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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금, 여기의 믿음직함

1)

잠자는 미인 문제에서 잠에서 깨어난 미인은 지금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모른다. 지금이 언제인지 모르는 상황은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는 상황으로 바

꿀 수 있다. 또한 그 상황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지금이 언제이며, 여기가 어디이며,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의식을 가질 수 있다. ‘나는 지금 여기에 깨어 있다’ 또는 ‘나는 지금 

여기서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정보만으로 우리는 자기 시간 정보, 자기 공간 

정보, 자기 자아 정보를 재설정하게 된다. 믿음을 갖는 인식 주체는 주관의 

시간, 공간, 자아 정보를 바탕으로 상호주관 및 객관의 자기 위치 정보를 가

늠한다. 우리는 이 글에서 자기 위치 정보를 잃었을 때 또는 다시 얻었을 때 

주체의 믿음직함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따져 보고자 한다. 월요일의 자아와 

월요일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화요일의 자아는, 둘 다 존재하지만 서로 만날 

수 없는 두 자아와 다를 바 없다. 이 논의를 거쳐 잠자는 미인 문제의 마지막 

풀이를 제안한다. 우리 논증이 튼튼하다면 이 문제의 올바른 답은 1/2이다.

【주요어】기억, 믿음직함, 시간, 신념도, 자기 위치 정보, 자기의식,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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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의식 정보

오이는 잠에 든 다음 늘 밤 한 시나 두 시에 한 번 깨어난다. 한 시에 

깨어나는 때가 절반이고 두 시에 깨어나는 때가 절반이다. 오이가 한 

밤에 깨어났다. 그는 지금이 몇 시인지 모르고 있지만 “나는 지금 깨

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다. 그는 지금이 밤 한 시라고 얼마큼 믿어

야 할까? 거의 의심의 여지없이 이 값은 1/2이다. 마찬가지로 그는 지

금이 밤 두 시라고 1/2만큼 믿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동전

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오이를 밤 한 시에 깨우고 뒷면이 나오면 오이

를 밤 두 시에 깨우는 실험 설정과 다를 것이 없다. 
혼자 사는 이오는 큰 방에서 잘 때가 있고 작은 방에서 잘 때도 있

다. 큰 방에서 잘 때가 절반이고 작은 방에서 잘 때가 절반이다. 아침

에 깨어났지만 아직 눈은 뜨지 않았을 때 그는 자기가 누워 있는 방이 

큰 방인지 작은 방인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나는 여기 깨어 있다”라
는 것은 알고 있다. 그는 자신이 깨어난 거기가 큰 방이라고 얼마큼 

믿어야 할까? 거의 의심의 여지없이 이 값은 1/2이다. 마찬가지로 그

는 거기가 작은 방이라고 1/2만큼 믿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이오를 큰 방에 옮겨 깨우고 뒷면이 나오

면 작은 방에 옮겨 깨우는 실험 설정과 다를 것이 없다. 
지금이 언제인지 모르는 상황과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는 상황은 매

우 비슷하다. 우리는 지금이 언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의식

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여

전히 의식을 가질 수 있다. 나아가 내가 여러 나들 가운데 어느 사람

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지금이 언

제이며, 여기가 어디이며,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나
는 지금 여기에 깨어 있다’ 또는 ‘나는 지금 여기서 의식을 갖고 있다’
라는 정보를 갖는다. 이 정보만으로 주체는 믿음들의 바탕이 되는 주

관 시간, 주관 공간, 주관 자아 동일성을 재설정하게 된다. 
지금이 언제인지 모르는 상황과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는 상황은 여

러 자아들 가운데 자신이 어느 자아인지 모르는 상황으로 바꿀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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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황을 이렇게 바꿈으로써 자기 시간 정보, 자기 공간 정보, 자기 

자아 정보 같은 자기 위치 정보들이 주체의 믿음직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따져 보고자 한다. 제2절에서 기억을 잃어 시간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는 일이 자아가 여러 개로 쪼개지는 일에 비길 수 있다

는 것을 보인다. 이 논의를 거쳐 제3절에서 잠자는 미인 문제를 보다 

또렷하게 풀리는 다른 문제로 바꾼다. 제4절에서 바뀐 잠자는 미인 문

제의 올바른 답이 1/2이라는 것을 논증한다. 제5절에서 우리 생각 실

험이 담고 있는 교훈을 정리하는 것으로 글을 끝맺는다.

2. 두 때의 한 사람을 두 사람으로 만들기

소시는 늘 밤 한 시와 두 시에 두 번 깨어난다. 두 시에 깨어날 때 그

는 한 시에 깨어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소시는 자기가 깨어난 때가 

한 시인지 두 시인지 주체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구별할 수 없다. 한 

시인지 두 시인지 모르는 어느 때 깨어난 소시가 “지금은 한 시이다”
를 믿는 정도는 1/2이다.1) 소시가 두 시에 깨어날 때 자신이 한 시에 

깨어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

한 망각 때문에 밤 한 시와 두 시에 두 번 깨어나는 경우와 그가 밤 

한 시와 두 시 가운데 오직 한 번만 깨어나는 경우를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한 밤에 한 번 깨어나는 상황은 두 번 깨어나는 상황과 구별

할 수 없을까? 시소는 절반은 하루에 한 번만 깨어나고, 절반은 하루

에 두 번 깨어난다. 다만 두 번 깨어날 때 각 깨어남 사이에 기억을 

잃는다. 밤 한 시인지 두 시인지 모르는 어느 때 시소가 깨어났다. 그
는 자기의식 정보 “나는 지금 여기 깨어 있다”를 얻게 되었다. 이 자

기의식 정보로부터 오늘이 한 번 깨어나는 날인지, 두 번 깨어나는 날

인지 알아맞힐 수 있을까? 달리 말해 “나는 지금 여기 깨어 있다”는 

정보는 오늘이 두 번 깨어나는 날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가? 또는 시

 1) Elga (2004), p.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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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나는 지금 여기 깨어 있다”는 정보를 가진 다음에 “오늘은 두 

번 깨어나는 날이다”를 믿는 정도는 1/2보다 커지는가? 이 물음에 답

하는 문제를 ‘선잠 문제’라고 부르겠다.
방금 말한 선잠 문제는 사실 ‘잠자는 미인 문제’로 알려진 것과 거

의 같다. 한 미인이 실험에 스스로 참여한다. 일요일 저녁 그가 잠든 

뒤 우리는 동전을 던진다.2)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월요일에 그를 한 

번 깨운다. 뒷면이 나오면 그를 월요일과 화요일에 깨우는데, 월요일에 

다시 잠들면 미인은 자신이 물음을 받은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월요

일인지 화요일인지 알 수 없는 어느 날 미인은 깨어나 “동전이 앞면이 

나왔다는 것을 얼마큼 믿는가?”라는 물음을 듣게 된다. 이 때 그는 얼

마라고 답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2000년 전후부터 과학철학자들에게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었다. 이 문제의 국내외 주류 답변은 1/3이다.3) 
나는 잠자는 미인 문제를 다음과 같이 바꾼 적이 있다.4) 이렇게 바

꾼 잠자는 미인 문제를 ‘쉬운 잠자는 미인 문제’라고 부르겠다. 동전을 

던지는 시점과 동전이 뒷면이 나올 때 일어나는 일은 달라지지 않는

다. 동전이 앞면이 나올 때 깨우는 날수도 바뀌지 않는다. 앞면이 나올 

때 월요일이나 화요일 가운데 하루를 골라 오직 그 날만 미인을 깨운

다.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모르는 어느 날 미인이 깨어났다. 그는 “나
는 지금 여기 깨어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다. 이 정보로부터 이번 

주가 한 번 깨어나는 주인지, 두 번 깨어나는 주인지 알아맞힐 수 있

을까? 달리 말해 “나는 지금 여기 깨어 있다”는 정보는 이번 주가 두 

번 깨어나는 주라는 것을 입증해주는가? 또는 미인이 “나는 지금 여기 

깨어 있다”는 정보를 가진 다음에 “이번 주는 두 번 깨어나는 주이다”

 2) Elga (2000)과 Lewis (2000)은 동전 던지는 시점이 일요일 밤이 아니라 월

요일 밤이라 해도 물음의 답은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김명석  

(2016b)는 그 시점을 바꾸면 물음의 답도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3) 이 문제의 답이 1/3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1/3주의자’라고 한다. Elga  

(2000)은 이들의 견해를 대표한다. 그 답이 1/2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1/2주의자’라고 하는데 Lewis (2000)이 이들의 견해를 대표한다. 이 문제

의 국내 논쟁은 송하석 (2012)를 보라.
 4) 김명석 (201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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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믿는 정도는 1/2보다 커지는가? 엘가를 포함하여 많은 이들은 이 

값이 2/3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바꾼 쉬운 잠자는 미인 문제는 선잠 문제와 다를 바 없다.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이들은 오직 한 번 깨어나고, 뒷면이 나오면 이

들은 두 번 깨어난다. 두 번 깨어날 때는 앞서 깨어난 일을 잊는다. 우
리는 잠자는 미인 문제보다 선잠 문제가 더 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선잠 문제를 푸는 길은 잠자는 미인 문제를 푸는 길과 완전히 똑같다. 
두 문제들이 묻고 있는 핵심은 자신이 지금 깨어나 있다는 사실이 자

신이 여러 번 깨어날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는가 하는 물음이다.
잠자는 미인을 이제 ‘아담’이라고 부르겠다. 아담은 일요일에 실험

에 자원했으며 그는 여러 가지 실험들에 참여한다. 그는 다른 사람이 

깨우지 않으면 잠을 줄곧 잔다. 그는 일요일 밤에 잠들기 전에 실험 

설정을 듣고 잠든다. 다시 깨어났을 때 그는 실험 설정을 모두 기억하

고 있다.5) 아담은 1호실이나 2호실에 잠든다. 아담이 깨어났을 때 지

금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여기가 1호실인지 2호실인지 모른다. 앞
으로 나올 여러 명제들을 다음과 같이 짧게 쓰겠다.

앞100: 일요일에 던진 100원짜리 동전이 앞면이 나왔다. 
뒤100: 일요일에 던진 100원짜리 동전이 뒷면이 나왔다. 
월: 내가 있는 지금은 월요일이다.
화: 내가 있는 지금은 화요일이다.
일: 내가 있는 여기는 1호실이다.
이: 내가 있는 여기는 2호실이다.6)

 5) 동전을 던지기 전에 실험 설정을 미리 알려주는 것과 동전을 던진 다음에 

또는 다시 깨어난 다음에 실험 설정을 알려주는 것은 믿음직함들에 차이를 

낳지 않는다. 모든 기억을 잊고 오직 자기의식만 갖는 상태에서, 자신이 거

쳐 온 실험 설정을 차근차근 듣고 물음에 답해도 상관없다. 물론 아무 기

억도 없고 오직 자기의식만 갖는 상태는 현실에서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6) 나중에 다시 말하겠지만 1호실의 다른 이름은 ‘월요일 방’이고, 2호실의 

다른 이름은 ‘화요일 방’이다.



김 명 석50

아담이 깨어나자마자 명제 X에 대해 갖는 믿음직함을 C(X)라 쓴다. 
그가 명제 Y만을 새로 알게 된 다음 명제 X에 대해 갖는 믿음직함은 

C(X|Y)라고 쓴다. 일요일 잠들기 전에 명제 X에 대해 갖는 믿음직함

은 CS(X)라고 쓴다. CS(앞100) = H라고 가정하고, CS(뒤100) = T라고 가

정하겠다. H + T = 1이며, 멀쩡한 동전을 던질 경우 H = 1/2이다. 
아담은 먼저 다음과 같은 아주 쉬운 실험에 참여한다.

실험 A: 일요일에 100원짜리 동전을 던진다. 앞면이 나오면 아담을 

월요일에만 깨우고, 뒷면이 나오면 아담을 화요일에만 깨

운다.

이 실험의 경우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모르는 날 깨어난 아담에게 C
(월) = C(앞100) = H이고, C(화) = C(뒤100) = T이다. 

우리는 아담이 깨어났을 때 지금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모른다

고 가정했다. 따라서 월요일 시점의 아담과 화요일 시점의 아담은 똑

같은 정보 상황 또는 인식 상황에 놓인다. 월요일 시점의 아담은 일요

일의 아담과 같은 자아로서 이어져 있고, 화요일 시점의 아담도 일요

일의 아담과 같은 자아로서 이어져 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놓인 시간 

위치를 셈하는 자기 위치 정보에 약간의 손실이 있었다. 그 손실이 없

었더라면 자신이 깨어났을 때 지금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알았을 

터이다.7) 우리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의식을 잃은 다음 되돌아왔을 

때, 어떤 일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억, 신체 변화, 외부 환경 변화, 

 7) 사실 월요일에 아담은 자기 위치 정보에 아무런 손실이 없다. 하지만 그는 

화요일에 깨어날 때 이 날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구별할 수 없다. 화요

일을 월요일과 구별할 수 없다는 바로 이 단순한 사실 때문에, 그가 월요

일에 깨어났을 때도 그의 자기 위치 정보에 손실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

다. 아담은 일요일 이후 시점들에 대해 그 시점이 다만 일요일 이후라는 

사실만을 알 뿐이다. 물론 깨어 있는 동안에 그는 기억을 통해 시간 흐름

을 감지하고 각 시점들의 시간 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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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따위를 통해 자신의 시간 위치를 갱신한다.8)

깨어났을 때 지금의 시점을 상호주관 시간 또는 객관 시간과 동기화

하지 못하는 상황은 여기의 지점을 상호주관 공간 또는 객관 공간과 

동기화하지 못하는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자기

가 놓인 여기가 1호실인지 2호실인지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 다음과 

같은 실험을 생각해 보자.

실험 A*: 일요일에 100원짜리 동전을 던진다. 앞면이 나오면 아담

을 1호실에서만 깨우고, 뒷면이 나오면 아담을 2호실에서

만 깨운다. 

이 실험에서 자신이 깨어난 여기가 1호실인지 2호실인지 모르는 아담

에게 C(일) = C(앞100) = H이고, C(이) = C(뒤100) = T이다. 1호실 지

점의 아담과 2호실 지점의 아담은 둘 다 똑같은 인식 상황에 놓인다. 
두 지점들의 아담은 둘 다 일요일의 아담과 연속되어 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놓인 공간 위치를 셈하는 자기 위치 정보에 약간의 손실이 있

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억, 외부 환경 변화, 지도 따위를 통해 자신의 

공간 위치를 갱신한다. 깨어 있는 동안에 그는 기억을 통해 공간 위치

를 감지하고 각 지점들의 공간 정보를 갱신한다.
아담이 깨어났을 때 지금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모르는 상황 또

는 여기가 1호실인지 2호실인지 모르는 상황은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의 몸과 마음을 그대로 베껴 또 다른 

아담을 만든다. 한 아담은 1호실에 재우고 다른 아담은 2호실에 재운

다. 1호실에 있는 아담을 ‘아담1’이라 부르고, 2호실에 있는 아담을 ‘아
담2’라 부른다.

실험 A+: 일요일에 100원짜리 동전을 던진다. 앞면이 나오면 아담1

을 월요일에만 깨우되 아담2는 아예 깨우지 않는다. 뒷면

이 나오면 아담2를 화요일에만 깨우되 아담1은 아예 깨우

 8) 김명석 (20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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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실험 A+에서도 아담들이 깨어났을 때 지금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여기가 1호실인지 2호실인지 모른다. 월요일 시점의 아담1과 화요일 

시점의 아담2는 똑같은 정보 상황 또는 인식 상황에 놓여 있다. 월요일 

시점의 아담1과 화요일 시점의 아담2는 둘 다 일요일의 아담과 같은 

자아로서 이어져 있다. 깨어난 아담은 자신이 아담1인지 아담2인지 모

른다. 자신이 1호실에서 깨어났는지 2호실에서 깨어났는지 알 만한 그 

어떤 실마리도 없다. 다만 지금이 월요일이라면 자신은 아담1이고, 지
금이 화요일이라면 자신은 아담2이다. 실험 A+에서 월요일인지 화요일

인지 모르는 날 깨어난 아담에게 C(월) = C(일) = C(앞100) = H이고, 
C(화) = C(이) = C(뒤100) = T이다.
아담1과 아담2 가운데 하나는 원래 아담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 만들

어진 아담일 것이다. 몇 가지 명제들을 약칭한다.

아1: 아담1이 일요일 이후 깨어난다.
아2: 아담2가 일요일 이후 깨어난다.
나1: 나는 아담1이다.
나2: 나는 아담2이다.
나O: 나는 원래 아담이다.
나R: 나는 새로 만들어진 아담이다.

실험 A+에서 “아1”, “나1”, “앞100”, “월”, “일”은 서로 논리 동치이고, 
“아2”, “나2”, “뒤100”, “화”, “이”는 서로 논리 동치이다. 실험 A+에서 

여기가 1호실인지 2호실인지 모르고, 지금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모르는 아담에게 C(아1) = C(나1) = C(앞100) = H이고, C(아2) = C(나2) 
= C(뒤100) = T이다. 
만일 1호실의 아담이 원래 아담이라면, 깨어난 아담 자신이 원래 아

담일 믿음직함은 H이다. 만일 2호실의 아담이 원래 아담이라면, 깨어

난 아담 자신이 원래 아담일 믿음직함은 T이다. 하지만 1호실의 아담



나 지금 여기의 믿음직함 53

이 원래 아담인지 새로 만들어진 아담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C(1호
실의 아담이 원래 아담이다)와 C(2호실의 아담이 원래 아담이다)에 똑

같이 1/2을 주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따라서

C(나O) = C(나O|1호실의 아담이 원래 아담이다)C(1호실의 아담이 원

래 아담이다) + C(나O|2호실의 아담이 원래 아담이다)C(2
호실의 아담이 원래 아담이다) 

= H/2 + T/2 = 1/2.

마찬가지로 C(나R)은 1/2이다. 
우리는 1호실을 ‘월요일 방’이라 부르고, 2호실을 ‘화요일 방’이라 

불러도 된다. 우리가 1호실의 아담을 ‘아담1’이라 불렀듯이, 아담1은 

‘월요일 방의 아담’ 또는 ‘월요일 아담’이라 달리 부를 수 있다. 마찬

가지로 2호실의 아담 곧 아담2는 ‘화요일 방의 아담’ 또는 ‘화요일 아

담’이라 부를 수 있다. 이로써 아담이 깨어 있는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라는 시점들을 월요일 방 또는 화요일 방이라는 지점들로 바꿀 수 있

다. 또한 그 시점들과 지점들은 아담1 또는 아담2라는 자아들로 바꿀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앞으로 우리 논증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우
리는 이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실험 설정을 고안한다.

실험 A°: 일요일에 100원짜리 동전을 던진다. 앞면이 나오면 1호실 

곧 월요일 방의 아담1만을 깨우되 아담2는 아예 깨우지 않

는다. 뒷면이 나오면 2호실 곧 화요일 방의 아담2를 깨우

되 아담1은 아예 깨우지 않는다.

이들이 깨어나는 날은 일요일이 지난 다음 아무 날이라도 좋다. 아담1

이 깨어나는 날과 아담2가 깨어나는 날이 우리 관점에서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9) 실험 A에서 두 시점들은 실험 A°에서 두 자아들로 바

 9) 아담1과 아담2에게 각자가 깨어난 두 시점들은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 우리

의 시간 좌표에서 또는 객관 시간에서 두 시점들이 구별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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뀐다. 실험 A°에서 다른 시점들과 다른 지점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 

실험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자아들이다. 실험 A°에서 다시 깨어난 아

담1과 아담2는 똑같은 인식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이 둘은 모두 일요

일의 아담과 연속된 자아들이다. C(앞100)의 크기에 관한 한, 실험 A°
는 실험 A+와, 나아가 실험 A나 실험 A*과 다를 바 없다. 실험 A°의 

아담에게 C(아1) = C(나1) = C(앞100) = H이고, C(아2) = C(나2) = C
(뒤100) = T이다. 또한 C(나O) = C(나R) = 1/2이다.

3. 기억을 잃는 일의 효과

실험 A보다 조금 어려운 실험으로 들어가 보겠다.

실험 B: 일요일에 100원짜리 동전을 던진다. 동전의 결과에 아랑곳

하지 않고, 우리는 아담을 월요일과 화요일에 깨운다. 하지

만 화요일에 깨어날 때 아담은 자신이 월요일에 깨어났다

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는 “화요일에 깨어날 때 아담은 자신이 월요일에 깨어났다는 사실

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어떤 상황에 비길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다. 실험 B에서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모르는 날 깨어난 아담

에게 의심의 여지없이 C(앞100) = H이고 C(뒤100) = T이다. 하지만 실

험 A와 달리 실험 B에서는 “내가 있는 지금은 월요일이다”와 “나는 

월요일에 깨어난다”는 논리 동치가 아니다. 실험 B에서 C(나는 월요

일에 깨어난다) = C(나는 화요일에 깨어난다) = 1이다. 또한 지금의 

내가 월요일의 아담이라고 믿는 정도와 지금의 내가 화요일의 아담이

라고 믿는 정도는 그에게 똑같다. 곧 실험 B에서 C(월) = C(화) = 1/2
이다. 바로 이 점은 실험 A와 실험 B의 차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실험 A를 실험 A+나 A°로 바꾸는 데 거의 무리가 없다. 하지만 실

험 B를 실험 A+나 A°로 바꾸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실험 A와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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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어떤 점에서 다를까? 실험 B에서도 월요일 시점의 아담과 화요일 

시점의 아담은 똑같은 정보 상황에 놓여 있다. 월요일 시점의 아담과 

화요일 시점의 아담은 둘 다 일요일의 아담과 연속되어 있다. 이 점에

서는 실험 A, 실험 A+, 실험 A°, 실험 B는 모두 똑같다. 다만 실험 A
나 실험 A+에서 월요일 시점의 아담과 화요일 시점의 아담 가운데 하

나는 아예 깨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신 또는 의식 차원에서 그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험 B에서는 월요일 시점의 아담과 화요일 시점의 아담이 의식 차

원에서 둘 다 존재한다. 바로 이 점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새

로운 실험을 고안한다.

실험 B+: 일요일에 100원짜리 동전을 던진다. 동전의 결과에 아랑곳

하지 않고 아담1과 아담2를 모두 깨운다. 다만 아담1은 월

요일에만 깨우고, 아담2는 화요일에만 깨운다.

이 실험에서 아담1과 아담2는 서로 다른 방에서 깨어날 텐데 이 둘은 

서로를 볼 수 없다. 
실험 B+에서도 월요일 시점의 아담과 화요일 시점의 아담은 똑같은 

인식 상황에 놓여 있다.10) 월요일 시점의 아담과 화요일 시점의 아담

은 둘 다 일요일의 아담과 연속되어 있다. 실험 B와 똑같이 실험 B+에

서도 월요일 시점의 아담과 화요일 시점의 아담은 의식 차원에서 둘 

다 존재한다. 실험 B+에서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모르는 날 깨어난 

아담에게 C(아1) = C(아2) = 1이고, C(앞100) = H이고 C(뒤100) = T이
다. 한편 자신이 지금 1호실에 있으리라 믿는 정도와 자신이 지금 2호
실에 있으리라 믿는 정도는 그에게 똑같다. 이는 곧 실험 B+에서 C
(일) = C(월) = 1/2임을 뜻한다. 이 점들은 실험 B의 결과와 아무런 

10) 다른 시점들 또는 다른 지점들에서 깨어난 이 아담들은 깨어난 순간에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서로 똑같다. 한 심사자께서 말한, 믿음 형성 과정과 

믿음 형성을 위한 인식 기준에서 아담1과 아담2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들이 깨어났을 때 그들은 둘 다 일요일의 아담과 연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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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없다. 이처럼 월요일에 일어난 일을 화요일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월요일 자아와 똑같은 자아가 화요일에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 
물론 이것은 순전히 의식 차원에서 그러하다. 
우리는 아담들이 놓인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라는 ‘때’를 월요일 방이

나 화요일 방이라는 ‘곳’으로 이해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월요

일과 화요일이라는 시점들을 두 개의 지점들로 바꿀 수 있다. 실험 B+

에서 월요일과 화요일의 시점은 거의 중요하지 않다. 나아가 시점들뿐

만 아니라 지점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아들만을 이야기해도 좋다. 이 

점에서 새로운 실험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

실험 B°: 일요일에 100원짜리 동전을 던진다. 동전의 결과에 아랑곳

하지 않고 아담1과 아담2를 모두 깨운다. 다만 아담1과 아

담2는 서로를 볼 수 없다.

이들이 깨어나는 날은 일요일이 지난 다음 아무 날이라도 좋다. 아담1

이 깨어나는 날과 아담2가 깨어나는 날이 우리의 시간 좌표에서 같아

도 되고 달라도 된다. 실험 B°에서 자신이 아담1인지 아담2인지 모르

는 아담에게 C(아1) = C(아2) = 1이고, C(앞100) = H이고 C(뒤100) = T
이다. 한편 자신이 아담1이라고 믿는 정도와 아담2라고 믿는 정도는 그

들에게 똑같다.11) 곧 실험 B°에서 C(나1) = C(나2) = 1/2이다. 또는 C
(이곳은 월요일 방이다) = C(이곳은 화요일 방이다) = 1/2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잠자는 미인 문제의 풀이에 응용하고 싶다. 이 문

제를 다루는 실험을 SB라고 부르겠다. 이 실험의 설정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실험 SB: 일요일에 1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을 던진다. 10
원짜리가 앞면이 나오면 아담을 월요일에만 깨운다. 10원
짜리가 뒷면이 나오면 실험 B를 수행한다.12)

11) Elga (2004)는 이를 아주 길게 논증한다.
12)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능성들을 토막 내어 잠자는 미인 문제를 풀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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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실험 B에서 100원짜리 동전이 하는 역할이 없었듯이 실험 SB에
서도 100원짜리 동전은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다. 10원짜리 동전이 처

음 나왔으니 가능한 두 명제를 다음처럼 짧게 쓴다.

앞10: 일요일에 던진 10원짜리 동전이 앞면이 나왔다. 
뒤10: 일요일에 던진 10원짜리 동전이 뒷면이 나왔다. 

또한 CS(앞10) = h이며 CS(뒤10) = t라고 가정하겠다. h + t는 1이며, 만
일 10원짜리 동전이 멀쩡하다면 h는 1/2이다.

우리 과제는 실험 SB에서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모르는 날 깨어난 

아담에게 C(앞10)을 셈하는 일이다. 우리는 C(앞10)의 셈에 관한 한, 실
험 SB가 다음 실험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실험 SB+: 일요일에 1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을 던진다. 10
원짜리가 앞면이 나오면 오직 아담1만을 월요일에 깨운

다. 10원짜리가 뒷면이 나오면 실험 B+를 수행한다.

이 실험은 C(앞10)의 셈에 관한 한 다음 실험과 다를 바 없다. 

실험 SB1: 일요일에 1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을 던진다. 10
원짜리가 앞면이 나오면 오직 월요일 방의 아담1만을 깨

운다. 10원짜리가 뒷면이 나오면 실험 B°를 수행한다.

이들이 깨어나는 날은 일요일이 지난 다음 아무 날이라도 좋다. 이 실

험의 설정을 보다 친절하게 쓰면 이해가 좀 더 쉽겠다.

방법은 피터 루이스의 논문에서 찾을 수 있다. P. J. Lewis (2007), 
“Quantum Sleeping Beauty”, Analysis 67: 59-65. 이 글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의 방법은 나에게 큰 통찰을 주었다. 김명석 (201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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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1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을 던진다. 10원짜리가 

앞면이 나오면 오직 월요일 방의 아담1만을 깨운다. 10원짜리가 뒷

면이 나오면 월요일 방의 아담1과 화요일 방의 아담2를 모두 깨운다.

물론 아담1과 아담2는 다른 방에 있어서 서로를 볼 수 없다. 우리는 

CS(앞10)이 h라면 C(앞10)도 h라는 것을 논증할 것이다.

4. 잠자는 미인 문제의 마지막 풀이

실험 SB1에서 일요일에 던진 10원짜리 동전이 앞면이 나왔을 때 깨어

나는 사람은 늘 아담1이다. 뒷면이 나왔을 때 아담1과 아담2가 모두 깨

어난다. 이런 실험 설정에서 C(앞10)을 셈하는 문제를 “두 아담 문제1”
이라 부른다. 우리는 “두 아담 문제2”라 부를 다른 실험을 고안한다. 

실험 SB2: 일요일에 1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을 던진다. 10
원짜리가 앞면이 나오면 오직 화요일 방의 아담2만을 깨

운다. 10원짜리가 뒷면이 나오면 실험 B°를 수행한다.

두 아담 문제2는 이런 실험 설정에서 깨어난 사람에게 C(앞10)을 묻는 

문제이다. 
두 아담 문제1에 참여한 사람이 깨어났을 때 놓일 인식 상황을 M1

이라 쓰고, 두 아담 문제2에 참여한 사람이 깨어났을 때 놓일 인식 상

황을 M2라 쓰겠다. 인식 상황 M1에 있는 이들에게 명제 X의 믿음직

함을 짧게 CM1(X)라 쓰고, 인식 상황 M2에 있는 이들에게 명제 X의 

믿음직함을 짧게 CM2(X)라 쓴다. 각 상황들에서 명제 Y만을 새로 알

게 된 다음 명제 X의 믿음직함은 각각 CM1(X|Y)와 CM2(X|Y)로 쓴다. 
다음 논제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E1) CM1(앞10|아1) = CM2(앞10|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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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CM1(앞10|아2) = CM2(앞10|아1) 
(E3) CM1(아1) = CM2(아2) 
(E4) CM1(아2) = CM2(아1) 

먼저 논제 (E1)과 (E2)를 쓰고, 그 다음 논제 (E3)과 (E4)를 써서 

CM1(앞10) = CM1(앞10|아1)CM1(아1) + CM1(앞10|아2)CM1(아2) 
= CM2(앞10|아2)CM1(아1) + CM2(앞10|아1)CM1(아2)
= CM2(앞10|아2)CM2(아2) + CM2(앞10|아1)CM2(아1)
= CM2(앞10) 

을 얻는다. 이를 간추리면

(1) CM1(앞10) = CM2(앞10) 

이다.13) 우리가 CM1(앞10)을 셈하든 CM2(앞10)을 셈하든, 주요하게 고려

해야 할 점은 10원짜리 동전이 앞면이 나왔을 때 한 아담이 깨어나고, 
뒷면이 나왔을 때 두 아담들이 깨어난다는 사실이다. 앞면이 나와 깨

어난 사람이 아담1인지 아담2인지는 C(앞10)을 달라지게 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쉽게 셈할 수 있는 실험 설정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실험 SB°: 일요일에 1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을 던진다. 10
원짜리가 앞면이 나오면 실험 A°를 수행하고, 10원짜리

가 뒷면이 나오면 실험 B°를 수행한다. A°와 B°를 수행

할 때 100원짜리 동전을 쓴다.

13) 식 (1)을 거부하려면 논제 (E1), (E2), (E3), (E4) 가운데 적어도 하나를 거

부해야 한다. 이들 가운데 하나를 거부하는 것은 월요일이라는 시점과 화

요일이라는 시점의 동질성을 거부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간의 동질성을 부

정하는 일의 야릇함은 김명석 (2016c)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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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SB°를 조금 더 친절하게 쓰면 보다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일요일에 1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을 던진다. 10원짜리가 

앞면이 나오면, 100원짜리의 결과에 따라 아담1과 아담2 가운데 오

직 한 명만을 뽑아 깨운다. 10원짜리가 뒷면이 나오면 아담1과 아담2

를 둘 다 깨운다.

곧 10원짜리와 100원짜리가 둘 다 앞면이면 아담1만을 깨우고 10원짜

리는 앞면 100원짜리는 뒷면이면 아담2만을 깨운다. 실험 SB°에 참여

한 사람이 깨어났을 때 놓일 인식 상황을 M이라 쓴다. 인식 상황 M
에 있는 이들이 갖는 명제 X의 믿음직함을 짧게 CM(X)라 쓰고, 명제 

Y만을 새로 알게 된 다음 갖게 될 명제 X의 믿음직함은 CM(X|Y)라 

쓴다. 
식 (1)이 말해주는 것처럼, 10원짜리가 앞면이 나와 오직 한 명만 

깨어나야 할 때, 깨어난 그가 아담1인지 아담2인지는 C(앞10)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실험 SB1에서 C(앞10)과 실험 SB2에서 C(앞10)이 서로 같

다면, 실험 SB°를 수행한다 해도 C(앞10)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
리는 이를 몇 가지 명백한 논제들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다. 먼저 우

리는 “나는 실험 SB°에 참여하고 있다”로부터 “나는 실험 SB1에 참여

하거나 나는 실험 SB2에 참여한다”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가정한다. 
“나는 실험 SB1에 참여한다”를 간단히 “SB1”이라 쓰고, “나는 실험 

SB2에 참여한다”를 짧게 “SB2”라 쓰겠다. 다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E5) CM(SB1) = CM(앞100) 
(E6) CM(SB2) = CM(뒤100)
(E7) CM(앞10|SB1) = CM1(앞10) 
(E8) CM(앞10|SB2) = CM2(앞10)

SB1과 SB2가 동시에 참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논제들과 식 (1)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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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앞10) = CM(앞10|SB1)CM(SB1) + CM(앞10|SB2)CM(SB2)
        = CM1(앞10)CM(앞100) + CM2(앞10)CM(뒤100)
        = CM1(앞10)CM(앞100) + CM1(앞10)CM(뒤100)
        = CM1(앞10)

여기서 CM(앞100) + CM(뒤100)이 1이라는 사실을 썼다. 간추리면

(2) CM(앞10) = CM1(앞10)

이다. CM(앞10)을 셈할 수 있다면 (2)로부터 CM1(앞10)도 알게 된다.
우리에게 실험 SB°에서 CM(앞10)을 셈하는 일이 남았다. 먼저 CS(아

1)을 셈하고 싶다. 10원짜리가 앞면이 나오면 실험 A°를 수행해야 하

기 때문에 CS(아1|앞10) = H이고 CS(아2|앞10) = T이다. 10원짜리가 뒷

면이 나오면 실험 B°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CS(아1|뒤10) = CS(아

2|뒤10) = 1이다. 한편 CS(앞10)은 h이고 CS(뒤10)은 t라고 이미 가정했

다. 따라서

(3) CS(아1) = CS(아1|앞10)CS(앞10) + CS(아1|뒤10)CS(뒤10)
          = Hh + t

마찬가지로

(4) CS(아2) = CS(아2|앞10)CS(앞10) + CS(아2|뒤10)CS(뒤10) 
          = Th + t

CM(앞10)을 얻기 위해서는 CM(아1)과 CM(아2)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일요일의 인식 상황에서 인식 상황 M으로 바뀔 때 C(아1)과 

C(아2)의 값이 일요일의 값에 견주어 더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을 것이

라고 예상한다. 자신이 지금 깨어났다는 증거로부터 아담1이 깨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졌거나 낮아졌다고 볼 까닭은 전혀 없다. 이는 아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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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다음 논제들을 덧붙여 가정한다.

(E9) CM(아1) = CS(아1)
(E10) CM(아2) = CS(아2)

10원짜리 동전이 뒷면이 나왔을 때 오직 그때만 아담1과 아담2가 모두 

깨어난다. 따라서 “뒤10”은 “아1&아2”와 논리 동치이다. CM(아1 아2)
는 1이기 때문에, 식 (3), (4), E(9), E(10)을 써서

(5) CM(뒤10) = CM(아1&아2) = CM(아1) + CM(아2) - CM(아1 아2)14)

= Hh + t + Th + t 1 = t

이다. 이로부터

(6) CM(앞10) = 1 CM(뒤10) = 1 t = h

이다.15) CM(앞10)이 h이기 때문에 식 (2)를 써서 CM1(앞10)도 h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7) CM1(앞10) = h.

이 식이 말해주는 것은 실험 SB1에서 잠에서 깬 미인 아담에게 일요

일에 던진 10원짜리 동전이 앞면이 나왔으리라는 믿음직함이 h라는 

사실이다. 실험 SB1과 실험 SB가 C(앞10)의 크기에 관한 한 다를 바 

없다면,16) 잠자는 미인 문제의 올바른 답은 h이다. 일요일에 던진 10

14) 아무 명제 X와 Y에 대해, C(X Y) = C(X) + C(Y) - C(X&Y). 따라서 

C(X&Y) = C(X) + C(Y) - C(X Y).
15) 두 아담 문제에 대한 보다 치 한 논의는 김명석 (2017a)와 김명석 

(2017b)를 보라.
16) 실험 SB1이 실험 SB와 다르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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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짜리 동전이 멀쩡하다면 이 값은 1/2이다.
두 아담 문제1 곧 실험 SB1에 참여하여 깨어난 아담이 자신이 월요

일 방의 아담이라고 얼마큼 믿어야 하는지 셈하자. 

(8) CM1(나1) = CM1(나1|앞10)CM1(앞10) + CM1(나1|뒤10)CM1(뒤10)
           = h + t/2

여기서 CM1(나1|앞10) = 1이라는 점과 CM1(나1|뒤10) = CM1(나2|뒤10) = 
1/2이라는 점17)을 썼다. 식 (8)을 써서 CM1(나2) = t/2임을 알 수 있다. 
10원짜리 동전이 멀쩡하다면 CM1(나1)은 3/4이고 CM1(나2)는 1/4이다. 
이것을 원래 잠자는 미인 문제 상황에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잠에서 

방금 깬 미인에게 오늘이 월요일이리라는 믿음직함은 3/4이고, 오늘이 

화요일이리라는 믿음직함은 1/4이다. 한편

만 그가 실험 SB1이 실험 SB+와 다르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
라서 실험 SB1이 실험 SB와 다르다고 의심하는 사람은 실험 SB+가 실험 

SB와 다르다고 의심해야 한다. 그는 아마도 실험 B와 실험 B+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야 할 텐데 이 일은 의심하는 이들의 몫으로 남겨 둔다.
17) Weatherson (2005)는 Elga (2004)의 논증을 비판하면서 이 값들이 정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 심사자께서도 J. M. Joyce (2010), “A Defense of 
Imprecise Credences in Inference and Decision Making”, Philosophical 
Perspectives 24: pp. 281-323; D. J. Singer (2014), “Sleeping Beauty 
should be Imprecise”, Synthese 191(14): pp. 3159-72 등을 언급하며, 특별

히 잠자는 미인의 경우 그의 믿음직함은 정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이에 답을 하면, 먼저 CM1(앞10)이 h라는 것을 셈하기 위해 

CM1(나1|뒤10) = CM1(나2|뒤10)라는 가정은 사용되지 않는다. 물론 나는 이 

가정이 옳다고 생각한다. 믿음직함에 실수가 아니라 실수 구간을 주는 일

은 마치 한 사물의 질량에 실수가 아니라 실수 구간을 주는 일처럼 야릇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양자역학에서는 에너지 물리량을 이해하기 

위해 한 실수가 아니라 복소수들의 행렬을 써야 했다. 하지만 한 명제의 

믿음직함에 한 실수 값을 부여해야 한다는 우리의 직관을 벌써 포기해야 

할 까닭을 나는 갖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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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M1(앞10|나1) = CM1(나1|앞10)CM1(앞10)/CM1(나1) 
= h/(h + t/2) = 2h/(1+h)

이다. 자신이 월요일 방의 아담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 일요일에 던

진 10원짜리 동전이 앞면이 나왔으리라는 믿음직함은 2h/(1+h)이다. 
10원짜리 동전이 멀쩡하다면 이 값은 2/3이다. 원래 잠자는 미인 문제 

상황에서 말하면, 잠에서 방금 깬 미인이 지금이 월요일이라는 것을 

안 다음 동전이 앞면이 나왔으리라는 믿음직함은 2/3이다.18)

5. 기억을 지우는 일은 새 자아를 만드는 일

잠자는 미인 문제의 답이 1/2이기 때문에 선잠 문제의 답도 1/2이다. 
오늘이 두 번 깨어나는 날이라고 믿는 정도는 오늘이 한 번 깨어나는 

날이라고 믿는 정도와 같다. 우리는 한 밤에 한 번 깨어나는 상황과 

두 번 깨어나는 상황을 구별할 수 없다. 이 점은 우리를 야릇한 데로 

끌고 들어간다. 시소가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잠에 빠졌다고 하

자. 월요일에는 한 번만 깨어나고 화요일에는 두 번 깨어난다. 시소는 

모두 3번 깨어나지만 각 깨어남 사이에 기억의 단절이 있다. 그가 깨

어났을 때 그 날이 월요일이라고 믿는 정도는 그 날이 화요일이라고 

믿는 정도와 같다는 말인가? 물론 아니다. 시소는 세 가지 동등한 가

능성들 가운데 하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는 이 경우 그 날이 화요

일이라고 2/3만큼 믿어야 한다. 선잠 문제의 야릇함이 낳는 새로운 물

음은 다른 지면으로 미룬다.

18) 엘가는 잠자는 미인 문제를 풀기 위해 이 믿음직함이 1/2이라 가정했다. 
Elga (2000), p. 145. 우리 논증이 옳다면 그의 가정은 그릇된 출발점이었

다. 한편 보스트롬도 각 시점의 미인들을 더 잘게 개별화함으로써 이 문제

의 대안 답변을 이끌어내었는데 그의 풀이 또한 오류를 품고 있다. N. 
Bostrom (2007), “Sleeping Beauty and Self-Location: A Hybrid Model”, 
Synthese 157: pp. 59-78. 그의 오류는 다른 지면으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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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미인 문제에서 미인이 월요일과 화요일 두 번 깨어나야 할 

때, 깨어난 미인은 지금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모른다. 그가 그것을 

모르는 까닭은 그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줄 몰랐기 때문이 아니

다. 그 까닭은 그가 월요일에 깨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 

까닭은 설사 그가 월요일에 깨어났다 하더라도 그 일을 기억하지 못했

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리는 월요일의 자아와 화요일의 자아를 다른 

자아로 여길 수 있다. 월요일의 자아와 월요일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화요일의 자아는, 둘 다 존재하지만 서로 만날 수 없는 두 자아와 다

를 바 없다. 이처럼 기억을 잃은 자아는 여러 자아들로 갈라진다.
물론 미인은 깨어 있는 동안 기억을 통해 시간 흐름을 감지하고 각 

시점들의 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 하지만 월요일에 깨어났다는 사실과 

그 날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은 월요일 자아와 화요일 

자아의 분리를 뜻한다. 월요일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화요일의 사람

은 월요일의 사람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산다. 이것은 월요일 생애를 산 

아담1과 화요일 생애를 산 아담2가 두 개의 다른 자아를 구성하는 것

과 같다. 이 이야기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일주일 단위 또는 한 달 단

위, 나아가 이보다 더 긴 단위의 이야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다행히 신체 변화나 외부 환경 변화는 마치 나이테처럼 시간 흐름을 

새겨 놓고 있다. 이 정보는 자아의 동일성을 회복하는 상호주관 정보 

또는 객관 정보로 쓰인다. 우리 의식이 과거 일을 기억하는 데 때때로 

실패했다 하더라도 신체 탐구나 역사 탐구를 통해 우리 자아의 연속성

을 찾아내고 자아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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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ence of I, Now, Here 

Beauty who wakes up in so-called Sleeping Beauty Problem does not 
know whether it is Monday or Tuesday. The situation that we do not 
know when it is now can be transformed to a situation that we do 
not know where it is here. Also that situation can be transformed to 
a situation that we do not know who we are. We can still have 
consciousness even when we do not know where we are, when we 
are, or who we are. We can reset the temporal information, spatial 
information, and the information of self by the information “I am 
awake here now” or “I am now conscious here”. The subject 
conjectures the intersubjective or the objective self-location 
information based on the subjective self-location information. In this 
paper, we will try to examine what changes will happen to the 
credence when she has lost her location information. After this 
discussion, we propose a final solution to Sleeping Beauty Problem. 
If our argument is sound, the correct answer to this problem is 1/2.

Keywords: credence, memory, self-consciousness, self-location 
information, sleeping beauty problem, 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