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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윤리학의 생물학의 한 분야로의 환원†

1)

박 승 배
‡

도덕적 행동은 포괄적응도를 높이는 행동으로 환원될 수 있고 비도덕적 행동

은 포괄적응도를 낮추는 행동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적응론(Fitism)은 주장한

다. 적응론자는 다음 네 가지 비판에 적절히 응수할 수 있다. 1. “포괄적응도를 

높이는 행위는 정말 도덕적 행위인가?”라는 질문이 유의미하므로 도덕적 행위

는 포괄적응도를 높이는 행위로 환원될 수 없다(Moore, 1903). 2. 사실진술이 

‘이다’(is)로 표현됨에 반해 규범진술은 ‘해야 한다’(ought to)로 표현되므로 사

실진술로부터 규범진술이 연역될 수 없다(Hume, 1978). 3. 자연적 속성은 관

찰될 수 있으나 도덕적 속성은 관찰될 수 없으므로 도덕적 행동은 포괄적응도

를 높이는 행동으로 환원될 수 없다(Hume, 1978). 4. 신욕론(Besire Theory)

에 의하면, 도덕판단(Moral Judgment)p는 도덕신념(Moral Belief)p와 그 신

념에 근거해 행동하고자 하는 욕망을 담고 있다.

【주요어】포괄적응도, 자연주의, 환원론, 무어, 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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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약속을 지키는 것은 도덕적(Moral, Right, Good)이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비도덕(Immoral, Wrong, Bad)하다. 그럼 약속을 지키는 행위는 왜 

도덕적인가? 약속을 어기는 것은 왜 비도덕적인가? 도덕적 행위와 비도덕

적인 행위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행위를 도덕적이게 하거나 비

도덕적이게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위 질문에 답하는 분야를 규범윤리학

(Normative Ethics)1)이라고 부른다. 철학사를 보면, 철학자들은 위 질문

에 답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범윤리학이론들을 만들어냈다. 가장 유력한 

규범윤리학이론들로 공리주의와 칸트주의를 들 수 있다. 이 두 규범윤리학

이론들은 위 질문들에 대해 서로 전혀 다른 대답들을 내놓았다. 

나는 이 논문에서 진화론에 의존하여 공리주의도 아니고 칸트주의도 아

닌 새로운 규범윤리학이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새로운 규범윤리학이론

을 나는 적응론(Fitism)이라고 부른다. 적응론이 옳은 규범윤리학이론이라

면 규범윤리학은 생물학의 한 분야로 환원될 수 있다. 적응론은 무어

(Moore), 흄(Hume), 앨슴(Altham)의 입장과 모순된다. 그래서 무어, 흄, 

앨슴이 적응론을 접했더라면 거부할 것이다. 나는 이 논문에서 적응론의 

내용을 상술한 후, 무어, 흄, 앨슴이 어떤 근거로 적응론을 비판할 것이지 

살펴보고, 적응론자가 그들의 비판에 어떻게 응수할 수 있을지 탐구해 보

겠다. 적응론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화론의 주요 구성성분인 적응

도(Fitness)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개체적응도(Individual Fitness)와 포괄적응도(Inclusive 
Fitness)

적응도라는 개념은 다음 두 마리의 수사자를 예로 들어 명료화될 수 있

 1) 규범윤리학과 대비되는 윤리학의 분야는 상위윤리학(Meta-Ethics)이다. 상

위윤리학에서는 도덕판단(Moral Judgment)과 도덕진술(Moral Statement)

의 본성, 그리고 도덕속성(Moral Property)과 도덕사실(Moral Fact)의 존

재여부 등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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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사자 A는 힘이 세고 날렵해서 사냥도 잘하고 성적 욕구도 강하다. 

그래서 어떤 사자 무리를 침범해서 늙은 우두머리 수사자를 물리치고 권자

를 차지한다. 그는 여러 암사자들과 짝짓기 하여 많은 새끼를 낳는다. 암사

자들은 젊고 힘센 수사자와 기쁜 마음으로 짝짓기 한다. 이에 반해 수사자 

B는 힘도 약하고 행동도 느려서 사냥도 잘 못하고 성적 욕구도 약하다. 그

래서 암컷을 한 마리도 차지하지도 못했고 새끼도 없다. 그저 혼자 작은 

토끼나 잡아먹으며 초원에서 혼자 방랑생활을 한다. 진화론은 수사자 A가 

수사자 B보다 더 높은 적응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은 수사자 A

가 수사자 B보다 생존하고(Survivability) 번식할(Reproducibility) 확률

이 더 높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듯 적응도는 생존력과 번식력에 의해 결정

된다. 번식력은 진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점

은 다음과 같이 증명될 수 있다. 어떤 집단의 사자들에게 돌연변이가 발생

하여 새끼들이 태어났는데, 그 새끼들은 다른 새끼들보다 더 강하여 생존

할 확률이 더 높았다. 그런데 그들은 짝짓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새끼를 얻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진화라는 것이 발생할 수 없

다. 집단의 멸종만이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적응도의 차이가 생명체의 

진화를 견인한다. 진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의 적응

도가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의 적응도보다 더 높아야 한다. 두 집단의 구성

원들이 동일한 수준의 생존력과 번식력을 가졌다면 진화는 일어날 수 없다. 

위에서 수사자 A의 적응도와 수사자 B의 적응도는 순전히 개체의 생존

력과 번식력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런 적응도를 개체적응도(Individual 

Fitness)라고 한다. 개체적응도는 주위의 개체들의 적응도와는 독립적으로 

계산된 어떤 개체 혼자만의 적응도를 말한다. 그러나 진화의 방향은 개체

적응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응도(Inclusive Fitness)

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포괄적응도는 개체의 생존력과 생식력에 유전적으

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까운 개체들의 생존력과 번식력을 합한 결과물이

다. 예를 들어, 아이를 가지지 않은 두 남자가 생존력과 번식력은 동일한데, 

첫 번째 남자에게는 형제와 조카가 없지만 두 번째 남자에게는 형제와 조

카가 있다면, 두 번째 남자의 포괄적응도가 첫 번째 남자의 포괄적응도보

다 더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남자한테는 자신의 유전자

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형제와 조카들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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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포괄적응도를 높이는 사회적 행위의 예를 들어 보자. 아프리카의 

치타들을 보자. 치타들은 보통 가족단위로 생활한다. 어미는 보통 2-3마리

의 새끼를 낳는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치타의 새끼들은 자기보다 몇 달 

후에 태어난 손아래 새끼들을 돌본다는 것이다. 손위 치타들은 어미가 사

냥하러 나간 후에 적들로부터 손아래 치타들을 지키기도 하도, 어미가 죽

으면 먹잇감을 사냥하여 손아래 치타들에게 먹여 살리기도 한다. 즉, 대리

모 노릇을 한다. 이런 이타적 행위는 포괄적응도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손위 치타들은 자신들의 유전자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손아래 치타

들을 돌봄으로써 자신들의 포괄적응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나와 피로 맺어지지 않았더라도 나와 비슷한 행위를 하는 성향을 가진 

사회구성원을 도와주면 나의 포괄적응도는 올라간다. 예를 들어보자. 아프

리카의 미어캣들은 집단으로 초원을 몰려다니며 먹이를 구한다. 그러다가 

독수리가 하늘에 뜨면 보초 미어캣이 소리를 지른다. 소리를 들은 나머지 

미어캣들은 은신처로 숨는다. 보초 미어캣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다. 소리를 지르지 않고 빨리 자기만 숨어 버리

면 자기 목숨을 보존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굳이 소리를 질러 자기

를 위험에 노출시킬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보초 미어캣은 왜 이런 

이타적 행위를 하는가? 마찬가지로 포괄적 적응도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보초 미어캣은 소리를 지름으로써 자신의 포괄적 적응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보초 미어캣의 행위는 자기와 가까운 친척의 생존력

과 번식력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친족이 아닌 다른 미어캣들의 생존력과 

번식력을 높여준다. 그런데 나머지 미어캣들도 언제든지 보초역할을 한다. 

즉, 보초 미어캣과 나머지 미어캣은 동일한 사회적 행동(보초행위)을 유발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행위와 동일한 사회적 행동을 유발하

는 유전자를 가진 사회구성원들의 생존력과 번식력을 높여주는 행위는 그

들이 가까운 친척이 아니더라도 어떤 개체의 포괄적응도를 높여주는 행위

이다. 

위에서 설명된 치타의 사례와 미어켓의 사례를 통해서 포괄적응도의 개

념이 어느 정도 명료화되었을 줄로 믿는다. 이제 포괄적응도에 대한 위키

피디어의 엄격한 정의를 들여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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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 sum of the direct and indirect fitness effects of an 

individual's behaviors, where the direct fitness effect is the 

impact on the individual's fitness, and the indirect fitness effect 

is the impact on the fitness of its social partners, weighted by 

the degree of relatedness between the individual and its social 

partners (Ricklefs & Miller, 2001). When social behaviors 

enhance or diminish the survival or reproduction of other 

individuals possessing genes that predispose to the same social 

behaviors, they affect the organism's indirect fitness. 

(Wikipedia)

포괄적응도는 개체 행위의 직접적응도 결과와 간접적응도 결과의 합이

다. 직접적응도 결과란 개체적응도에 미치는 효과이고 간접적응도 결과

란 사회적 동료들의 적응도에 미치는 효과로서 개체와 사회적 동료들

이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무게가 다르다(Ricklefs & Miller, 2001). 

어떤 사회적 행동이 동일한 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다른 개체들의 생존과 번식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때 그 사회

적 행동은 간접적응도에 영향을 미친다. (위키피디어)

위 정의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 첫째, 포괄적응도는 개체 행

위의 직접적응도 결과와 간접적응도 결과의 합이다. 이 주장으로부터 흥미

로운 점이 도출될 수 있다. 남의 개체적응도를 높이지는 않지만 나의 개체

적응도를 높이는 행위는 나의 포괄적응도를 높이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배가 고파 사과를 따먹는 행위는 나의 포괄적응도를 

높이는 행위이다. 즉,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

는 행위는 나의 포괄적응도를 높이는 행위이다. 나의 개체적응도를 높이기

도 하지만 포괄적응도를 높이기도 한다.

둘째, 포괄적응도의 수준은 유전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가

깝냐에 의해 결정된다. 사촌동생을 위해 희생하는 것보다는 조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그리고 조카보다는 친동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나의 포

괄적응도를 더 높이는 행위이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나와 동떨어진 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보다 나의 포괄적응도를 더 높이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보초 미어캣은 보초를 서려는 성향을 가지지 않은 다른 미어캣을 위해 희

생하는 것보다 보초를 서려는 성향을 가진 다른 미어캣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자신의 포괄적응도를 높이는 길이다. 어쨌든, 피로 맺어졌건 안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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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건, 나와 가까이 있는 사회구성원들의 생존력과 번식력을 높이는 나의 

희생행위는 결국 나의 포괄적응도를 높이는 행위이다. 

포괄적응도라는 개념은 현대 진화심리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개

념은 위에서 제시된 예들이 보여주듯이 이타적 행위를 설명한다. 도킨즈

(Dawkins, 1976)에 의하면, 유전자는 이기적인데, 유전자의 유일한 목표는 

자기증식이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과 신체는 유전자가 증식을 위해 사용하

는 도구에 불과하다. 유전자는 어떤 개체가 번식할 때 증식한다. 내가 자식

을 낳을 때 내 몸에 있던 유전자가 나의 자식으로 증식되는 것이다. 나의 

부모형제나 친척들이 자식을 낳을 때도 내 유전자의 일부가 증식한다. 그

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식을 돌봄으로써 

자신의 유전자가 살아남도록 하고 있다. 이타적 행위는 종종 진화론의 이

례2)(Anomaly)로 취급되었다. 생존과 번식의 경쟁에서 상대를 짓밟아야 

내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진화론의 관점에서 이타적 행위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포괄적응도라는 개념으로 이

타적 행위는 진화론의 테두리 내에서 깔끔하게 설명된다.

3. 적응론(Fitism)의 내용

이제 포괄적응도의 개념이 명료해졌으므로 새로운 규범윤리학 이론인 

적응론을 제안할 준비가 되었다. 적응론에 의하면, 나의 어떤 행위는 포괄

적응도를 끌어올릴 때 도덕적이고, 포괄적응도를 끌어내릴 때 비도덕적이

다. 즉, 나의 도덕적 행동이란 잘 알고 보면 포괄적응도를 높이는 행동을 

가리키고, 비도덕적 행동이란 잘 알고 보면 포괄적응도를 낮추는 행동을 

가리킨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나의 도덕적인 행동은 포괄적응도를 높이는 

행동으로 환원될 수 있고, 비도덕적 행동은 포괄적응도를 낮추는 행동으로 

환원될 수 있다. 우리는 적응론을 왜 수용해야 하는가? 

적응론을 입증하는 첫 번째 논증은 여러 도덕현상들을 잘 설명한다는 것

이다. 예를 들어, 약속은 왜 지켜야 하는가? 내가 남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

 2) 쿤(Kuhn, 1962/1970)은 어떤 이론으로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을 그 이론의 

이례(anomaly)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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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남들이 나를 신뢰할 것이다. 남들이 나를 신뢰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식

할 확률이 올라간다. 즉, 나의 포괄적응도가 올라간다. 그러므로 약속은 지

켜야 한다. 살인하지 말라는 도덕규칙을 생각해 보자. 살인해서는 왜 안 되

는가? 남들에게 잡히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오랜 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낼 수도 있다. 징역을 마치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행복한 삶을 가질 확률

은 낮아진다.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면 포괄적응도는 내려간다. 그러므로 살

인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강물에 빠진 어린 애를 구하는 것은 도덕적인 

행동이다. 왜 도덕적인 행동인가? 어린애를 구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도 있

고, 남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준다. 즉, 나의 포괄적응도를 끌어올린다. 근친

상간은 비도덕적 행위이다. 왜 비도덕적인가?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이는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가질 확률이 높다. 나와 유전적으로 먼 배우자를 만

나 건강한 아이를 생산하는 것이 나의 포괄적 적응도를 높이는 길이다. 

적응론을 입증하는 두 번째 논증은 우리의 옥캄의 면도날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다. 도덕사실이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는 가설보다 도덕사실

이 물리적 우주에 있다는 가설이 더 단순하다. 적응론은 도덕사실이 이데

아의 세계에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적응론은 도덕적 속성(Moral 

Property)이 자연적 속성(Natural Property)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일종

의 환원론이며, 자연주의(Naturalism)의 전통 하에 있다. 자연주의는 형이

상학적 신조로서 존재하는 모든 속성은 자연적 속성이라고 주장한다. 자연

적 속성이란 둥글다, 빠르다, 무겁다 등과 같이 우주에 존재하는 속성을 말

하는데,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된다. 자연적 속성은 도덕적 속성(Moral 

Property) 또는 규범적 속성(Normative Property)과 대비된다. 도덕적이

다(Moral), 비도덕적이다(Immoral), 옳다(Right), 그르다(Wrong), 좋다

(Good), 나쁘다(Bad) 등은 모두 규범적 속성이다. 자연주의자는 규범적 속

성이 자연적 속성으로 환원된다고 주장해야하거나, 규범적 속성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야만 자연주의라고 하는 자신의 신조를 고수할 

수 있다. 적응론자는 규범적 속성이 포괄적응도의 증감으로 환원될 수 있

다고 주장한다. 포괄적응도의 증감은 자연에 존재하는 속성으로서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다. 따라서 적응론은 일종의 자연주의이다. 모든 형태의 자연

주의는 옥캄의 면도날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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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론이 옳은 윤리이론이라면, 규범윤리학은 생물학의 한 분야로 환원

될 수 있다. 적응론에 의하면,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지 비도덕적인지 판가

름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응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그런데 포괄적응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따지는 것은 생물학자가 하는 

일이다. 규범윤리학은 생물학으로부터 독립된 분야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

온다.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콰인(Quine, 

1969)은 자연화된 인식론을 주창했는데, 인식론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노선을 이어 받아 골드먼(Goldman, 1979)이라

는 유명한 인식론자는 정당화 개념을 분석하기 위해 신빙성 있는 인지과정

(Reliable Cognitive Process)이라는 심리학적 개념을 끌어들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당화된 신념이란 높은 빈도의 옳은 신념을 생성해

내는 인지과정에 의해 생성된 신념을 말한다. 골드먼의 위 주장이 옳다면, 

어떤 신념이 정당화된 신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신념이 신빙

성 있는 인지과정에 의해 생성되었는지 그렇지 않은 지만을 판단하면 된다. 

그런데 어떤 신념이 신빙성 있는 인지과정에 의해 생성되었는지 그렇지 않

은 지를 판단하는 것은 심리학자가 해야 할 일이다. 어쨌든 규범적 속성을 

자연적 속성으로 환원하려는 이런 시도는 몇 가지 비판들에 시달리게 되어 

있다. 다음 절에서 그런 비판들을 살펴보고 적응론자가 어떻게 응수할 수 

있는지 탐구해 보겠다.

4. 적응론에 대한 비판과 응수

4.1. 무어(Moore)식의 비판에 대한 응수

도덕적 속성을 자연적 속성으로 환원하려는 시도는 무어(Moore, 1903)

가 제기한 반론에 부딪힌다. 무어에 의하면, 도덕적 속성을 자연적 속성으

로 환원하려는 시도는 자연주의적 오류(Naturalistic Fallacy)를 범하게 되

어 있다. 그는 공리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하는 무기

를 만들어 냈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공리주의에 의하면, 도덕적 행위란 

행복(쾌락, 공리)을 최대화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도적한 행위는 불행(불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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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최대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리주의는 일종의 환원론이다. 왜냐하

면 도덕적 속성을 행복의 최대화라고 하는 자연적 속성으로 환원시키려하

고, 비도덕적 속성을 불행의 최대화라고 하는 자연적 속성으로 환원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무어에 의하면, 도덕적 속성은 자연적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왜냐하면 도덕적 속성은 자연적 속성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무어는 

도덕적 속성이 자연적 속성 그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미해결-문

제 기법(Open-Question Technique)을 꺼내들었다. 미해결-문제 기법이

란, X와 Y가 서로 다른 속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X는 

정말로 Y인가?”라는 질문이 하나마나한 질문이 아니기만 하면 X와 Y는 

서로 다른 별개의 속성이라고 주장한다. “행복을 최대화하는 것이 정말로 

도덕적인가?”라는 물음은 하나마나한 질문이 아니므로 도덕적 속성은 행복

의 최대화라는 자연적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무어는 주장한다. 무어

는 미해결-문제 기법을 이용하여 적응론을 비판할 수도 있다. 포괄적응도

를 높이는 것은 정말 도덕적인가? 포괄적응도를 낮추는 것은 정말 비도덕

적인가? 이런 질문들은 유의미하다. 따라서 포괄적응도를 높이는 행위와 

도덕적인 행위는 동일할 수 없으며, 포괄적응도를 낮추는 행위와 비도덕적 

행위도 동일할 수 없다.

무어의 예상되는 위 비판에 적응론자는 어떻게 응수할 수 있을까? 적응

론자는 무어의 미해결-문제 기법에 대한 브링크(Brink, 1989)의 통찰력 있

는 응수에 호소할 수 있다. 브링크는 무어의 미해결-문제 기법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물은 정말로 H2O인가?”라는 질문도 유의미하다. 무어의 

말대로라면, 물도 H2O로 환원될 수 없다. 그러나 물은 H2O로 환원될 수 

있다. 따라서 “X는 정말 Y인가?”라는 질문이 유의미하더라도 X는 Y로 여

전히 환원될 수 있다. “X는 정말 Y인가?”라는 질문이 유의미하다는 것은 

‘X’와 ‘Y’가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즉, 두 표현이 가리키

는 대상마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엄격하게 포현하자면, “X

는 정말 Y인가?”라는 질문이 유의미하다는 것은 X와 Y의 내포

(Intension)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뿐 외연(Extension)이 다르다는 것도 

증명하지는 못한다. 외연이 동일하기만 하면, X는 Y로 환원될 수 있다. 내

가 보기에, 무어의 미해결-문제 기법에 대한 브링크의 응수는 설득력이 있

다. 브링크의 응수를 이용하자면, “포괄적응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정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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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인가?”라는 질문은 유의미하지만, 그게 증명하는 것이라고는 ‘포괄적응

도의 증가’와 ‘도덕적임’이라는 표현이 서로 다른 내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일 뿐 외연이 다르다는 것까지도 증명하지는 않는다. 두 표현의 외연이 동

일하기만 하면 도덕적이라는 속성은 포괄적응도의 증가로 환원될 수 있다. 

4.2. 흄(Hume)식의 비판에 대한 응수

4.2.1 사실진술과 규범진술의 간격

흄(1978)은 사실진술(is)로부터 규범진술(ought to)이 연역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의 주장은 적응론과 모순된다. 따라서 적응론자는 자연주의

에 대한 흄의 비판을 반박할 필요가 있다. 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In every system of morality, which I have hitherto met with, I 

have always remark'd, that the author proceeds for some time 

in the ordinary way of reasoning, and establishes the being of 

a God or makes observations concerning human affairs; when 

of a sudden I am surpriz'd to find, that instead of the usual 

copulations of propositions, is, and is not, I meet with no 

proposition that is not connected with an ought, or an ought 

not. (Hume, 1978: 469)

내가 지금까지 접한 모든 도덕체계에서 저자가 한 동안 일상적인 추론

을 진행하여 신의 존재를 확립하거나 인간사를 관찰한다고 나는 항상 

말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다’와 ‘아니다’ 명제들의 일상적인 결합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해야 한다’와 ‘해서는 안 된다’와 연결된 

명제들을 발견하고서 나는 놀랐다. (흄, 1978: 469)

흄의 논점을 요약하자면, 어떤 논증의 전제가 사실명제이지만 결론은 당위

명제라면 그 논증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흄의 이 유명한 주장은 적응론을 

비판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규범진술이고, ‘포괄적

응도를 높인다’는 사실진술이다. 흄의 말대로라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규범진술은 ‘포괄적응도를 높인다’는 사실진술로부터 연역될 수 없다. 규범

진술은 항상 사실진술 그 이상을 주장하기 때문에 두 진술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한다. 사실진술로부터 규범진술은 연역될 수 없으므로 

도덕적 속성은 포괄적응도의 증가로 환원될 수 없다. 따라서 적응론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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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윤리이론이다. 

흄식의 위 비판에 적응론자는 어떻게 응수할 수 있을까? 규범진술은 ‘해

야 한다’(ought to)로 표현됨에 반해 사실진술은 ‘이다’(is)로 표현된다는 

점을 적응론자는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실진술로부터 규

범진술이 연역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논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1) 슈퍼맨은 날 수 있다.

(2) 클락 캔트(Clark Kent)3)는 날 수 있다.

(2)는 (1)로부터 연역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누구에게 물어보냐에 따라 

서로 다른 답이 나올 것이다. ‘슈퍼맨’이라는 언어적 표현과 ‘클락 캔트’라

는 언어적 표현이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킨다고 믿는 사람은 (1)로부터 (2)

가 연역될 수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즉, 클락 캔트가 슈퍼맨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는 (1)로부터 연역될 수 없다고 대답할 것

이다. 이에 반해, ‘슈퍼맨’이라는 언어적 표현과 ‘클락 캔트’라는 언어적 표

현이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고 믿는 사람은, (2)는 (1)로부터 연역될 수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즉, 클락 캔트가 슈퍼맨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2)는 (1)로부터 연역될 수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

람이 (2)가 (1)로부터 연역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클락 캔트가 슈퍼

맨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믿는다는 것 이외에는 증명하는 바가 없다. 그러

므로 어떤 사람이 “(2)는 (1)로부터 연역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당신은 클락 캔트가 슈퍼맨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믿을 뿐이군요!”라고 

응수하면 된다. 

위 전략을 적응론에 대한 비판에 적용시켜보자. 다음 두 문장 (A)와 (B)

를 비교해 보자. (A)는 사실진술이고 (B)는 규범진술이다.

(A) 남들에게 친절한 행위는 포괄적응도를 높인다.

(B) 남들에게 친절해야 한다. 

 3) ‘클락 캔트’는 슈퍼맨이 기자 역할을 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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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A)로부터 연역될 수 있는가? 흄은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적응론자는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친절한 행위는 포괄적응도를 높인다’라

는 언어적 표현과 ‘친절해야 한다’라는 언어적 표현이 동일한 현상을 가리

키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흄은 (A)로부터 (B)가 연역될 수 없다고 대답

할 것이다. 즉, 친절해야 한다는 현상이 친절한 행위는 포괄적응도를 높인

다는 현상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흄은 (2)는 (1)로부터 연역

될 수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에 반해, ‘친절한 행위는 포괄적응도를 높

인다’는 언어적 표현과 ‘친절해야 한다’는 언어적 표현이 동일한 현상을 가

리킨다고 믿는 적응론자에게 물어보면, (2)는 (1)로부터 연역될 수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즉, 친절해야 한다는 현상이 친절한 행위는 포괄적응도를 

높인다는 현상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2)는 (1)로부터 연역될 

수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B)가 (A)로부터 연역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친절해야 한다는 현상이 친절한 행위는 포괄적응도

를 높인다는 현상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믿는다는 것 이외에는 증명하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흄이 “(B)는 (A)로부터 연역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적응론자는 “당신은 친절해야 한다는 현상이 친절한 행위는 포괄적응도를 

높인다는 현상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뿐이군요!”라고 응수

하면 된다. 

적응론자의 위 응수에 흄은 어떻게 반응할까? 사실진술은 ‘이다(is)’로 

표현됨에 반해 당위진술은 ‘해야 한다(ought to)’로 표현된다. 이렇듯 사실

진술과 당위진술은 서로 다른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므로 사실진술과 당위

진술이 동일한 현상을 가리킬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흄의 이런 비판에 

적응론자는 다음과 같이 응수할 수 있다. ‘이다(is)’와 ‘해야 한다(ought 

to)’가 서로 다른 언어적 표현이므로 사실진술과 당위진술이 서로 다른 현

상을 가리킨다면, ‘슈퍼맨’과 ‘클락 캔트’도 서로 다른 언어적 표현이므로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슈퍼맨’과 ‘클락 캔트’는 동

일한 대상을 지시한다. 이 예에서 중요한 철학적 논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즉, 두 언어적 표현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것

은 아니다. 따라서 사실명제는 ‘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규범명제는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자연적 속성과 규범적 속성이 서로 다르다

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포괄적응도를 높인다’는 언어적 표



규범윤리학의 생물학의 한 분야로의 환원 113

현과 ‘해야 한다’는 언어적 표현이 서로 다르다고 해도 두 언어적 표현은 

여전히 동일한 속성을 가리킬 수 있다. 

4.2.2 도덕적 속성의 관찰 불가능성

도덕적 행위는 포괄적응도를 높이는 행위로 환원될 수 있다는 적응론을 

비판하기 위해 흄은 다른 논증을 제시할 수 있다. 그는 철학사에서 자연적 

속성은 관찰될 수 있으나 도덕적 속성은 관찰될 수 없다는 유명한 주장을 

펼쳤다. 그의 말을 인용해보자. 

Take any action allowed to be vicious: Willful murder, for 

instance. Examine it in all lights, and see if you can find that 

matter of fact, or real existence, which you call vice. In 

which-ever way you take it, you find only certain passions, 

motives, volitions and thoughts. There is no other matter of 

fact in the case. The vice entirely escapes you, as long as you 

consider the object. (Hume, 1978: 468)

고의적 살인과 같은 아주 사악한 행위를 예로 들어보자. 그 행위를 모

든 각도에서 잘 봐라. 그리고 당인이 악이라고 부르는 사실이나 실제 

경험을 발견할 수 있는지 봐라.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든 당신은 열정, 

동기, 의지, 생각만을 발견할 수 있을 뿐 다른 사실은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대상만을 생각하면 악은 완전히 도망갈 것이다. (흄, 1978: 

468)

흄의 위 주장은 너무 유명하고 중요하므로 몇 개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

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규범진술을 생각해 보자. 우리는 사람들이 약속

을 지키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남녀가 12시에 전북대 옆

에 있는 덕진공원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관

찰할 수 있다. 둘이 만나서 손을 잡고 같이 걷는 것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

다. 이런 사실들을 관찰할 수는 있어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규범사실

은 관찰할 수 없다. 약속을 지키는 사실은 우주에 존재하지만, 약속을 지켜

야 한다는 규범사실은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다른 예로, ‘남의 돈

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규범진술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누가 남의 돈을 훔

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장롱을 뒤져 집을 몰

래 빠져 나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일련의 사실들을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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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는 있으나, 남의 돈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규범사실을 관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남의 돈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규범사실은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다른 예로, ‘강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것은 도덕적이다’는 

진술을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이 강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다. 아이가 허우적거릴 때 어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 아이를 

물속에서 끌어내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행위

에서 도덕적이라는 규범속성을 관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도덕적이라는 규

범속성은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다른 예로, ‘성폭행은 비도덕적이

다’는 규범진술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누가 누구를 성폭행하는 행위를 관찰

할 수 있다. 그런데 성폭행에서 비도덕적이라는 규범속성을 관찰할 수는 

없다. 정리하자면, 해야만 한다, 해서는 안 된다,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등과 같은 도덕적 속성들은 관찰될 수 없고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

서 도덕적 속성은 자연적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

흄의 위 비판은 적응론에도 적용되므로 적응론자는 흄의 논증을 심각하

게 받아들여야 한다. 적응론자는 흄의 비판에 다음과 같이 응수할 것이다. 

흄이 도덕적 행위에서 도덕적이라는 규범속성을 관찰할 수 없었고, 비도덕

적인 행위에서 비도덕적이라는 규범속성을 관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첫째 

그는 포괄적응도라는 개념을 몰랐고, 둘째 도덕적 행위는 포괄적응도를 높

이는 행위로 환원되고, 그리고 비도덕적인 행위는 포괄적응도를 낮추는 행

위로 환원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흄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도

덕적 속성과 비도덕적 속성을 눈으로 관찰했다고 말했을 것이다. 우리는 

사물을 아는 만큼만 볼 수 있다. 이점을 증명하기 위해 열역학 제2법칙과 

전자기파이론을 예로 들어 보자.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하면, 고립된 체계의 엔트로피는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어떤 체계가 바깥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지 않을 경우, 온도, 압력, 도는 그 체계 안에서 시간이 지남

에 따라 골고루 퍼지게 된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방으로 퍼진다. 퍼져 있던 연기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더라도 하늘

의 한쪽으로 몰리지는 않는다. 왜 그런가? 엔트로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열역학 제2법칙 때문이다.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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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들어낸 사람은 클라지우스(Clausius)라는 19세기 독일의 물리학자

이다. 이제 클라우지우스가 흄과 어느 여름날 자신의 집 거실에서 시원한 

냉커피를 마시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커피잔에 있던 얼음이 물과 실내 공

기 때문에 천천히 녹는다. 녹고 있던 얼음을 보면서 둘 사이에 다음과 같

은 대화가 오고 갔다. 

클라우지우스: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군요.

흄: 얼음이 녹고 있다는 말이겠지요. 커피잔에 있는 얼음의 크기가 작

아지고 물의 양이 증가하는 것은 내 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엔트로

피가 증가하는 것은 안보입니다. 엔트로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클라우지우스: 얼음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은 보이나 엔트로피가 증가하

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대의 말은 그대가 엔트로피를 잘못 알

고 있거나 모른다는 것 이외에는 증명하는 바가 없습니다. 

적응론자도 클라우지우스의 말과 똑같은 말을 흄에게 할 수 있다. 성폭행 

장면에 비도덕적이라는 규범속성이 관찰될 수 없다는 흄의 말은 포괄적응

도를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른다는 것 이외에는 증명하는 바가 없다. 성폭행 

장면에 비도덕적이라는 규범속성이 없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비도덕

적 행동은 포괄적응도를 떨어뜨리는 행동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도 증명

하지 못한다. 

위 엔트로피의 예는 환원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제 환원개념을 

포함하는 예를 들어 흄의 논증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내 보

자. 19세기에 맥스웰(Maxwell)이라고 하는 물리학자는 빛이 전자기파로 

환원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빛은 잘 알고 보면 전자기파라는 얘기이

다. 이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날 멕스웰과 흄이 덕진공원에 놀러 

갔다고 상상해보자. 둘이 공원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하다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맥스웰: 오늘은 구름이 없어서 그런지 전자기파가 강렬합니다.

흄: 내 눈에 햇빛은 보이지만 전자기파는 안보입니다. 전자기파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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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맥스웰: 햇빛은 전자기파로 환원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햇빛

은 잘 알고 보면 전자기파란 말입니다. 그대가 햇빛을 보고도 전자기

파가 안 보인다고 말하는 것은 그대가 전자기파를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른다는 것 이외는 증명하는 바가 없습니다.

적응론자도 위에서 멕스웰이 흄에게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흄에게 할 수 있

다. 강물에 빠진 어린애를 구하는 것을 보고도 도덕적 속성이 보이지 않는

다고 말하는 것은 햇빛을 보고도 전자기파가 안 보인다고 말하는 것과 같

다. 도덕적 속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도덕적인 행동이 포괄적

응도를 높이는 행동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 이외에는 증

명하는 바가 없다. 아이를 구하는 행위에 도덕성이 없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도덕적 행동은 포괄적응도를 올리는 행동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4.3. 신욕(Besire)

최근 상위윤리학 문헌에는 신욕(信慾, Besire)이라는 개념이 널리 회자

되고 있다. 이 개념은 앨슴(Altham, 1986)이라는 철학자가 처음 만들어 냈

는데, 신욕이란 신념(Belief)과 욕망(Desire)으로 이루어진 단일한 정신상

태(Single Mental State)를 말한다. 신념은 세계에 존재하는 사실(Fact)을 

반영하므로 진리(True)이거나 허위(False)일 수 있다. 이에 반해 욕망은 

행위자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Motivate)할 뿐, 진리이거나 

허위일 수는 없다. 신욕은 사실을 표상하는 기능과 행위자에게 동기를 부

여하는 기능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한다. 신욕이론(Besire Theory)에 의하

면, 도덕판단(Moral Judgment)은 신욕(Besire)이다. 예를 들어, 살인은 

비도덕적이라는 도덕판단은 하나의 신욕으로서, 살인은 비도덕적이라는 사

실을 표상하고, 또 살인을 저지르지 않도록 행위자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신욕이론이 옳다면, 우리의 도덕판단은 진리이거나 허위일 수 있으며, 동시

에 도덕신념 입각하여 행위를 하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그리고 

어떤 신욕이 사실과 대응하고 우리가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도덕지식(Moral Knowledge)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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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판단이 정말로 신욕인지 최근 상위윤리학에서 최근에 열띠게 논의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중요한 것은 도덕판단이 신욕이라면 적응론은 성

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적응론에 의하면,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지 비도덕

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그 행위가 포괄적응도를 높이는지 낮추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즉, 도덕판단이란 곧 사실판단(Factual Judgment)이다. 사실판

단은 진리이거나 허위일 수 있을 뿐, 그 판단에 입각하여 행동하도록 우리

에게 동기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이렇듯 적응론은 신욕이론(Besire 

Theory)과 배치되므로 적응론자는 신욕이론을 반박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신욕이론은 어떻게 반박될 수 있을까? 신욕을 구성하고 있다고 추정되

어지는 신념과 욕망이 서로 분리되는 상황을 상상해내면 된다. 이 점에 착

안하여 스미스(Smith, 1994: 115)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신념과 욕망이 

분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a belief that p tends to go out of existence in the presence of 

a perception with the content that not p, whereas a desire that 

p tends to endure, disposing the subject to bring it about that 

p. (Smith, 1994: 115)

not p라는 내용의 지각이 도입되면, 신념p는 사라지는 경향이 있음에 

반해 욕망p는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행위자에게 p를 초래할 경향을 

부여한다. (Smith, 1994: 115)

스미스의 위 주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자. 나는 실제 한

국에 있다. 그런데 미국에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 있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있다는 것을 눈

으로 확인하면, 미국에 있다는 신념은 사라지는 경향이 있음에 반해, 미국

에 있고 싶은 욕망은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욕망으로 인해 미국에 

있는 사태를 초래하기 위해 노력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신욕이론을 비판하고 있

다. 동일한 정신상태는 사라지려는 경향과 지속되려는 경향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미국에 있다는 신념과 미국에 있고 싶은 욕망은 동일한 

정신상태를 형성할 수 없다. 즉 신욕을 형성할 수 없다. 따라서 신욕은 존

재하지 않는다. 일반화해보자. p라는 내용을 가진 신념과 p라는 내용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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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욕망은 p라는 내용을 가진 신욕을 구성할 수 없다. 즉, 신념p와 욕망p

는 신욕p를 형성할 수 없다. 따라서 남에게 친절한 것은 도덕적이라는 신

념과 남에게 친절한 것은 도덕적이라는 욕망은 남에게 친절한 것은 도덕적

이라는 신욕을 구성할 수 없다. 위 신념과 위 욕망은 서로 다른 독립된 정

신상태들이지 단일한 정신상태가 아니다. 

비판자들이 이미 지적했듯이, 신욕이론에 대한 스미스의 위 비판에는 문

제점이 있다. 엄 히 말하면, 신욕이론자는 신념p와 욕망p가 신욕p를 구성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신념p와 신념p에 근거해 행동하자고 하는 욕망이 

신욕p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나는 미국에 있다는 신욕은 나는 

미국에 있다는 신념과 그 신념에 입각해 행동하고 싶은 욕망에 의해 구성

되었다. 그런데 나는 미국에 있지 않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 나는 미국

에 있다는 신념도 사라지고 그 신념에 입각해 행동하고 싶은 욕망도 사라

진다. 둘 다 사라진다. 따라서 미국에 있다는 신념과 그 신념에 근거해 행

동하고 싶은 욕망은 분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스미스의 전략

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스미스의 전략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의 비판이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신을 계승하여 새로운 전략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미국에 있고 싶은 욕망을 가진 이유는 백악관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백악관을 실제로 봤더니 별 볼일 없었

다. 이제 미국에 있는 것이 싫어졌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생겼

다. 한국이 너무 그리운 나머지 미국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미국에 있

지 않다는 듯이 행동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 예들 들어, KBS 9시 뉴스

를 보고 싶어 9시에 채널을 돌리게 된다. 그러다가 갑자기 미국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채널 돌리는 것을 멈춘다. 채널을 돌리는 바로 그 순간에 미

국에 있다는 신념은 가지고 있지만, 그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고 싶은 욕망

이 없었다. 미국에 있다는 신념과 그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고자하는 욕망

은 분리된 것이다. 위 신념과 위 욕망은 서로 독립된 정신상태이므로 신욕

을 구성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도덕판단에 대한 신욕론자의 주장도 마찬가지로 허물어질 수 있다. 신욕

론자에 의하면, 남에게 친절한 것은 도덕적이라는 신욕은 남에게 친절한 

것은 도덕적이라는 신념과 그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싶은 욕망에 의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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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다. 그러나 위 신념과 위 욕망이 분리된 상황을 우리는 상상할 

있다. 상위윤리학 문헌에서 자주 회자되는 싸이코패스가 그런 예이다. 싸이

코패스는 남에게 친절한 것은 도덕적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신

념에 입각해 행동할 욕망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일반화해보자. 우리가 도덕

판단p를 내릴 때 도덕신념p에 따라 행동하려는 욕망이 있다면 그 욕망은 

도덕판단p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재한다. 그 욕망은 도덕판단p와 독립

적으로 존재하는 정신상태이다. 결론적으로, 신욕이론은 그른 이론이다. 그

러므로 신욕이론에 근거하여 적응론을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4.4. 사기꾼(Cheater)

적응론에 다음과 같이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자연계에는 사기꾼

(Cheater)들이 많이 있다. 진화론에서 사기꾼이란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남들을 이용하면서도 남에게 도움을 주지는 않는 개체를 말한다. 남

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을 즐기는 싸이코패스도 진화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일종의 사기꾼이다. 사기꾼들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비도덕적으로 

행동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진화의 역사를 거쳐 살아남았다. 즉, 그들의 비도

덕적 행동은 그들의 포괄적응도를 높여주었다. 따라서 비도덕적인 행위는 

포괄적응도를 떨어뜨린다는 적응론의 주장은 틀린 것 같다. 이 문제를 사

기꾼의 문제라고 부르자. 사기꾼의 문제는 적응론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

다(익명의 심사위원의 지적). 

이 문제는 너무 큰 주제여서 차후에 다른 논문에서 논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간단히 두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나의 포괄적응도는 내

가 속한 집단의 안위와 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내가 속한 집단이 영속

할 확률이 높아지면 내가 영속할 확률도 높아지고, 나의 집단이 영속할 확

률이 낮아지며 내가 영속할 확률도 낮아진다. 내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

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집단이 영속할 확률을 떨어뜨리므로 나의 포괄적응

도도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둘째, 싸이코패스는 사라지는 추세에 있다. 핑

커(Pinker, 2011: 48-50)에 의하면, 선사시대에 15%의 인간들이 다른 인

간들의 손에 의해 죽었음에 반해, 20세기에는 3%의 인간만이 다른 인간의 

손에 의해 죽었다. 약 1만 년에서 5천 년 전부터 인간들이 정착하여 농사

를 짓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출현했고, 정부는 개인들의 충돌을 조정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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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범법자들을 색출하는 기구를 조직하고 처벌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타

살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결국, 살인을 저지르면 처벌받을 확률이 

높아졌기에 살인은 포괄적응도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되어버렸다. 싸이코패

스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Park(박승배, 출판예정)을 참조하기 바란다.

5. 결론

적응론에 의하면, 나의 도덕적 행동이란 포괄적응도를 높이는 행동을 말

하고, 나의 비도덕적 행동이란 포괄적응도를 낮추는 행동을 말한다. 무어는 

“포괄적응도를 높이는 행위는 정말 도덕적 행위인가?”라는 질문이 유의미

하므로 도덕적 행위는 포괄적응도를 높이는 행위로 환원될 수 없다고 적응

론을 비판할 것이다. 이런 비판은 ‘도덕적’이라는 표현의 내포와 ‘포괄적응

도의 증가’라는 표현의 내포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뿐, 외연도 다르다는 

것까지 증명하지는 못한다. 즉, ‘포괄적응도를 높이는 행동’이라는 표현과 

‘도덕적 행동’이라는 표현이 동일한 행위를 가리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흄은 사실진술이 ‘이다’로 표현됨에 반해 규범진술은 ‘해야 한다’로 표현

되므로 사실진술로부터 규범진술이 연역될 수 없다고 적응론을 비판할 것

이다. 그러나 두 언어적 표현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서로 다른 대상을 가

리키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슈퍼맨’은 한 단어이고 ‘클락 캔트’는 두 단어

이지만, 두 표현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 따라서 사실진술이 ‘이다’로 표

현되고 규범진술은 ‘해야 한다’로 표현된다고 해도 두 진술이 동일한 사실

을 가리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흄은 자연적 속성은 관찰될 수 있으나 도덕적 속성은 관찰될 수 없으므

로 도덕적 행동은 포괄적응도를 높이는 행동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적응론

을 비판할 것이다. 그러나 적응론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햇빛을 보고도 

전자기파를 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흄의 비판은 

포괄적응도를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 도덕적 행

동이 포괄적응도를 높이는 행동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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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판단p는 도덕신념p와 그 신념에 따라 행동하려는 욕망으로 구성되

어 있다고 신욕이론은 주장한다. 신욕이론이 옳다면 적응론은 그르다. 도덕

신념p에 입각에 행동하려는 욕망은 도덕판단p에 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

면 어떤 사람이 도덕판단p를 내렸고 도덕신념p를 가지기는 했지만 그 신념

에 따서 행동하려는 욕망은 가지지 않은 상황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욕이론은 도덕판단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하므로 신욕이론에 근거해 적

응론을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도덕적 속성이 생물학적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이 논문의 핵심주장

으로부터 규범윤리학과 생물학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규범윤리학은 생물학으로부터 독립된 철학의 분야가 아니라 생물

학의 한 분야가 되는 셈이다.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지 비도덕적인지 알고 

싶으면, 윤리학자에게 물어볼 일이 아니다. 그 행위가 포괄적응도를 높이는

지 떨어뜨리는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생물학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 

결론은 윤리학자들에게 거슬릴 줄로 믿는다. 그러나 이 결론은 적응론으로

부터 나오는 논리적 귀결이다. 따라서 위 귀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적

응론을 반박해야 할 것이다. 적응론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반대사례를 제시

하는 것이다. 반대사례란 포괄적응도를 올리지만 비도덕적인 행위, 또는 포

괄적응도를 떨어뜨리지만 도덕적인 행동을 말한다. 적응론이 옳다면 이런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런 행위가 존재한다면 적응론은 그른 이론

이다. 이런 행위가 존재하는지 않는지를 놓고 새로운 논의의 장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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