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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적 감각 지식의 본성:

메리는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가?*

1)

신 상 규
†

[국문초록]
본 논문은 메리에 대한 사유실험에 입각한 잭슨의 지식논증의 구조를 분석

하고, 그에 대해 반론이 가능한 다양한 지점들을 살펴본다. 먼저 방 밖으로 

나왔을 때 메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다는 데넷의 주장과, 메리가 새롭

게 배우는 것은 경험을 기억하고 상상하며 식별하는 능력일 뿐이라는 루이스

의 능력 가설을 살펴보고 그 난점을 지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메

리가 현상적 개념을 습득하며 그것에 기초한 새로운 명제적 지식을 획득하지

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지식의 획득이 물리주의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

는다는 “옛 사실/새로운 방식”을 옹호한다.
[주요어] 메리논증, 지식논증, 프랭크 잭슨, 능력가설, 현상적 경험, 감각질, 

현상적 개념

랭크 잭슨은 ｢ 상  감각질｣이란 논문에서 모든 물리  지식을 알

고 있는 메리란 과학자를 등장시켜 물리주의가 거짓임을 보이는 사유실

험을 제시하 다. 메리에 한 잭슨의 논증은 소  지식논증(knowledge 

argument)이라 불리는 것으로, 이 논증에 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반론

이 제기되었다. 흥미로운 은 이제 잭슨도 자신의 지식논증이 잘못되었

음을 공개 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1) 잭슨의 메리 논증의 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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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잭슨은 이제 경험의 상  본성은 으로 표상  성질이라는 표상론의 

에서, 빨강의 상  성질은 상이 그러하다고 우리의 경험이 표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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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마도 그것이 물리주의에 한 결정  반박을 해서가 아니라, 감각질

과 련한 상  경험  상  개념의 본성에 하여 다양한 철학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본 논문의 기본 인 목 은 설명 인 것으로, 메리 논증에 한 다양한 

논의의 지형도를 그려 보는 것이다. 한 이 논문에서는 잭슨의 지식논증 

 그에 한 다양한 반론들을 살펴보면서, 왜 지식논증으로부터 물리주

의가 거짓이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없는지의 이유와 함께 빨강과 같은 

상  속성과 그것에 한 경험의 본성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에 하여 검토할 것이다. 1 에서는 먼  잭슨의 지식논증이 무

엇이며 그 성격이나 구조가 어떠한지를 해명할 것이다. 2 에서는 메리 

논증을 반박할 수 있는 세 가지 경로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 경로와 두 

번째 경로가 부딪히게 되는 난 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

로 3 에서는 세 번째에 경로에 해당하는 반론을 소개함과 동시에 이 입

장을 옹호하면서, 메리 논변이 왜 물리주의에 한 결정  반론이 될 수 

없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I

메리에 한 사유실험은 다음과 같다. 메리는 흑백 방에 갇 서 흑백으

로 된 책과 흑백 스크린을 이용한 텔 비  등을 통하여 교육을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그녀는 세계에 한 완 한(complete) 물리  지식을 갖

추게 되었다. 그런데 잭슨에 따르면, 만일 물리주의가 참이라면, 이러한 

물리  지식은 메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지식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 방

을 나오는 순간 메리는 ‘빨강을 본다는 것이 무엇과 같은지’에 한 새로

운 지식을 획득하게 된다. 이는 메리가 알고 있는 물리  지식에 포함되

는 내포  성질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비물리  속성의 존재를 함축

하지 않으며, 그 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포  속성과 화된(instantiated) 

속성을 혼동함으로서 발생하는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Jackson(2004), 

p.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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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지 않은 새로운 지식이다. 따라서 잭슨은 이러한 사실로부터 물리주

의가 거짓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주장한다.

잭슨 논증의 핵심에는 세계에 한 물리  지식이 아무리 충분하고 완

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의식 인 상  경험에 한 지식을 포

하지 못한다는 지식직 (knowledge intuition)이 자리 잡고 있다. 지식

직 은 가령 우리가 장미의 향기나 색깔에 한 감각경험의 상  특질

에 한 지식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미와 련된 모든 물리  지식

을 아는 것이 가능하다는 양상  직 이다. 잭슨의 논증은 이러한 양상  

직 으로부터 물리주의의 거짓을 도출한다는 에서 지식논증이라는 이름

으로 불린다.

물론 이러한 지식직  자체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가령 러셀은 

‘빛은 모종의 동-운동이다’라는 주장을 검토하면서, 빛에 한 우리의 

상  지식은 감각을 통하여 직  알게 되는 것임을 주장한다. 그 결과, 

장님은 빛과 연 된 시각경험을 할 수 없기에 그러한 지식을 가질 수 없

으며, 우리는 그러한 지식을 장님에게 달(묘사)할 수도 없다. 다른 한

편, 러셀은 장님도 원칙 으로는 동-운동에 한 물리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말하자면, 빛에 한 물리  지식과 그것에 한 상

 지식은 별개라는 것이다. 그런데 러셀의 주 심은 인식론 인 것으로

서 물리  상의 본성에 한 우리의 인식  처지가 빛에 한 장님의 

처지와 비슷함을 논증하는 것이었다.2) 

감각경험의 상  특질이 물리주의  구도 내에서 해명되기 어려움을 

지 한 논증 에서 가장 유명한 것  하나는 아마도 네이 의 박쥐논

증일 것이다.3) 네이 은 우리가 박쥐에 한 모든 물리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음 를 통하여 상의 치나 모양을 식별하는 

박쥐의 지각경험이 무엇과 같을지를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라 주장한다. 

네이 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요한 논거 의 하나는, 박쥐의 지각 구조

와 우리의 지각 구조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것의 경험이 무엇과 같을

지를 결코 상상하거나 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시지각과 그 구

 2) D. Stoljar and Y. Nagasawa, p.4 in Ludlow(2004).

 3) Nagel(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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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유사한 다른 동물이 아니라, 박쥐를 등장시킨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네이 의 논증과 표면 으로 보다 유사해 보이는 논증은 메리가 아니

라 드에 한 잭슨의 논증이다.4) 드는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색깔을 구분할 수 있고, 거기에 덧붙여 우리가 식별할 수 없는 색

깔, 가령 빨강1과 빨강2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빨강1과 

빨강2에 한 드의 경험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 

이는 그러한 색을 식별할 때 드의 두뇌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

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즉 드의 

두뇌 과정을 포함하여 그에 한 모든 물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우

리는 드의 경험이 무엇과 같은지를 알 수 없다. 결국 드에 한 

모든 물리  정보를 아는 것이 드에 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

라는 것이다.

잭슨의 논증과 네이 의 박쥐논증의 차이는 무엇인가? 엄격히 말한다

면, 네이 의 논증은 물리주의를 논박하는 논증이라고 볼 수 없다.5) 그러

기 해서는, 물리주의가 우리 인간이 박쥐의 경험이 무엇과 같은지를 상

상하거나 악할 수 있어야 함을 함축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물리

주의자의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잭슨의 논증은 지식직 을 물리주의라는 형이상학  논제의 거짓을 도출

하기 한 제로 사용하고 있다. 즉, 지식논증은 지식직 을 포함하는 

제로부터, 물리주의의 거짓을 결론으로 도출하는 논증이라고 할 수 있

다. 잭슨 스스로도 자신의 논변은 결코 우리가 일인칭  에서 드

 4) 잭슨은 ｢ 상  감각질｣의 논문에서 드와 메리라는 가상의 두 인물을 

통하여 물리주의가 거짓임을 논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주인공인 인물은 

사실 드 으며, 메리는 드와 련된 논증을 보충하기 하여 제시

된 것이었다. 그러나 더욱 주목을 받았던 것은 드가 아니라 메리 으

며, 이후의 논의는 메리를 심으로 개된다.

 5) 물론 네이  스스로 자신의 논변을 물리주의를 결정 으로 논박하는 논변

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네이 의 논증이 우리가 단순히 일인칭

으로 악된 박쥐의 경험을 알 수 없다는 것만을 주장하는 논증인지는 그

게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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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험을 상상하거나 악할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지

함으로써 자신의 논변과 네이 의 논증을 구분한다. 잭슨의 말을 들어

보자.6) 

드에 한 모든 물리  지식이 그의 특별한 색 경험이 무엇과 같

은지를 말해주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할 때, 나는 드가 된다는 것

이 무엇과 같은지를 이해하지 못함에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이 아니다. 나는 우리가 모른 채로 남아있는 그의 경험에 한 어떤 

것, 그것[경험]의 속성이 존재하다는 것에 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해도, 우리는 

여 히 드가 된다는 것이 무엇과 같은 지에 해서는 모를 수 있

다. 드에 한 지식이 물리 이든 아니든 간에 아무리 쌓여도 그

것은 드에 한 “내부로부터의” 지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우

리는 드가 아니다. 따라서 ‘-인 것은 바로 내 자신이다’라는 형태

의 단어들로 표 되는, 드가 가지고 있는 한 묶음의 지식이 존재

한다. 우리는 간단히 말해서 그가 아니므로 그것들을 가질 수 없다.

말하자면, 잭슨의 논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드가 느끼는 ‘감각질 

자체의 특성’이며, 이는 우리가 드의 입장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라이칸은 감각질의 문제와 ‘(감각경험

을 한다는 것이) 무엇과 같은지?’의 문제는 본질 으로 서로 다른 문제라

고 지 한다.7) 감각질이 경험이 갖는 일차속성을 해명하는 문제라면, ‘무

엇과 같은지?’의 문제는 이차속성의 문제로서 주 성을 해명하는 문제라

는 것이다. 그의 제안을 따라, 잭슨의 논증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감각질 

자체의 특성이며, 네이 의 논증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감각질에 한 이

차속성, 즉 일차속성인 감각질을 일인칭  에서 악하는 주 성의 

문제라고 정리해 보자. 메리 논증은 문제의 구성 자체가 메리의 경험이 

어떤 것과 같은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메리 스스로가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물리  지식이 포 하지 못하는 감각질에 한 새

로운 지식을 얻게 된다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에서 네이 의 

 6) Jackson(1982) p.44. Ludlow(2004)에 수록되어 있는 논문들의 경우, 인용

페이지는 모두 그 책의 페이지를 나타낸다.

 7) Lycan(2006), 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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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쥐 논증과 분명한 차이를 잘 보여주는 논증은 드 논증이 아니라 

메리 논증이다.

메리 논증의 구조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먼 , 메리에 한 사유 실

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메리는 방 안에 있는 동안에 세계의 물리  본성에 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2) 방을 나오면서 메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웠다. 

첫 번째 제는 메리가 완 한 물리  지식을 갖추고 있음에 한 주

장이다. 두 번째 제는 새로운 학습에 한 주장이다. 그런데, 만일 메리

가 방을 나서면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알았다면, 그에 앞서 메리가 알고 

있는 물리  정보는 세계에 한 모든 정보를 포 하지 못한 것이 된다. 

즉, 메리는 방안에 있을 때 세계에 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지 

못한 셈이다. 이로부터 물리  설명을 벗어나는 타인(혹은 자신)에 한 

비물리  진리가 존재한다는 (3)의 주장이 따라 나온다.

(3) 완 한 물리  지식은 그 자체로 완 하지 않다.

메리 논증에서 정당하게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으로 보

인다. 그런데 이 주장은 인식론  주장이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물리주

의가 거짓이라는 주장이 도출될 수 있는가? 잭슨은 그 다고 생각하며, 

이로부터 물리주의가 거짓이라는 형이상학  주장을 펼친다. 이를 해 

잭슨은 물리주의에 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받아들인다.

(4) 물리주의가 참이라면, 물리  지식은 아무런 조건 없이 

(simpliciter) 완 해야 한다.8)

 8) Jackson(1986) p.51 이와 비슷한 취지로, 잭슨은 물리주의 논제를 “모든 

(올바른) 정보는 물리  정보이다”라는 주장으로 규정하기도 하다. Jackson 

(1982),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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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물리주의가 참이라면, 물리  지식은 그 자체로 완 한 지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4)의 주장이 승인될 수 있다면, 완 한 물리  지식

을 가진 메리는 완 한 지식을 가진 셈이므로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을 알 

수가 없다. 그 다면 (3)과 (4)의 제로부터 후건 부정에 의해 물리주의

의 거짓은 간단하게 도출된다.

(5) 물리주의는 참이 아니다.

II

지식 논증에 한 반박은 여러 지 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9) 먼  방

을 나오는 순간 메리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2)의 제를 부정하는 방

법이 있다. 만일 (1)의 제에서 가정되었듯이 메리가 세계에 한 완

한 물리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일상  직 이 가리키는 것과는 

달리, 방을 나서는 순간 메리가 진정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런 유의 반론을 제시하는 표 인 철학자로는 

데넷을 들 수 있다.10) 데넷은 만일 보통의 평균 인 사람이라면 방을 나

서는 순간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될 것이 분명하지만, 메리는 이런 경우와 

달리 세계의 본성에 한 모든 물리  지식을 갖추고 있는 특수한 경우

임을 주장한다.  

데넷은 제 (1)에서 요구하는 모든 물리  정보를 안다는 조건이 

무 한 요구여서 사실 그러한 상태에 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

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데넷은 잭슨이 메리가 방밖으

로 나올 때 감각경험에 해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을 무 당연시 하

 9) 반 굴릭은 메리 논변에 한 다양한 반론을 총 6가지 방식으로 분류하 다. 

본 논문의 논의는 굴릭의 논의에서 가장 핵심 인 지 이라고 생각되는 부

분들을 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Ludlow(2004)의 p.370  p.402의 도표 

참조.
10) Dennett(1991), pp.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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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비 한다. 그러나 메리가 물리 으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

고 있다는 을 조  더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메리는 가령 빨강이나 

랑과 같은 색깔이 자신의 신경계에 각각 어떤 결과를 야기할 것인지를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메리는 그러한 신경생리  결과를 “내부

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약간의 트릭만을 필요로 할 뿐인데, 모든 물리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메리가 그런 방법을 모른다고 생각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에서 데넷은 메리에 한 사유실험을 

다음처럼 변형한다.

어느 날 메리를 가둬둔 자들은 이제 메리에게 색을 보여  때가 되었

다고 결정하 다. 이들은 장난을 치기 하여, 그녀의 첫 번째 색 경험 

상으로 밝은 색 란 바나나를 비하 다. 메리는 그것을 한 번 보

고 곧장 말했다. “이 요. 날 가지고 장난치려 하는군요. 바나나는 노

란색인데, 이것은 란 색이잖아요.” ... “내가 색 시각의 물리  원인

과 결과에 해 으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기억하

세요. 당신들이 바나나를 가져오기 에, 나는 이미 노란색 물건이나 

란색 물건이 나의 신경계에 어떤 물리  향을 끼칠지에 해 매우 

자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어두었어요. 따라서 나는 내가 어떠한 생

각을 하게 될지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 내가 나의 반응  성

향(reactive disposition)에 하여 무나 많이 알고 있어서 랑이 

나에게 향을 끼치는 방식이  놀랍지 않음을 당신 입장에서는 상

상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데넷은 색에 한 시각경험을 하기 이라도 메리

는 특정의 색 자극이 주어졌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물리  정보를 바탕

으로 그러한 색 경험이 무엇과 같을지를 이미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

럼 보인다. 그러나 데넷의 는 몇 가지 혼란에 기 하고 있다. 먼  로

빈슨이 지 하는 것처럼, ‘메리가 모든 물리  정보를 가지고 있다’를 이

해하는 데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11) 이 말은 아마도 메리가 일반

인 과학 지식 체계로서의 물리 과학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의미할 것

이다. 이런 의미에서 완 한 물리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메리가 

단지 특정의 개별 물리  사건을 직  찰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자신의 

11) Robinson(1993),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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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에 어떤 향을 끼칠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메리가 방안에서 빨강의 색을 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험은 아마 

우리가 빨강을 보는 일상  경험과 같을 것이다. 이때 메리가 그것이 빨

강의 경험이란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 그녀는 물리  지식을 토 로 자

신의 두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메리는 아직 

그 경험이 빨강의 경험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것이 빨강의 경험임

을 알기 해서는, 먼  자신의 두뇌에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빨강의 경험이 야기하는 변화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므로 설령 메리가 일반 인 과학 지식 체계로서의 물리과학에 한 

완 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  자신의 찰 경험이 빨강의 경

험임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이 두뇌에 어떤 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 

수는 없다. 이를 해서는 두뇌의 변화를 찰할 수 있는 뇌  기록기와 

같은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데넷은 마치 메리가 지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개별 인 물리  사건이나 과정에 하여, 그러한 장치의 도움

이 없이도 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이 주장을 이해한다. 그러

므로 메리가 란 색의 바나나를 보고 그 시각  자극이 자신의 두뇌에 

끼치는 향을 알아차림으로써 가짜 바나나임을 바로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잭슨의 논 에서 이탈한 주장으로 보인다.

그런데 더 치명 인 문제는 설령 메리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고 가

정하더라도, 그러한 능력은 ‘노랑이나 빨강의 색을 보는 것이 무엇과 같

은지를 아는’ 것과는 구분되는 능력이라는 이다. 데넷의 에서 메리는 

물리 인 시각  자극이 우리의 신경계에 끼치는 향을 통하여 빨강과 

랑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메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3인칭

인 물리  정보로서, 단지 그러한 정보에 입각하여 빨강과 랑을 식별

하거나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 느끼는 감각  질과는 여

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한 식별과 구분은 설령 빨강

에 한 감각  경험을 직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가령 

물체로부터 반사되는 빛의 장과 그러한 자극이 우리 두뇌의 신경계에 

끼치는 향을 추 하는 모종의 탐지 장치가 있다고 하자. 그 다면, 모

든 색에 해 색맹인 사람조차도 이 장치를 이용하여 스스로 색깔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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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고 구분할 수 있음을 아무런 무리 없이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상인이 아는 것과 동일한 차원에서 빨강을 보는 

것이 무엇과 같은지를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물론 메리의 경우 모든 물

리  정보를 알고 있다는 단서가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감각질의 내용과 

련해서라면 메리와 이 사람의 처지가 크게 다르다고 볼 이유는 없다. 

시각 자극이나 뇌의 반응과 같은 물리  정보를 모두 아는 것에서 ‘색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과 같은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기 해서는, 내재

 질(intrinsic quality)로서의 색의 감각질 혹은 그 경험과 연 된 상

 특성이 어떤 성향 이거나 기능  혹은 물리  역할 속성으로 아무런 

잉여물 없이 환원될 수 있음을 제해야만 한다. 그런데 메리 논증 자체

가 바로 그런 환원이 불가능함을 보이려는 논증이다. 그러므로 단지 메리

의 지성으로부터 그러한 환원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제할 수

는 없어 보인다.

두 번째 유형의 반론은, 설령 (2)에서 말하는 것처럼 방을 나서는 순간 

메리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때 획득한 지식

은 (3)이나 (4)에서 말하는 사실에 한 명제  지식과는 다른 종류의 지

식이어서 (5)의 결론이 도출되지 않음을 주장하는 방식이다. 말하자면 (2)

의 제를 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논증에 등장하는 ‘지식’ 

개념의 애매성에 주목함으로써 (2)와 (3)이나 (4) 사이의 고리를 차단하

여, 메리가 새롭게 획득하는 지식이 물리  지식의 완 성에 아무런 

이 되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표 인 입장이 

루이스나 네미로가 주장하는 능력 가설(ability hypothesis)이다. 루이스

의 능력가설에 따르면, 빨강의 경험이 무엇과 같은지를 아는 것은 색에 

한 새로운 사실이나 정보를 알게 되는 명제  지식(know that)이 아니

라 일종의 능력지(know-how)를 갖게 되는 문제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메리는 빨강에 한 경험을 통하여 그러한 경험을 기억하고, 상상하고, 

재인(식별)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새롭게 갖게 된다. 메리가 빨강에 

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빨강의 경험을 기억하거나 상상을 통하

여 재 할 수 없을 것이며, 이후에 하게 되는 빨강의 경험이 이 에 가졌

던 경험과 동일한 내용의 경험이라고 재인식할 수도 없을 것이다. 루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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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능력들이 빨강의 경험이 무엇과 같은지를 구성하며, 빨강의 경

험이 무엇과 같은지를 아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음

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을 반박하는 일차 인 방법은, 빨강을 보는 것이 무엇과 같

은지를 아는 것과 루이스가 말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서로 일치하

지 않는 사례들이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마이클 타이(Michael Tye)는 

그러한 사례를 두 가지 방향에서 제시하고 있다.12) 그 하나는 루이스가 

말하는 능력은 없지만 빨강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과 같은지는 아는 경우

이며,  다른 하나는 루이스의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빨강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과 같은지는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

타이는 먼  우리의 감각 경험이 매우 풍부(rich)하다는 을 지 한

다. 빨강에 한 경험의 내용은 우리가 언어  표 으로 포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풍부하다. 가령 인간은 수만 가지 이상의 색깔을 구분할 수 

있지만 그것들의 일부에 해서만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색에 한 

나의 명시 인 언어  단은 내가 구분할 수 있는 색의 수보다 훨씬 제

한된다. 그 다면 특정 색조(hue)의 빨강, 가령 빨강17을 보는 것이 무엇

과 같은지는 알지만, 그것을 언어 으로 표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

다.13) 루이스에 따르면, 빨강에 한 경험이 무엇과 같은지를 아는 것은, 

시각 경험을 통해 빨강을 식별할 수 있고, 그것을 기억하고 상상하며 나

에 재인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런데 빨강17을 보는 경

12) Tye(2000), pp.11-15.
13) 익명의 심사자는 특정 색이 이름(혹은 개념)을 갖는 것이 그 색에 한 명

제  단을 한 필요조건일 필요는 없다는 을 지 하 다. 색의 이름

(개념)을 사용하지 않은 명제  단도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나는 이름의 사용과 개념의 사용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명제  

단은 개념  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모든 개념  단이 우리

가 사용하는 자연언어의 표 들로 충분히 표시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가

령, 빨강17에 한 나의 명제  단은 ‘빨강17’의 개념을 사용하지만, 그 개

념은 그에 해당하는 자연언어 상의 이름을 갖지 않을 것이다. 상  경험

을 토 로 획득되는 많은 상  개념들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들이 여기서 소개하는 타이의 논증에 결정 인 향을 끼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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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우리는 빨강17에 한 언어  표 을 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빨

강17을 빨강17로서 경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빨강17을 나 에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이 에 가졌던 빨강17의 경험과 동일한 것으로 

재인(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기억이나 재  능력을 가지고 있지

도 않다. 비슷한 이유로 우리는 빨강17을 정확하게 기억하거나 상상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루이스가 말하는 엄 한 

의미에서 빨강17의 특정한 경험에 한 기억, 상상, 재인의 능력을 결여하

고 있다. 하지만, 빨강17의 색을 보는 바로 그 순간만큼은 특정 색조의 빨

강인 빨강17을 본다는 것이 무엇과 같은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 아마도 

이는 ‘저 색조의 빨강’이라는 지표사 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타이

는 이 사례가 루이스가 말하는 능력들은 결여되어 있지만 빨강17을 보는 

것이 무엇과 같은지는 알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엇과 같은지를 아

는 것’이 루이스가 말하는 능력의 습득과 단순히 동일시 될 수 없음을 보

여 다고 생각한다.

타이는 능력 가설이 이런 경우를 포 하도록 만들기 하여 루이스가 

말하는 능력에, 경험이 하는 동안 그 경험을 인지(cognize)하는 능력

을 보다 더 기 인 능력으로 포함시키는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빨강17

에 한 경험의 경우,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거나 상상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 경험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그것을 ‘저 상  특성’을 갖

는 경험으로서 인지하는 능력만큼은 가지고 있다. 그 다면, 이 경우에 

‘무엇과 같은지를 아는 것’은, 경험의 상  특징에 하여 내성을 통하

여 ‘ 것’과 같은 지표  개념을 용할 수 있는 능력과 동일시 될 수 있

을 것이다.

하지만 타이는 이러한 수정 제안에도 다음과 같은 반례를 제시한다. 먼

 메리에게 처음으로 빨강 장미가 보여주었지만, 그 순간 메리는 다른 

이론  문제의 해결에 골몰하여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가정하자. 

암스트롱이 로 든 이 있는 장거리 운 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14), 메

리는 분명 장미에 한 시각  경험을 하 고 장미에 한 모종의 색 경

험 상태에 처했을 것이지만 내성  주목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반성

14) Armstrong(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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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 경우 우리는 메리가 상  차원에서 장미

에 한 의식경험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다면 이 때 그녀의 지각 

상태는 모종의 상  특질을 가졌을 것이고, 그녀가 장미를 본다는 것이 

무엇과 같은지에 해당하는 사실도 분명 존재한다.15) 그것은 바로 그녀가 

내성을 통하여 장미에 한 경험에 주목했다면 알게 되었을 바로 그것이

다. 그런데 메리는 그러지 못했고, 따라서 장미를 본다는 것이 무엇과 같

은지를 알지 못했다. 

다른 한편으로 그녀가 장미를 보는 것에 주목했다면, 메리는 고차  의

식의 차원에서 그 경험을 의식했을 것이고, 그것에 한 모종의 생각이나 

단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가령 지표사를 이용하여 그 경험 혹은 그 

경험의 상  특질을 가리키면서, ‘장미를 보는 것은 이런 것과 같구나’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생각에 골몰한 나머지 메리는 

그러질 못했고, 그 결과 빨간 장미를 보는 것이 무엇과 같은지를 알지 못

했다. 그러나 그녀는 내성 인 방식으로 지표  개념을 용하여 경험의 

상  특성을 가리킬 수 있는 성향 인 차원의 능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이는 루이스의 능력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히 갖고 있지만, 경험

이 무엇과 같은지를 아는 것은 결여된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타

이는 루이스가 말하는 능력의 꾸러미에 경험이 하는 동안 지표  개

념을 통하여 경험의 상  특성을 인지하는 능력을 추가하더라도, 그러

한 능력들의 획득이나 보유가 경험의 상  특성이 무엇과 같은지를 아

는 것과 동일시 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린다.

이상에서 살펴본 타이의 반론은 루이스가 말하는 능력이 ‘경험이 무엇

과 같은지를 아는’ 것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례들을 통한 반론이다. 그

런데 능력 가설에 한 더욱 근원 인 차원의 반론은, 메리가 방을 나오

면서 얻게 되는 새로운 지식이 으로 능력지로 환원될 수 없으며, 거

기에는 메리가 방안에서 결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명제  지식이 결부

되어 있음을 지 하는 것이다. ｢물리주의와 지식: 순이가 알지 못했던 것

｣이라는 논문에서 선우환이 제시하는 논증이 그러한 성격의 논증이다.16) 

15) 이러한 사례는 드 츠키가 사실의식과 구분하여 상의식이라고 불 던 상

황에 해당한다. Dretske(2000),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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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환은 메리의 상황을 변형한 순이의 사례를 통하여 순이가 새롭게 획

득한 지식에는 루이스의 능력들로 환원되지 않는 사실 , 명제  지식의 

요소가 있음을 논증함으로써, 빨강을 보는 느낌이 어떤지(빨강을 보는 것

이 무엇과 같은지)를 아는 것은 루이스의 능력들을 획득하는 것 이상의 

내용이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순이 사유 실험은 다음과 같다. 먼  메리와 마찬가지로 순이는 물리  

사실에 하여 알아야 할 모든 물리  지식을 알고 있다. 그런데 메리와 

달리, 순이는 방 밖으로 나오기 에 뇌에 한 직 인 기 자극을 통

하여 색깔에 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 에서 빨강에 한 경험을 ‘X’

라고 부르자. 물론 이 단계에서 순이는 X의 경험이 빨강에 한 경험임

을 알지 못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방밖으로 나온 순이는 거기서 잘 익은 

토마토를 보면서 그 색깔을 볼 때의 경험이 경험 X와 같다는 사실을 알

게 되고, 따라서 경험X가 빨간 색을 볼 때의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순이의 경우가 메리의 경우와 다른 은, 방밖으로 나오기 에 (비록 그

것을 빨강에 한 경험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빨강에 한 경험을 이미 

하 으며 그 결과 루이스가 말하는 빨강의 경험(X)에 한 기억, 상상, 

식별의 능력을 이미 획득하 다는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우환에 

따르면, 순이는 방 밖으로 나서는 순간에 그 에는 알지 못했던 사실에 

한 새로운 명제  지식을 획득하게 된다. 순이가 새롭게 획득하는 명제

 지식은 어떠한 내용의 지식인가? 이는 바로 ‘X의 경험이 사람들이 빨

강을 볼 때 갖는 경험과 같다’ 혹은 더 간단하게 표 하면 ‘X의 경험이 

빨강을 보는 경험이다’와 같은 내용의 지식이 될 것이다. 선우환의 말을 

들어보자. 

이 사고 실험은, 순이가 단계 1을 통해 철수에 (혹은 사람들에) 해 

알아야 할 모든 물리 인 사실들과 그것들로부터 선험 으로 함축되는 

사실들을 알게 되고, 단계 2를 통해 빨강 경험을 기억하고 상상하고 

식별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녀는 그 단계에서 

자신의 능력이 ‘빨강 경험’이라고 불리는 경험에 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단계 3에 이르기 까지는 그녀는 철수가 (혹은 사

16) 선우환(2004), pp.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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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빨간 색을 볼 때의 경험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다. ... 그녀가 3단계에서 획득하는 지식은 빨강경험을 기억

하고 상상하고 식별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게 기억되거나 상상된 경

험에 한 사실 , 명제  지식이다. 즉 그 기억되고 상상된 경험이 바

로 사람들이 토마토 등 ‘빨갛다’고 불리는 것들을 볼 때 가지게 되는 

그런 경험이라는 사실에 한 지식이다. 그 지식은 사람들에 한 물

리  지식으로부터 선험 으로 함축되지도 않고, 특정 경험을 기억하고 

상상하는 등의 능력과 동일시되지도 않는다.17)

나는 기본 으로 이 논증이, 메리가 단순히 루이스 식의 능력만을 새롭

게 획득한 것이 아니라 그에 덧붙여 새로운 명제  지식을 알게 되었음

을 성공 으로 보여 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우환은 순이가 방 안에서

는 왜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없었는지의 이유와 새로운 지식의 본성이 무

엇인지에 해서 이 논문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선우환은 우리가 제3의 방안으로 살펴보게 될 “옛 사실/새로운 

방식” 략의 성공에 해서 회의 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는 순이

가 새롭게 갖게 된 명제  지식의 본성이 무엇인지에 한 해명이나, 능

력 가설이 어떤 에서 메리 문제에 한 충분한 반론이 되지 못하는지

에 한 설명이 “옛 사실/새로운 방식”의 에서 효과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동시에, 메리 혹은 순이가 획득한 지식이 단순히 능력

지가 아니라 명제  지식이라 하더라도, 왜 그것이 물리주의에게 아무런 

이 될 수 없는지도 그러한 을 통해서 잘 해명될 수 있으리라 생

각한다. 이러한 들을 메리문제에 한 세 번째 유형의 반론과 연 지어 

살펴보도록 하자.

17) 선우환(2004), pp.87-88. 이 구 만 놓고 보면, 선우환은 순이가 새롭게 알

게 되는 지식이 철수를 포함한 타인의 마음의 상태에 한 지식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꼭 타인의 경험 상태에 한 지식일 필

요는 없다. 아래에서 퍼피뉴가 제시하는 를 통해 보게 되겠지만, 이러한 

지식은 순이 스스로의 상태에 한 지식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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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우리가 고려할 마지막 유형의 반론은 (4)의 제에 도 한다. 잭슨은 

메리가 빨강의 경험과 련된 새로운 속성, 즉 경험이 가지고 있는 상

 특질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속성은 빨강 경험

과 련하여 메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물리  속성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속성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능력가설은 메리가 새로운 속성을 발

견했거나 그에 한 새로운 명제  지식을 획득한 것은 아니며, 단지 경

험을 기억하거나 상상하고 식별하는 새로운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 뿐이

라 주장한다. 그러나 세 번째 유형의 반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분명 메

리에게 변화가 일어났고 능력 가설과는 달리 새로운 명제  지식을 획득

한 것은 인정하지만, 잭슨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을 지 까지 알지 못했

던 새로운 속성의 발견이나 그에 한 명제  지식의 습득으로 볼 필요

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은 설령 메리가 능력지가 아니라 새로운 명제  지식을 습

득하 으며 동시에 그것이 물리  지식의 불완 성을 함축한다고 해도, 

그것이 물리주의에 이 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물리

 지식은 단 으로 완 한 지식이어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물리주의를 

이해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이 입장은 메리가 

새롭게 획득한 지식이 명제  지식임을 인정함으로써, 루이스의 능력가설

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

서 루이스가 말하는 능력가설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가령 이런 식의 주

장을 하는 표  인물인 타이18)나 퍼피뉴 같은 이는 메리가 방을 나오

면서 경험을 기억하고 상상하고 식별하는 능력을 새로이 갖게 되었음을 

18) 가령 타이는 무엇과 같은지를 아는 것은 다음의 선언문에 의해 포착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S knows what it is like to undergo experience E 

=df Either S is now undergoing E, and S has knowledge-that with 

respect to the phenomenal character of E obtained via current 

introspection, or S has the Lewis abilities with respect to E.” 

Tye(2000).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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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메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루이스 식

의 능력을 습득하는 것 이상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 제안에 따르면, 메

리에게 일어난 더욱 근본 인 변화는 빨강에 한 상  개념을 습득함

과 동시에 지 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빨강을 표상할 수 있게 되

었다는 것이다.

메리가 상  개념을 새롭게 획득한다는 사실을 옹호하기 하여 메

리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자. 잭슨의 사유실험에 따르면 메리는 방 안에 

있는 동안 빨강에 한 경험은 할 수 없었지만, 그 다고 해서 빨강의 경

험에 하여  사유하거나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녀는 

필요한 모든 물리  진리를 알고 있으므로 물리  개념을 통하여 빨강에 

해 생각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가령 그녀는 빛의 장이나 

상에 의한 빛의 반사, 우리 망막의 자극, 그리고 종국 으로 시각 피질

에 일어나는 신경  변화와 같은 물리  개념을 통하여 빨강의 경험에 

해 사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능력 가설은 메리가 방 밖으로 나오면서 새롭게 획득한 것은 

그 경험을 기억하거나 상상 속에서 재 하고 내성을 통하여 그것을 식별

하는 능력이며, 어떤 새로운 개념이나 명제  지식을 갖게 된 것은 아니

라고 주장한다. 만약 능력가설이 옳다면 이러한 주장이 함축하는 바는 메

리가 방 밖을 나와서 빨간 상을 보고 ‘이것이 바로 빨강을 보는 경험이

구나’와 같은 단을 했을 때, 메리는 이미 방 안에서 알고 있던 물리  

개념만을 통하여 그런 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빨강을 

보는 경험이구나’와 같은 단은 분명 참이나 거짓의 진리치를 갖는 명제

 단이다. 그 다면, 이 단에 등장하는 지표사인 ‘이것’은 단 체

의 진리치를 결정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개념 인 내용을 표상

해야 한다. 우리는 지표사 ‘이것’이 내성을 통해 악된 빨강의 경험 혹은 

그 상  특질을 가리킬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능력가설

이 참일 경우, ‘이것’이라는 지표  개념을 통해 표 된 내용은 메리가 이

미 알고 있던 과거의 물질  개념과 동일한 내용을 갖는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이 빨간 것을 볼 때 갖게 되는 경험과 같다’ 혹은 

‘이것이 빨강을 보는 경험이다’와 같은 단은 분명 메리가 방 안에서 물



신 상 규46

리  개념을 통하여 할 수 있었던 단은 아니다. 

만일 이 단의 명제  내용이 메리가 방안에서 이미 가지고 있던 빨

강에 한 물리  개념으로 표 될 수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면 

메리는 왜 그러한 단을 방 안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일까? 이를 단지 

메리가 빨강의 경험을 지표 인 방식으로 가리킬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만일 색 경험을 할 때 일어나는 모든 신경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MRI와 같은 장치가 있다면, 메리는 이 장치를 통하여 

군가가 빨강을 보는 경험을 할 때 일어나는 신경  변화를 찰하면서 

‘이것이 빨강을 보는 경험이다’와 같은 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이

게 내린 지표  단과, 방 밖을 나서면서 빨강 상을 스스로 경험하고 

메리가 내린 지표  단은 과연 동일한 명제  내용을 갖는 단인가? 

결코 그 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선우환의 순이실험에 따르면, 순이는 X(빨강)의 경험을 한 후에도 방 

밖으로 나오기 까지 그것이 빨강의 경험임을 알지 못했다. 만일 방 밖

에서 사용된 빨강의 개념이 방 안에서 알고 있던 물리  개념과 동일한 

개념이라면 그것을 알지 못할 이유가 없다. 순이의 와 유사한 퍼피뉴의 

를 통해 이를 살펴보자.19) 여기서 메리는 순이처럼 어떤 기 자극을 

통하여 빨강을 경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방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그녀에게 어떤 색종이를 보여주지만 그것이 어떤 색깔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이 경우, 메리는 순이와 마찬가지로 그 색에 한 경험을 기억하

고, 상상하며, 나 에 그것을 다시 식별할 수 있다. 하지만 그녀는 여 히 

‘이것은 빨강의 경험이다’와 같은 단을 내릴 수가 없다. 그녀는 그것이 

모종의 색에 한 경험이란 것은 알고 있지만, 그 경험이 물리 으로 어

느 색에 해당하는 경험인지, 즉 그것이 빨강인지 랑인지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단은 분명 참이나 거짓의 진리 값을 갖는 명제  

단이다. 그럼에도 그녀가 그러한 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은, 색에 한 

직 인 내성  경험을 할 때 메리가 이미 알고 있던 물리  개념을 사

용하지 않았음을 보여 다. 즉, 그녀는 그 색종이의 색에 한 경험에 자

신이 이미 알고 있는 물리  개념으로서의 색 개념 에서 어떤 것을 

19) Papineau(2002), p.62.



상  감각 지식의 본성 47

용해야 할지 아직 모른다는 것이다. 그 다면 메리가 나 에 그 색깔이 

빨강이었음을 알고서 ‘이것은 빨강의 경험이다’라는 단을 내릴 때, 이 

단이 메리가 이리 알고 있었던 물리  색 개념을 사용한 단과 동일

하다고 볼 수는 없다. 

여기서 한 가지 가능한 제안은, 메리가 방 밖에서 색 경험을 하면서 

색에 한 상  개념을 새롭게 습득하 다는 것이다. 여기서 획득된 색

에 한 상  개념은 지 까지 그녀가 알고 있던 물리  개념과는 구

분되는 새로운 개념이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빨강을 보는 경험이구나’의 

단에 등장하는 ‘이것’은 일종의 상  개념이며, 메리가 MRI 장치를 

독하면서 사용하는 물리  개념으로서의 ‘이것’과는 그 개념  내용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다면 선우환의 순이 사유실험도 종국에는, 

‘X의 경험이 빨강을 보는 경험이다’와 같은 단은 물리  개념으로 이루

어진 단이 아니라 상  개념을 이용한 단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

각된다. 때문에 순이는 방 안에서 기억, 상상, 식별과 같은 다른 모든 능

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X의 경험이 빨강을 보는 경험이다’와 같은 단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방 밖으로 나와 이제 지표 으로 획득된 

그 상  개념이 가리키는 바가 빨강의 물리  개념이 가리키는 바와 

동지시 (co-referential) 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됨으로써 지 까지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내용의 명제  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면 메리나 순이가 빨강에 한 경험을 기억하고 상상 속에서 재

할 때 사용하는 개념도, 그들이 방 안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물리  개념이

라고 생각할 수 없다. 메리는 방 밖을 나와서 빨간 상을 경험함으로써, 능

력 가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분명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었다. 그는 색에 

한 경험을 재 하고 상상하고 재식별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능력은 새로운 내용의 개념 사용과 연 되어 있다. 말하자면 메리는 

빨강의 상  특징을 나타내는 상  개념을 습득하고 그것을 기억이나 

상상, 재식별의 과정 속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 에서 ‘이것

은 빨강에 한 경험이다’ 혹은 ‘나는 이러한 상  특질을 갖는 경험을 하

고 있다’ 는 분명 지 까지 메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의 생각(사유)

이며 따라서 새로운 명제  내용에 한 발견이며 학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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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메리가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물리주의

가 거짓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가? ‘물리주의가 참이라면, 물리  

지식은 단 으로 완 해야 한다’는 (4)의 제가 참이라면 그럴 것이다. 

그러나 과연 (4)의 제는 참인가? 메리가 상  개념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는 입장에서는 (4)의 제를 부정함으로써, 이러한 지식의 

획득이 물리주의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 

상  개념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메리는 단지 빨강의 상  개념을 

획득하고, 지 의 물리 인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빨강의 경험을 인식

하고 표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물리  개념을 통하여 빨간 무

엇을 보는 상태 혹은 성질을 지시하 지만, 지 은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

로 그 상태 혹은 성질을 표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이는 과거

와 동일한 속성, 사태를 상 인 방식으로 다르게 표상하게 되었다는 것

이다. 지시의 차원에서 메리는 그녀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과 동일한 속성

에 해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지만, 뜻(sense)의 차원에서 그녀는 이

제 그 속성을  다른 방식으로 표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순이 사고실험이나 퍼피뉴의 변형된 메리 실험이 보여주는 바는, 방안

에 갇  있는 동안 메리는 상  개념으로서의 빨강의 개념을 결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녀는 물리  개념으로서의 빨강에 한 개념은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비 상 인 물리  개념으로서의 빨강 개념을 다

양한 역에 걸쳐 자유롭게 사용하고 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는 빨

강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과 같은지는 알지 못했으며, 그 결과 아직 상

 개념으로서의 빨강 개념을 습득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

리는 상  개념을 한 지각이나 혹은 그에 기 한 상상  경험을 

가져야만 습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해당 속성을 특정

의 올바른 방식으로 면(표상)하는 것이 상  개념을 습득하기 한 

선결 요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방안에 갇  있는 동안, 메리는 상

인 빨강 개념을 습득하지 못했기에 (그녀는 방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개념을 습득하게 되었다), ‘이것이 빨강의 경험이다’와 같은 사유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사유를 할 수 없었다면, 당연히 그것의 명제  내

용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그녀가 방을 나오는 순간 그녀는 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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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습득과 함께 새로운 무엇인가를 발견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개념  차이, 물리  개념으로서의 빨강과 상  개념

으로서의 빨강의 차이가 세계의 물리  사실이나 속성의 차이를 반 하

는 것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메리의 새로운 지식이 명제  지식이지만 

물리주의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새로운 속성이나 사실

의 발견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이나 시 양상(mode of presentation)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명제나 사실은 굵게(coarse-grained) 개별화

될 수도 있고, 잘게(fine-grained) 개별화될 수도 있다. 이때 두 가지의 

개념  근 양태로부터 포착되는 세계에 실재하는 속성은 동일하다. 그

리고 메리가 새롭게 얻게 되는 지식은 잘게 개별화된 차원의 지식이며, 

이는 굵게 개별화된 동일한 사실 혹은 속성에 한 다른 표상 양태를 통

한 재개념화에 불과한 지식이다. 여기서 지  새롭게 발견된 속성은 존재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메리가 새로운 내용의 명제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물리주의에 한 아무런 이 되지 못한다. 

만일 이러한 명제  지식의 획득이 물리주의에 이 되려면, 잘게 개

별화된 차원에서도 메리가 완 한 지식을 가져야 함을 물리주의가 요구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달리 말해서 이는 우리가 물리  개념을 통

하여 지시할 수 있는 사태나 실제의 속성에 해 가능한 모든 종류의 개

념화를 메리가 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메리 논증을 최 로 

제기했을 때 잭슨이 가졌던 생각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최소물리주의에 

한 김재권의 생각을 따르면, 모든 물리주의는 세계의 심리학  본성이 

물리  본성에 수반한다는 수반논제를 최소한 받아들여야 한다.20) 모든 

물리  진리를 포 하여 P라고 하고 모든 심리학  진리를 포 하여 Q

라고 할 경우, 잭슨은 수반논제로서의 물리주의가 ‘P→Q’의 심물조건언이 

필연  참임을 주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심물조건언이 선험 으로 참임을 주장한다. 따라서 모

든 물리  진리가 주어지면, 심리학  진리도 이 심물조건언의 필연성에 

기 어 선험 으로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완 한 물리  지식

이 단 으로 완 한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이다.21)  

20) Kim(1998), C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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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령 비환원  물리주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이다. 비환원  물리주의라는 입장 자체가 존

재론  물리주의을 인정하면서도, 실재에 한 이론이나 개념, 표상의 차

원에서는 복수주의  태도를 취하는 입장이다. 모든 것은 물리  과정이

나 속성에 의해 실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물리 이다. 그러나 이는 우

리가 실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모형화하고 표상할 수 있다는 사실과 양립

가능하다. 비환원  물리주의자는 물리  이론만으로 포착할 수 없는 개

념 , 표상  차원의 독립 인 역이 있음 인정한다. 가령 생물학이나 

경제학, 심리학 등에 고유한 개념이나 이론  법칙들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도 엄연히 심리 인 것이 물리 인 것에 수

반함을 인정한다. 따라서 ‘P→Q’의 필연성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형이상

학 인 후천  필연성에 한 크립키의 제안을 따르면, ‘P→Q’의 필연성

을 인정하는 것이 곧 ‘P→Q’의 선험성을 인정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 말

하자면 심물조건언이 갖는 필연성은 후천  필연성인 것이다. 즉, P가 주

어지면 존재론  차원에서 Q는 필연 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비환원  

물리주의가 그 듯이 실재에 해 우리가 갖는 표상  수단의 다양성을 

생각한다면, 비록 P와 Q가 필연 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P는 Q는 

서로 구분되는 진리이며, P로부터 Q를 선험 으로 도출하지 못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물리주의가 만약 이런 의미의 존재론  주장을 뜻한다면, 물리주의자는 

결코 물리학이 세계를 이해하거나 표상하는 모든 가능한 종류의 개념이

나 표상양태를 제공해 주리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물리  사실이나 사

태 등은 여러 다양한 시 양상 혹은 개념의 용을 통해 알려질 수 있

다. 이때 우리는 한 시 양상 하에서는 어떤 사실을 알지만, 다른 시 

양상 하에서는 그것을 모를 수 있다. 그 다면 설령 메리의 지식이 불완

함을 인정하더라도, 메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비물리 인 것이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메리가 알게 되는 것은 다른 측면, 개념, 혹은 

시 양상을 통해 알게 동일한 사실일 뿐이다.

21) 잭슨은 메리 논변을 포기한 후에도, 심물조건언의 선험성을 인정하는 선험

 물리주의의 입장을 여 히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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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ure of Phenomenal Knowledge:
Does Mary Come to Know Something New?

Sangkyu Shin

This paper analyzes Jackson's knowledge argument based on 

the thought experiment for Mary, and displays various points 

from which we may disagree with Jackson's conclusion. The 

particular focus has been placed on the responses from Dennett 

and Lewis, and I provide reasons why I am not convinced by 

their responses. Finally, I argue for an “old fact/new disguise” 

strategy such that, even though Mary acquires new propositional 

knowledge through the acquisition of new phenomenal concepts, it 

does not threaten physicalism.

[Key Words] Mary argument, knowledge argument, Frank 

Jackson, Ability Hypothesis, phenomenal 

experience, qualia, phenomenal conce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