저 여기서 관련된 사건은 회생자를 향한 발사 

라고 주장한다. 중복결정올 위한 필요조건인 반사실적 조건문들은 회 

생자를 위한 발사인 경우에 모두 공허하지 않게 참이 된다. 다음으로 

사건의 개별화에 좀 더 중립적인 대답으로 회생자의 죽음은 빌려와 

수지의 발사에 중복 결정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대신에 반 

사실적 조건문틀이 모두 참인 중간 사건틀에 의해 중복 결정되었다 

는 것이다. 이 때 빌리와 수지의 발사는 파생적인 방식으로 죽음을 

중복 결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두 사건은 파생 

적이지 않게 희생자의 죽음을 중복 결정하는 사건들을 일으키기 때 

문이다. 

우선 빌리와 수지의 발사가 파생적인 방식으로 죽음올 중복 결정 

한다는 두 번째 대답은 기만적인 대답인 것 같다. 논란의 여지가 없 

는 중복 결정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빌리와 수지가 회생자를 향해 망 

설임없이 동시에 총올 발사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회생자는 두 

발의 총알을 맞고 사망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에 빌리와 수지의 

발사는 독립적인 인과 연쇄에 속한 것 같다. 이 인과 연쇄를 각각 

bO-bl-b2-b3-b4(빌리)， sO-sl -s2-s3-s4(수지)라고 하자. b2, s2를 

각각 빌리의 발사， 수지의 발사라고 하자. b3, s3는 각각 빌리의 총 

알이 날아감， 수지의 총알이 날아감이라고 하자. 그리고 b4, s4는 희 

생자의 죽음이라고 하자. 이 때 bl과 sl을 각각 발사 직전 긴장을 

풀기 위해 빌리가 초코바를 먹음， 수지가 껍올 씹음이라고 하자. 이 

틀은 매우 예민한 사수들이기 때문에 긴장을 풀지 않으면 총올 제대 

로 쏠 수 없다고 하자. 그렇다면 베넷의 대답이 옳다연 벌리가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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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를 먹는 사건과 수지가 껍올 씹는 사건도 파생석으로 희생자의 죽 

음을 중복 결정하는 사건들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야 

기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bO, sO이 각각 빌리가 택시를 타는 사건， 

수지가 보스의 차를 빌려 타는 사건이라고 하자. 이들 둘은 늦잠올 

자서 택시를 타거나 보스의 차를 빌리지 않았더라면 희생자가 나타 

날 시간에 제대로 총올 쏠 수 없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빌리가 택시를 타는 사건과 수지가 보스의 차를 빌려 타는 사건이 

파생적인 방식으로 회생자의 죽음올 중복 결정하는 사건이 된다. 그 

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파생적인 방 

식으로 중복 결정한다는 말은 기만적인 용어법으로 단지 중복 결정 

하지 않는다는 말에 불과하다. 

또한 다음의 사례를 고려해보자. 이 세계가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 

는 세계라고 가정하자. 이 세계에는 네오， 트리니티， 스미스가 있다. 

알다시피 네오는 날아오는 총알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네오는 트리 

니티를 사랑한다. 어떤 복잡한 사정에 의해 트리내티와 스미스가 동 

시에 네오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고 가정하자. 네오는 트리니티가 자 

신을 향해 총을 쏟 것에 충격을 받아 혹은 트리니티를 사랑하기 때 

문에 트리니티의 총알을 일부러 피하지 않고 죽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도 분명히 중복결정의 사례인 것처럼 보인다. 어쨌든 네오는 두 

발의 총알을 맞았다. 그렇지만 이 사례는 베넷이 제시한 중복결정의 

필요조건올 만족시키지 않는다- 만약 트리니티 없이 스미스만 총을 

발사했다면 네오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례는 베넷이 위에서 말한 두 가지 대답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먼저， 스미스는 트리니티가 발사하든 그렇지 않든 네 

오를 향해 총을 쏠 것이다 또한， 이 경우에는 중간 사건을 잡아도 

베넷이 제시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 가령 중간 사건으로 트리 

니티가 쏟 총알이 날아옴， 스미스가 쏟 총알이 날아옴을 셜정해보자. 

만약 트리니티가 쓴 총알은 날아오지 않고 스미스가 쏟 총알만 날아 

오고 있다면 네오는 분명 그 총알을 피했을 것이다. 

베넷은 이 반례를 앞에 두고 두 가지 선돼을 할 수 있다. 한 가지 

는 필요조건을 수정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그녀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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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했던 작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녀는 수정된 필요 

조건 하에서 심신 인과가 왜 중복결정이 아닌지 다시 보여야 한다. 

그녀는 아마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올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그 

녀가 처음에 제시한 필요조건을 어떻게든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어쨌든 그녀가 두 

번째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반례에 대한 몇 가지 비판을 

생각해보자. 

먼저 이 경우는 통상적인 대칭적인 중복 결정이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할 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대칭적이든 비대칭적이든 상관없이 

둘 다 중복 결정이라면 중복 결정의 필요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대 

칭적 중복 결정에 대한 필요조건은 베넷에게는 쓸모없는 조건이다. 

왜냐하면 베넷이 대칭적 중복 결정에 대한 필요조건만 가지고 있다 

면 심신 인과가 대칭적 중복 결정이 아니라는 것은 보일 수 있지만 

비대칭적 중복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칭적인 중복 결정인 반례도 존재한다. 사수 A, 

B가 희생자 C를 노리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희생^1-를 보호하는 

보디가드 D, E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D는 A에게 자신의 가족 

이 인질로 잡혀있어 A가 하는 행동을 막올 수 없다고 하자. 그리고 

E는 B에게 자신의 가족이 인질로 잡혀있어 B가 하는 행동올 막을 

수 없다고 하자. 그래서 A, B가 동시에 총을 발사하면 C는 죽게 된 

다. 그렇지만 B없이 A만 발사했다면 보디가드 E가 이를 막았을 것 

이기 때문에 C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A없이 B만 발사했다면 

보디가드 D가 이를 막았을 것이기 때문에 C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분명히 직관적으로 중복 인과이지만(어쨌든 C는 두 발 

의 총알을 맞았다) 베넷이 제시한 중복 인과에 대한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반사실적 조건문들은 모두 거짓이 된다. 

다음으로 매트릭스 사례가 너무 먼 가능세계의 일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인과 개념을 분석하는 사고 실험에 있어 오로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법한 예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동일성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철학자들이 한 행성에서 

몸을 분해하면서 몸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정보를 읽고 다른 행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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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행성에 있는 입자들올 이용해 몸을 재조합하는 순간이동 기계 

와 같은 비현실적인 장치들을 이용해 사고실험을 하고 있다. 그리고 

루이스도 자신의 인과 분석에 있어 마법이 인과적인 효력을 발휘하 

는 사례가 동장하는 능가하는 선취(Trumping Preemption) 문제 때 
문에 의존으로서의 인과 분석올 포기하고 영향으로서의 인과 이론을 

새로이 발전시켰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일어날 법한 반례도 존재한 

다. 바로 방금 언급한 보디가드 사례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5. 결론 

지금까지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들이 배제 논변올 피할 수 있는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로워는 비중복결정 전제를 거부하려 

고 하는데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 - p 口→ - e’, ‘- m 다→ -e’와 같 

은 단순한 반사실적 의존 관계가 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올 보았다. 진정으로 비중복결정 전제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중복결 

정올 위한 충분조건올 제시하고 심신인과가 이 충분조건을 만족한다 

는 것올 보여야 한다. 반면 베넷은 배제 전제를 꺼부하려고 하는데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중복결정을 위한 필요조건을 필요로 한다. 

베넷이 성공적으로 배제 논변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중복결정을 위한 

필요조건을 제시하고 심신인과가 이 필요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베넷 역시 첫 단계에서부터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베넷이 제시하는 중복결정을 위한 필요조건은 반례를 허용하 

기 때문에 베넷은 결국 심신인과가 중복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 

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홍미로운 점은 베넷과 로워는 둘 

다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로서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배제 논변을 피하고자 하는 전략올 살펴보면 정작 그들의 입 

장은 서로 양립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로워는 심신인과가 중 

복결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베넷은 심신인과가 중복결정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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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하고 있가 때문이다. 로워와 베넷이 자신들의 전략을 앞으로 

어떻게 수정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냐는 기본적으로 이 두 전략 모 

두에 대해 회의적이다. 일단 우리는 중복결정에 대한 믿을 만한 충분 

조건이나 필요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풍복결정에 

대한 믿을 만한 충분조건이나 필요조건올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심신인과가 이 조건들을 만족 시키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이는 것 

은 또 다른 문제이다. 그들은 이중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하는 것 

처럼 보인다. 

글올 맺기 전에 마지막으로 심신 문제에 대한 츰스키의 문제 제기 

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춤스키에 따르면 심신 문제는 제 

대로 정식화될 수조차 없는 문제이다. 만약 총스키의 비판이 옳다면 

지금까지의 논의는 모두 무의미한 논쟁이 되고 만다. 철학자들은 (환 

원적 물리주의자이든 비환원적 물리주의자이든 심지어 이원론자이든 

상관없이) 이러한 결론올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츰스키는 구 

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며 철학자들은 이에 대해 어떻 

게 대웅할 수 있을까? 

먼저 츰스키가 어떤 이유에서 심신 문제가 제대로 정식화될 수조 

차 없다고 하는지 살펴보자. 츰스키가 심신 문제가 제대로 정식화될 

수조차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20)는 우리가 선험적인 혹은 고정적인 

물체(body)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체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한 철학자들의 표준적인 대답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신경 

과학과 같은 물리적 과학에 의해 기술될 수 있는 것이라는 대답이다. 

그렇지만 총스키는 물리적 과학에 의해 기술될 수 있는 것 자체가 

변한다고 지적한다. 가령， 분자를 예로 들어보자 l세기 전만 해도 

분자는 편리한 헤구로 여겨졌다. 당대 물리적인 과학에 의해 분자는 

기술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화학이 물리학에 통합되 

어 분자도 물리적인 과학에 의해 적절하게 기술될 수 있다. 츰스키가 

볼 때 이는 심리 현상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심리 현상에 대한 자연 

20) Noam Chomsky(2000), ’Naturalism and Dualism in the Study of Language and 
Mind', New Horizolls in the Slll껴)' 0/ Lal1guage al1d Mil1d, New York: 
Cambridge Universiry Press. pp.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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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설명이 물리적 과학으로 통합되지 않지만 미래에는 통합될 

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서는 환원적 물리주의를 지지하는 철학자로서 개인적인 답 

변을 하겠나. 냐옴의 세 가지 상황을 생각해보자. 

(1) 현재， 심리적 현상에 대한 자연주의적 설명은 물리적 과학으로 

통합되지 않는다. 

(2) 미래， 심리적 현상에 대한 자연주의적 설명온 물리적 과학으로 

사소하게 통합된다. 

(3) 미래， 심리적 현상에 대한 자연주의적 셜명은 룰리적 과학으로 

영원히 통합되지 않는다. 

철학자들은 보통 주어진 상황에서 과학이 알려주는 것보다 더 많 

은 것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은 위의 선택 

지 가운데 상황 (1)에 해당한다. 혹은 우리의 미래가 상황 (3)에 해 

당해도 상관없다. 현실 세계의 상황이 (1)이든 (3)이든 심신문제에 

대한 논쟁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상황 (l), (3) 하에서 나는 ‘심신 
인과를 구하고 싶다면’ 심리적 속성이 물리적 속성으로 ‘어떻게든’(앞 

으로 근본 물리학이 심리적 속성을 포함하게 되든， 심리적 속성이 물 

리적 속성과 동일시될 수 있든， 물리적 속성의 범위가 지금보다 확장 

되든) 환원되어야 한다고 철학적 논변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 

이다. 이 때 물리적인 것의 적용 범위가 과학의 발전에 따라 달라진 

다는 것은 논쟁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만약 물리적인 것의 

적용 범위가 미래에도 지금과 같다면 여전히 논쟁은 의미가 있다. 철 

학은 물리적인 과학이 말해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올 말해줄 수 있 

다. 즉， 철학은 심신인과를 구하고 싶다면 ‘원리적으로’ 심리적 속성 

은 툴리적 속성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이 논중은 심신 

인과를 구하는 것이 옳다는 전제 하에서만 성립한다. 만약 물리적인 

것의 적용 범위가 미래에 지금보다 확장되어 오늘날 심리적인 사건， 

속성，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들까지 포항하게 된다연， 춤스키 식으로 

말해 심리학이 물리적인 과학으로 통합된다면， 이 논쟁은 무의미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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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사소하게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때는 환원 

적 툴리주의가 사소하게 참이 되는 것으로 논쟁의 결론이 난다. 어느 

쪽이든 환원적 물리주의자로서는 받아들일 만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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