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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역 과 -지시* **

1)

권 홍 우

【국문요약】“p이지만 나는 p라고 믿지 않는다”와 같은 문장은 어떤 상황에서

도 자연스럽게 발화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심지어는 부조리하고 모순되게 

들리기까지 한다. 무어의 역설이 제기하는 문제는 왜 이런 문장이 아무런 형식

인 모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화하는 것이 부조리하게 들리는지를 설

명하는 것이다. 무어의 역설에 한 기존의 견해는 주로 믿음이나 주장

(assertion)의 성격에서 그 부조리성의 근원을 찾으려 한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기존의 견해들이 무어의 역설을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함을 주장하고, 이에 

한 새로운 설명을 제안한다. 이 제안에 따르면 무어의 역설의 근원은 “자기-

지시”에 있다. 자기-지시는 주체가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믿음을 형성하는 성향

에 의해 부분 으로 구성되는데, 무어의 역설은 주체가 자신을 “나”로 지시하

는 동시에 어떤 사람을 “나”로 지시하기 해 만족시켜야할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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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어(G. E. Moore)는 다음과 같은 문장에 특이한 이 있음을 

처음으로 인지하 다.1) “국민의당이 이번 선거에서 선 하겠지만, 

나는 그 게(즉, 국민의당이 선 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이런 

문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발화될 수 있을 것 같지 않

고, 심지어 부조리하고(absurd) 모순되게(contradictory) 들리기까지 

한다. 하지만 의 문장은 아무런 형식 인 모순을 내포하지 않는

다. 무어의 역설(Moore's paradox)이 제기하는 요한 문제는 이와 

같은 문장이 아무런 형식 인 모순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왜 이런 문장을 발화하는 것이 부조리하게 들리는가를 설명하

는 문제이다.

무어의 역설이 갖는 요성과 흥미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한 무어의 역설에 한 설명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는 데에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 필자가 본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기존의 문헌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던 무어의 역설의 

한 가지 측면을 부각시키고, 이로부터 무어의 역설에 한 새로운 

제안을 해 보려는 데에 있다. 

무어의 역설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측면이란, 이 역설이 소  “자

기-지시”(self-reference) 상과 한 련이 있다는 것이다.2) 무

어의 역설은 ( 어도 형 인 경우에는) “나”라는 단어를 포함하

는 문장의 발화에서만 발생하며, 그런 에서 자기-지시와 모종의 

한 연 이 있음이 틀림없다. 필자는 이 에 착안하여, “자기-지

1) Moore (1944/1983).
2) 뒤에서 명확히 하겠지만, 여기서 “자기-지시”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지시하

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필자가 “자기-지시”라 부르는 상은 언어철학 

 심리철학에서 소  “지표성”(indexicality) 는 “데 세”(de se)라는 표제 

하에 다루어진 상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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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바로 무어의 역설의 근원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한

다.3)

이하에서 필자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우선 1 에서 무어의 역설

과 그것이 제기하는 문제에 해서 조  더 자세히 서술하겠다. 2

에서는 기존에 향력 있었던 몇 가지 견해를 개 하고 이를 비

하겠다. 3 에서는 자기-지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것이 무어

의 역설과 어떤 계가 있는지 고찰해 볼 것이다. 4 에서는 이 고

찰을 바탕으로 무어의 역설을 자기-지시와 연결시킴으로서 무어의 

역설에 한 만족스러운 설명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5 에서

는 무어의 역설을 설명하기 해서 제안한 가설을 믿을만한 독립

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논증한다. 

2. 어  역  

우선 무어의 역설에 해서 조  더 정확히 기술하도록 하겠다. 

무어의 역설을 일으키는 문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문장

이다. 

(1) p이지만, 나는 p를 믿지 않는다.

(2) p가 아니지만, 나는 p라고 믿는다. 

이미 지 했듯이 이런 문장(앞으로 “무어-역설  문장”이라 부르겠

3) 자기-지시 상이 무어의 역설과 한 련이 있다는 것은 어도 암묵

으로는 많은 철학자들에게 받아들여져 왔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

자가 아는 한에서, 자기-지시에서 무어의 역설에 한 근원을 찾으려는 

극 인 시도는 있었던 것 같지 않다. 최근에 무어의 역설에서 자기-지시의 

역할을 강조한 문헌으로 Chan (2010)을 볼 것. 하지만 챈은 자기-지시를 무

어의 역설의 근원으로 극 인 이론을 개진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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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을 말하는 것은 상당히 부 하거나, 심지어는 부조리하고 모

순되게 들리기까지 한다. 

하지만 명백히 이런 문장은 그 내용에 있어서 아무런 형식 인 

모순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각각에 있어, 첫 번째 연언지(conjunct)

는 ( 어도 p가 나의 마음 상태에 한 명제가 아닐 경우에) 나와 

무 한 객  사실에 한 것이다. (가령, p가 “국민의당이 이번 

선거에서 선 할 것이다”라는 명제일 때, 이는 나와는 련 없는 

정치 인 사실에 한 것이다.) 반면에 두 번째 연언지는 그와는 

완 히 독립 인 나의 마음 상태(즉, 믿음)에 한 문장이다. 이 둘 

사이에 논리  연결이 없음은 명백하다. 만일 (1)에 모순이 있다면, 

나는 필연 으로 모든 참인 명제를 다 믿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는 내가 인식 으로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부정하는 것에 해당하

며, 물론 불합리하다. 만일 (2)에 모순이 있다면, 내가 가진 믿음은 

필연 으로 모두 참이어야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인식 으로 오류 

가능한(fallible)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 한 

물론 명백히 불합리하다. 

애 에 무어가 이 상을 지 할 당시에는 이 문제는 특정 종류

의 문장(즉, 무어-역설  문장)의 발화에서 생기는 언어 인 기 상

으로 생각되었지만, 이후의 철학자들은 무어-역설 인 문장으로 표

되는 되는 바를 믿거나(believe) 단(judge)할 때도 같은 종류

의 역설이 발생함을 깨닫게 되었다.4)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1)과 

(2)의 형식을 가진 문장을 발화하지 않고, 이것들로 히 표 될 

만한 것을 마음속으로 믿거나 단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에게 심각

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무어의 역설이 제기하는 문제는 (1), (2)와 같은 문장이 형식 인 

모순을 내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를 주장하는(assert) 것이 

4) 가령, Heal (1994), p. 6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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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로 표 되는 바를 믿거나 단하는 것이) 심각하게 잘못

된 것으로 보이는지를 설명하는 문제이다. “무어의 역설”이라는 말

은 이 역설 인 상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주로 사용되지만, 필자

는 이 문제를 일컫는 말로도 사용하도록 하겠다.

다음 에서는 기존에 향력 있었던 무어의 역설에 한 몇 가

지 해결책은 간단히 소개하고, 왜 이 이론들이 만족스럽지 않은지

에 해 설명하겠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이론을 시도할 만한 좋은 

이유가 있음이 드러나기 바란다.  

3.  견해들

필자가 살펴보려는 첫 번째 견해는 무어 자신에 의해서 제시되

었던 견해로, 화용론 (pragmatic) 견해라 불리는 견해이다.5) 우선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보자. 

(3) 만일 국민의당이 선거에서 선 하고 있지만 내가 그 게 믿

지 않는다면, 나는 정치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무어-역설 인 문장(“국민의당이 선거에서 선 하고 있

지만 내가 그 게 믿지 않는다”)이 조건문 안에 포함되어 가정되고 

있고, 이런 경우에 체 문장은  부 하게 들리지 않는다. 

즉, 무어의 역설은 (1), (2)와 같은 유형의 문장을 주장(assert)할 때

에만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에 착안해서, 화용론  견

해는 무어의 역설은 주장의 언화 행 (speech act)가 갖는 특별한 

성질 때문에 나타나는 상이라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무어의 역

5) Moore (1944), 그 이후 많은 철학자들이 이에 동조하 다. 가령, Searle 

(1969), 보다 최근에는 DeRose (1991)을 볼 것. 



권홍우346

설에 연루된 부조리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 번째 유형의 무

어-역설 인 문장의 경우, 발화자가 p라고 주장할 때, 발화자는 이

미 자신이 p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암묵 으로 표상”하고 있다. 하

지만 두 번째 연언지에서, 이를 명시 으로 부정한다. 암묵 으로 

표 된 바와 명시 으로 표 된 바가 서로 모순을 일으키며, 이런 

에서 “화용론  모순”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견해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

다.6) 만일 이 견해가 옳다면, 무어-역설 인 문장을 명시 으로 발

화하고 주장할 때에만 문제가 나타나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무어의 역설은 단순히 언어 인 상이라고 보기 힘들다. 

어떤 사람이 무어-역설 인 문장을 발화하지 않고, 그것이 표 하

는 바를 마음속으로 믿고만 있다고 해보자. 여 히 직 으로 그

런 사람의 믿음은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 같다. 화용론  견해

는 언화 행 에 을 맞춤으로써, 왜 무어-역설 인 문장으로 표

되는 바를 믿거나 단하는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견해는 “나는 p라고 믿는다”와 같은 주장이 사실은 심

 상태, 즉 나의 믿음 상태에 한 주장이 아니고, 단순히 “p이

다”를 완곡하게 표 하는 방식이라는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다. 가

령, 일상 맥락에서, “나는 국민의당이 선거에서 선 할 것이라고 생

각해 ( 는 믿어)”라는 말은 “국민의당이 선거에서 선 할거야”라

는 말을 완곡하게 표 하기 해서 사용될 수 있다. 이 견해에 따

르면, 일반 으로 “나는 p를 믿는다”는 발화자의 심  상태를 보고

(report)하는 것이 아니라, “p이다”를 표 하는 다른 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p를 믿지 않는다” 역시 “p가 아니다”를 표 하는 다른 방

식에 불과하다. 무어-역설  문장 “p이지만, 나는 p를 믿지 않는다”

6) 가령, Heal (1994), Shoemaker (1995)  Moran (2001), 2장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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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두 번째 연언지 한 사실은 “p가 아니다”를 말하는 완곡

한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처음 보는 인상과는 달리, 그 의

미를 따져보면 무어-역설 인 문장을 발화할 때 발화자는 “p이지만 

p가 아니다”를 의미하는 셈이 되며, 따라서 무어-역설 인 문장의 

부조리성은 다름 아닌 의미상의 모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7)

하지만 이 견해 역시 심각한 결함이 있다. 물론 어떤 맥락에서 

“나는 p를 믿는다”가 “p이다”에 한 완곡한 표 으로 사용되는 것

이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러한가? 를 들어보자. 어떤 

여론조사원이 나에게 “국민의당이 선거에서 선 할 것이라고 믿으

십니까?”라고 묻는다. 이 맥락에서 여론조사원의 심은 실제로 선

거에서 가 이길 것이냐가 아니고, 사람들의 의견, 즉 심리 상태

인 것이 분명하다. 나 역시 이를 잘 인지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내가, “아 나는 그 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나의 심리 상태에 한 진술임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런 경우에 조차도 뒤돌아서서 “아, 그 지만, 국민의당이 선거에서 

선 할거야”라고 말한다면, 나의 믿음 상태에는 무언가 심각한 문

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8)

일반 으로 말해서, “p이지만 나는 p라고 믿지 않는다”에서의 두 

번째 연언지가 화자의 심리 상태에 한 보고인 것이 명확한 경우

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 조차 무어-역설 인 문장은 부조리하게 들

리며, 의 견해는 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견해는 무어의 역설에 나타나는 부

조리성의 원천이 모종의 비합리성(irrationality)에 있다고 보는 입장

이다. 합리  주체의 이차 믿음(second-order belief), 즉 자신의 믿

7) 이런 입장을 취하는 표 인 논문으로 Wright (1998)가 있다. 종종 비트겐

슈타인 역시 이런 견해를 취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런 해석이 맞는지는 논

쟁거리이다. 
8) 이런 방향의 비 에 해서는 Moran (2001)과 Stalnaker (2000)를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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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한 믿음은 모종의 규범(norm)의 지배를 받는데, 무어-역설

 문장을 발화할 비가 된 사람은 이 규범을 어기고 있으며, 이

에 기인하는 비합리성(irrationality)에 무어의 역설의 근원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여기에 연루된 규범의 종류가 어떤 규범이냐에 따

라 몇 가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그 규범을 인식

 규범(epistemic norm)으로 보는 견해를 간략히 고려해 보도록 

하겠다.9)

이 견해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p를 믿는다면, 인식 으로 합리

이기 해서 그 사람은 반드시 “나는 p를 믿는다”라는 것 한 

믿어야 한다. 다시 말해, p를 받아들이면서, “나는 p를 믿는다”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인식 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p이지만 

나는 p를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가 p를 받아들인다는 

에서, “나는 p를 믿는다” 한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이의 부정을 받아들이고 있으니, 이 사람은 인식  불합리성을 드

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이러한 인식  불합리성이 무어

의 역설에 연루된 부조리성을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런 견해가 무어의 역설에 이차 믿음이 연루됨을 분명

히 인지한다는 에서 앞에서 살펴본 두 견해에 비해 진일보한 이

론으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런 시도가 만족스럽

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p를 믿으면 “나는 p를 믿는다” 한 

믿어야 한다는 것이 왜 합리 인 사람이 따라야 하는 인식  규범

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앞서 강조했듯이 p는 “나는 p를 믿는

다”와 완 히 독립 이다. 그 다면 왜 합리  주체는 자가 참이

라고 단했을 때, 후자가 참이라고 단해야하는가?10) 여기서 애

에 무어의 역설이 제기하는 당혹스러운 물음이 다시 그 로 제기

9)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표 인 문헌으로 Williams (2004), Fernandez 

(2013) 등등이 있다. 
10) 이를 설명하기 한 몇 가지 시도로 Williams (2004)와 Byrne (2005)를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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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인식  규범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필자는 이런 설명이 무어의 역설을 만족스럽게 설명하는지에 해

서 의심을 갖는다. 핵심 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반 으로 규범

은 (인식  규범을 포함하여) 그 본성 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

기 마련이다. 하지만 규범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무어의 역설에

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부조리성이 나타나는 선례를 찾아보기 힘들

다. 가령, “지 까지 매일 아침에 해가 떠올랐다”로부터 “내일 아침

에도 해가 떠오를 것이다”를 추론하는 것은 인식  규범이라 할만

하다. 어떤 사람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보자. 이 사람은 “지 까지 매일 아침에 해가 떠올랐지만, 내일은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할 치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 어떤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괴상하게 들리기는 하겠지

만, 부조리하게까지 들리지는 않는다. 간단히 말해, 인식  비합리

성은 무어의 역설에 연루된 부조리성에 한 진단으로서는 지나치

게 약하다는 것이다. 혹자는 무어의 역설에 연루된 규범은 상당히 

특별한 종류의 규범이어서, 그것을 어기는 것만으로도 부조리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11) 하지만 이 규범이 그러한 

특별한 지 를 가진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쉬운 일 같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을 보이지 않는 한, 이런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 

넷째로 살펴 볼 견해는, 무어의 역설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개

념의 논리  성격에 기인한다는 견해이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다

음과 같은 문장은 “믿음”의 개념에 의해서 논리  참이다.12)

(4) Bxp → BxByp (x=y일 경우).

11) 가령, 그린과 리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극단 인(extreme) 이론  합

리성의 실패는 부조리할 수 있다” (Green and Williams 2007, 9). 
12) 이런 입장을 취하는 표 인 서로 Hintikka (1962)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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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옳다면, X가 p라고 믿는 동시에 자신이 p라고 믿지 않는다

고 믿는 것은 논리 으로 불가능하며, 따라서 (믿음이 연언에 해 

닫  있다는 가정 하에) S가 “p이며, X는 p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 역시 논리 으로 불가능하다. 무어의 역설에 연루된 부조

리성은 무어-역설  문장으로 표 된 바를 믿는 것이 논리 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의 가장 근본 인 문제는 과연 (4)를 논리 인 참으로 여

기는 것이 합당한가이다. (4)가 논리  참이라면, 그것이 거짓인 상

황은 없어야 하지만, 그런 상황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근이는 그가 평소에 여성을 하는 방식을 보았을 때 남존

여비 사상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보자. (즉, 

(4)의 건을 만족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이 자신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흔히 그 듯이)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

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며, “ 는 남존여비 사상이 옳다고 믿느

냐?”라고 물었을 때, 그 지 않다고 답할지 모른다. (즉, 의 조

건문에 후건은 거짓이다.) 

이런 식의 반론이 결정 인지에 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어떤 철학자들은 의 근이의 사례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믿

음이 “ 편화”(fragmented)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4)의 반

례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13) 한 가지 견해에 따르면, 근이의 

남존여비 사상에 한 믿음은 암묵 (implicit) 믿음이며, 그가 자기 

자신에 해서 갖고 있는 명시 (explicit) 믿음과는 구분된다. (4)는 

“믿음”의 의미를 단일하게 해석할 때만 성립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응을 논박하기 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한 

가지 사례를 통해 (4)가 논리  참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겠다. 도

13) 이런 견해에 한 논의로는 Greco (2015)를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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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이는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비를 피해서 잠시 백화 에 들어간

다. 에스컬 이터를 타고 돌아다니는 에 천장 거울에 비춰진 남

루한 옷차림의 한 사람을 발견한다. 도균이는 그 남루한 모습의 사

람이 자기 자신일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 그는 거울에 

비춰진 사람의 옷차림이 비 오는 날씨에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하

여, “  사람은 비가 온다고 믿지 않나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 경우 도균이는 비가 온다고 믿는 동시에 (즉,  (4)의 건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거울에 비춰진 그 사람은 비가 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즉, (4)의 후건을 만족시키지 않

는다). 도균=거울에 비춰진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 경

우 하나의 믿음 명시  믿음이고, 다른 믿음은 암묵  믿음이라고 

피해가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는 (4)에 한 명백한 

반례가 된다. (이런 종류의 는 다음 에서 제시할 필자의 견해

에서 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무어의 역설에 해서 향력 있었던 몇 가지 견해를 

소개하고, 각 견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았다. 물론 각 견해

에 한 이러한 문제 이 과연 그 견해의 핵심 통찰을 폐기해야 

할 정도로 치명 인지에 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

지만 이상의 논의가 기존의 견해와는 다른 새로운 이론을 추구해 

볼 만한 한 가지 이유를 제공한다는 것을 부인하게 어렵다. 

4. -지시  어  역

필자는 무어의 역설에 한 만족스러운 설명을 얻기 해서는 

기존의 견해들이 크게 심을 두지 않았던 무어의 역설의 한 가지 

측면으로 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지시” 

(self-reference) 상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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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지시의 문제는 1970년  이래에 하나의 독립 인 연구 주

제로 여겨져 왔는데, 이는 존 페리(John Perry)와 데이빗 루이스

(David Lewis)의 작에 힘입은 바 크다.14) 직 으로, 자기-지시

란 물론 언어와 생각에서 자기 자신을 지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나 자기-지시는 단순히 자기 자신을 지시함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자기-자신”이란 표 에서의 표(“-”)는 이 을 부각시키기 한 

것이다.) 가령, 철수가 가벼운 뇌진탕으로 잠시 기억상실증에 걸려 

자신이 철수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고 하자. 철수는 오늘 아침 신

문에서 “철수, 당 표에 선출”이라는 기사 제목을 보고, “아, 철수

라는 사람이 당 표에 선출되었구나”라고 말한다. 여기서의 “철

수”는 철수 자신을 지시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

수가 그 자신이 철수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철수”란 표

은 자기-지시를 해 사용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례를 보자. 도

균이가 백화  천장에 설치된 큰 거울에 비추어진 어떤 사람의 뒷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자. 도균이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임을 깨

닫지 못한 채, “  사람은 탈모 기임에 틀림없다”라고 말한다. 

이 경우 역시 도균이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지시하고 있지

만, 거울 속에 비친 사람이 자기 자신임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에

서 “  사람”이라는 표 을 자기-지시를 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지시는 한국어에서 일반 으로 “나”  이와 동족어

(cognate)로 행해진다. 하지만 반드시 이런 표 을 통해서만 자기-

지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재용이는 “나”를 사용해서 할 만한 말들을 “재용”이라는 고유명사

로 표 하는 기이한 언어 습 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가령, 재용

이는 배가 고  때, “엄마, 나 밥 좀 줘!”라고 말하는 신에 “엄

14) Perry (1977, 1979)와 Lewis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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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재용이 밥 좀 줘!”라고 말한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 역시 재용

이의 이런 언어  습 을 잘 인지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는 재용이는 “재용”이라는 이름을 자기-지시를 해 사용하고 있다

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자기-지시 상이 제기하는 철학  문제는 물론 자기-지시가 정

확히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문제이다. 직 으로 말해서 어떤 언어

 표 을 자기-지시를 해 사용한다는 것은, 그 표 이 지칭하는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지시가 제기

하는 문제는, 어떤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에 답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게주의자(Fregeans)들은 자기-지시

는 어떤 사람을 특별한 일인칭  “제시 양식”(mode of presentation)

하에서 지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할 유혹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자기-지시의 문제는 기존의 게 인 틀 내에서 쉽게 다

루어질 수 없음이 잘 알려져 있다.15) 자기-지시의 본성이 무엇인지

에 한 문제는 여 히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다.  

이제 다시 무어의 역설로 돌아와 보자. 흥미로운 것은 무어의 역

설은 자기-지시를 해 사용되는 표 을 포함할 경우, 오직 그런 

경우에만 발생한다는 이다. 가령, 미경이가 철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해보자. 

(5) 국민의당이 선거에서 참패할 것이지만, 당신은 그 게 믿지 

않는다. 

15) 게 자신은 자기-지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각자의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제시되지 않는, 특별하고 원 인 방식으로 제

시된다(presented)”(Frege, 1919/1997)고 주장한다. 하지만 페리(1977)가 성공

으로 보 듯이, 어도 게의 “의미”(Sinn) 는 “제시 방식”(mode of 

presentation)을 표 인 방식으로 (즉 기술 (descriptive) 의미로) 해석했을 

때, 게의 발언을 일 되게 해석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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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이의 말은 철수의 정치 감각이 좋지 않음을 지 하는 것일 수 

있으며, 물론 이 말에는 아무런 부조리함이 없다. 이제 정치 문제

에서 뿐만 아니라 심리 인 문제에서도 미경이의 조언이 틀린 이 

없다고 굳게 믿는 철수는 이 말을 듣고 미경이의 말을 으로 

신뢰하기로 한다. 철수는 미경이가 (5)를 말하는 것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할 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6) 국민의당이 선거에서 참패할 것이지만, 나는 그 게 믿지 않

는다. 

철수는 미경이의 (5)를 듣고 (6)을 믿게 되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5)와 (6)는 정확히 같은 내용을 갖는다고 할만하다. 그 지만 (5)

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반면에 (6)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즉 “나”라는 표 이 연루된 것이 결정 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분

명하다.  

여기까지는 비교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무어의 역설과 

자기-지시가 본질 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조  더 

강력한 증거가 있다. 앞에서 보았던 백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

습을 보고 있는 도균이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도균이가 거을 속의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

이 말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7) 비가 오지만,  사람은 그 게 믿지 않는다. 

이는 “  사람”이 도균이 자신을 지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

기-지시를 해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기-지시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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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역설을 일으키는 필요조건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게다가 필자

는 자기-지시가 무어의 역설을 일으키는 충분조건이기도 하다고 주

장한다. 다음과 같은 가 이를 보여  것이다. 습 으로 자신의 

이름을 자기-지시를 해 사용하는 재용이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하자.

(8) 엄마는 외출 이지만, 재용이는 그 게 믿지 않는다. 

재용이가 “재용”이라는 이름을 자기-지시를 해 사용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는 무어-역설  문장을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모순 으로 들릴 것이다. 

이런 찰을 요약해서, 다음과 같이 일반화를 하는 것이 할 

것 같다. 

어떤 지시어 τ가 자기-지시를 해 사용되는 경우, 오직 그 경우

에만 “p이지만 τ는 p라고 믿지 않는다” ( 는 “p가 아니지만 τ는 

p라고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부조리하다. 

무어의 역설에 한 어떤 이론도 이 일반화가 왜 참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지시

야 말로 무어의 역설에 연루된 부조리성의 근원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4. 새 운  

필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무어의 역설에 한 새로운 가설은 무

어의 역설은 자기-지시의 특수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상이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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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 핵심 인 가설을 다음과 같이 표 하겠다. 

<핵심 가설> 어떤 언어 표  τ를 자기-지시를 해 사용하는 사

람은 반드시(necessarily) 명제 p를 “τ는 p를 믿는다”의 참, 거짓과 

직 으로(directly) 등한(equivalent) 것으로 여긴다.16)

여기에 포함된 몇 가지 개념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어떤 사람이 

명제 φ를 명제 ψ에 등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성

향(disposition)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φ를 정하면 

ψ 역시 정하는 성향이 있으며, 반 로 φ를 부정하면 ψ 한 부

정하는 성향이 있다. 한 배경 믿음이 주어지면, 합리 인 사람

은 임의의 명제 φ를 임의의 명제 ψ와 등한 것으로 여길 수 있

다. (가령, “φ↔ψ”가 참이라고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의 의미에서 

φ와 ψ를 등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어떤 사람이 φ와 ψ을 “직

으로”(directly) 등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이런 배경지식에 

상 없이 φ와 ψ를 등한 것으로 여기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 가설이 말하는 바를 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방  에 내

가 “재용”이라 불리는 인물을 소개 받았다고 하자. 재용이와 화

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재용이는 계속 “재용”이라는 이름으로 군

가를 지칭하며 그에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나는 두 가지 가능성을 품게 된다. 한 가지 가능성은 재용

이가 아마도 그와 동명이인인 군가에 해서 이야기 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다른 가능성은 재용이가 자기-지시를 해서 “나”라는 

표  신에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기이한 습 을 가지고 있다는 

16)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필자는 이러한 주장이 가렛 에반스의 유명한 서 

The Varieties of Reference (Evans, 1982)에서 이미 제시되었다고 본다. 하지

만 문헌 해석에 한 논쟁을 피하기 해 이에 한 언 을 자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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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을까? (물론 가장 

쉬운 방법은 “네가 말하고 있는 재용이가  자신이야?”라고 묻는 

것이다. 하지만 무례함을 피하기 해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

자.) <핵심 가설>이 옳다면, 한 가지 결정 인 테스트가 있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화를 고려해 보자. 

나: (창밖을 보면서) 오랜만에 비가 오네!

재용: 어. 진짜. 

나: 재용이도 여기에 비가 온다는 걸 믿을까? 

재용: 쎄, 잘 모르겠는데 ……. 

화가 이 지 에 이르 을 때, 나는 재용이가 “재용”이라는 이름

을 자기-지시를 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정 인 힌트를 얻

게 되는 것 같다. 왜 그런가? 만일 재용이가 “재용”이라는 이름을 

자기-지시로 사용한다면, 물론 그는 “아, 당연하지, 지  보고 있는 

걸!”이라고 답했을 것이다. <핵심 가설>은 이와 같은 직 을 정

식화한 것이다. 의 화에서 재용이는 “여기에 비가 온다”와 “재

용이는 여기에 비가 온다는 것을 믿는다”를 등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이것은 곧 재용이가 “재용”이로 지칭하는 사람을 자기 자

신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함축한다는 것이다. 

앞 단락에서 말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필자는 <핵심 가설>이 

직 으로 상당히 그럴 듯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 가설을 받

아들일 만한 다른 이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한 논

의는 다음 로 미루겠다. 여기서는 이 가설이 어떻게 무어의 역설

을 설명하는지 먼  보이겠다. 

우선 다음과 같이 비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가설 하나를 덧붙

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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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가설> 한국어에 능통한 화자는 “나”라는 표 을 항상 자

기-지시를 한 표 으로 사용한다.

다시 말해,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나”라고 지칭하

면서, 그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왜 이 가설이 참인지에 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어

떤 철학자들은 “나”라는 말의 언어 (linguistic) 의미에 의해 참이

라고 주장할 것이며, 다른 철학자들은 비언어 인 모종의 규약에 

의해 참이라고 볼지 모르겠다.17) 그러나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보조 가설>이 참이라는 것에 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

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이제 철수가 “국민의당이 이번 선거에서 선 할 것이지만, 나는 

그 게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해보자. 철수는 “국민의당이 선

할 것이다”라는 명제를 “나는 국민의 당이 선 할 것이라고 믿는

다”의 참, 거짓과 등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핵심 

가설>에 따르면, 이는 철수가 “나”라는 표 을 자기-지시를 해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보조 가설>에 따라, 철수

가 한국어에 능통한 화자라는 가정 하에 “나”라는 표 을 자기-지

시를 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 다면, 철수는 “나”라

는 표 을 자기-지시를 해 사용하는 동시에, 자기-지시를 해 사

용하지 않고 있는 셈이 된다. 철수가 “나”라는 표 을 사용하는 방

식에 명백한 “비일 성”이 존재한다. 필자는 이 비일 성이 바로 

무어의 역설에 연루된 부조리성의 근원이라고 주장한다. 

언어  상으로서의 무어의 역설에 한 이와 같은 설명이 주

17) 데이빗 카 란(David Kaplan)은 그의 기념비 인 논문 “Demonstratives” 

(1989)에서 “나”의 언어  의미가 그것의 “캐릭터”(character)에 의해서 포착

된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것이 옳다면, <보조 가설>이 “나”의 언어  의미

에 의해서 참이라는 주장은 상당히 태로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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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면, 이를 믿음( 는 단) 차원의 무어의 역설로 확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기-지시는 언어 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생각의 차원에서도 일어난다. 철수가 “국민의당이 이번 선거에서 

선 할 것이지만, 나는 그 게 믿지 않는다”라고 하게 표 될 

바를 마음속으로만 믿는다고 하자. 그는 자기 자신에 해서 생각

하는 것일까? 물론 그 다. “나”를 사용해 히 표 될 수 있는 

믿음이므로. 물론 그 지 않다. 철수의 믿음은 자기-지시를 해서 

만족시켜야할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여기서도 철수의 마음 

상태에 모종의 비일 성이 있음이 드러난다. 

앞에서 무어의 역설이 “나”를 포함하지 않는 문장의 발화에서 나

타날 수 있음을 보았다. 가령, 재용이의 “엄마는 외출 이지만, 재

용이는 그 게 믿지 않는다”는 어도 재용이가 그 이름을 자기-지

시를 해 사용한다는 것을 인지한다는 사람들에게는 부조리하게 

들린다. 재용이의 발화는 “나”를 포함하지 않으며 이런 에서 

에서처럼 <보조 가설>에 의존할 수 없다. 하지만 재용이의 주장이 

그가 “재용”이라는 이름을 자기-지시를 해 사용한다는 것을 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모순 으로 들림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핵심 가설>에 따르면, 재용이는 “재용”이라는 이름을 자기-지시를 

해 사용하고 있지 않는 셈이 되므로, 이는 사람들이 이미 제하

고 있었던바(즉, 재용이가 “재용”이라는 이름을 자기-지시로 사용한

다는 것)와 직 으로 모순된다. 

무어의 역설에 한 이러한 설명의 큰 장  에 하나는, 이 견

해가 무어의 역설에 연루된 특별한 종류의 부조리성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다는 이다. 많은 철학자들이 무어-역설 인 문장을 말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alienation) 는 “분리” 

(dissociation)되며, “분열된 자아”(divided self)를 갖는다는 직 을 

피력했는데,18) 새로운 이론은 이런 직 을 잘 설명한다. 과연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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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는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무어-역설 인 문장을 발화하는 사람은 어

떤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는 동시에 (즉, 그 사람을 “나”라는 

말로 지시한다는 에서), 그 사람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으로 여기고 있는 셈이다 (자기-지시를 한 필요조건을 따르지 않

는다는 에서). 이런 에서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

외”되고 “분리”된 것이다. 

5. 핵심 가 에 대한 추가 논  

앞 에서 <핵심 가설>을 가정했을 때, 무어의 역설이 만족스럽

게 설명된다고 논증하 다. 물론 <핵심 가설>에 동조하지 않는 사

람에게는 이런 설명은 그다지 인상 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본 

에서는 무어의 역설을 잘 설명한다는 것 외에 <핵심 가설>을 받

아들일만한 다른 독립 인 이유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 가설>은 자기-지시에 한 (양상 ) 필요조건을 진술한다

는 에서 자기-지시에 한 부분 인 설명(partial account)을 제공

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따라서 <핵심 가설>이 참이라는 것을 설득

하기 해서는 왜 이 가설이 자기-지시에 한 그럴듯한 부분 인 

이론이 될 수 있는지를 설득해야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자기-지

시에 한 만족스러운 이론은 여 히 존재하지 않지만, 많은 철학

자들이 동의할 만한 근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지시의 기능

 역할(functional role)을 규명함으로써, 그 본성이 밝 질 수 있

다는 생각이다. 다시 말해, 자기-지시가 어떤 합리  주체에게 어떠

한 행동 는 심리  차이(difference)를 만들어 내는지를 규명함으

18) 가령, Moran(2001), p.68을 볼 것. 비트겐슈타인 역시 유사한 직 을 피력한 

바 있다. Wittgenstein(1974), p.192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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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그것의 본성을 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근 하에서 

특별히 많은 심을 받은 것은, 자기-지시가 행동에 해 만드는 

차이이다.

를 들어 보자. 미경이는 “나는 곧 강의가 있다”라고 말하고, 

에 있던 철수가 이것을 듣고, “아, 당신은 곧 강의가 있구나”라

고 말한다고 하자. 어떤 의미에서 명백히 미경이와 철수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미경이는 그가 믿는 바를 철수에게 말하 고, 

그것을 들은 철수는 미경이가 믿는 바를 자신도 믿게 되었다.) 게

다가 두 사람 모두 미경이가 강의를 놓쳐서 난처한 상황에 놓이기

를 원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즉, 두 사람이 동일한 믿음과 욕구

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물론 두 사람은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미경이는 곧 강의실로 발걸음을 옮길 것이고, 철수는 가만

히 있거나 아니면 미경이에게 빨리 가라고 재 할지 모른다. 자기-

지시에 해서 연구하는 많은 철학자들은 이런 두 사람이 믿음과 

욕구를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왜 다르게 행동하는 성향을 갖는지에 

해서 규명하는 것을 자기-지시가 제기하는 핵심 문제로 보았

다.19) 즉, 두 사람의 행동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 곧 자기-

지시를 구성(constitute)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행동의 차이가 자기-지시가 만들어 내는 유일한 차이일

까? 어떤 에서 <핵심 가설>은 자기-지시가 사람의 행동에 해

서 뿐만 아니라, 믿음에 해서 만드는 차이를 포착하고자 하는 입

론이다. 의 철수와 미경이의 사례와 유사한 사례를 구성해 보겠

다. 철수와 미경이는 (이 의 사례에서처럼) 모든 유 한 믿음과 욕

구를 공유한다고 해보자. 이제 둘은 각자의 방에서 창밖을 보고 있

19) 자기-지시 문제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페리는 이와 같은 를 통해서 자

기-지시 상이 기존의 지시 이론과 명제 이론에서 설명될 수 없음을 논증

하 다. Perry(1977, 1979, 2006)를 볼 것. 의 미경이와 철수의 는 

Perry(2006)의 로부터 각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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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각각은 “비가 내린다”

라고 믿게 된다. (각자는 상 방 역시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

을 모른다고 가정하자.) 이 시 에서 철수와 미경이의 마음 상태는 

동일할까? 그 지 않다. 철수는 비가 온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동

시에, 자기 자신이(즉, 철수가) 비가 온다고 믿는다는 이차 믿음을 

갖게 될 것이며, 미경이는 비가 온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이(즉, 미경이가) 비가 온다고 믿는다는 이차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철수와 미경이는 같은 믿음 상태에서 출발했고, 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질까?20) 명백한 

답은 철수는 철수를 자기 자신으로 여기고, 미경이는 미경이를 자

기 자신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핵심 가설>은 자기-지시

가 만들어 내는 바로 이런 차이가 자기-지시를 구성한다고 주장하

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자기-지시가 행동에 해 만드는 차이가 자기-지

시를 구성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자기-지시가 믿음에 해서 만드

는 차이 역시 자기-지시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 역시 같이 

합당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 이다. 그 다면 이는 <핵심 가설>이 

참이라고 받아들일 만한 좋은 이유가 된다. 

여 히 <핵심 가설>에 해서 의구심을 품는 독자가 있다면, 아

마도 이보다 조  더 직 인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런 독

자는 아마도 다음과 같이 물을 것이다. “도 체 어떤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여긴다는 것과, p를 ‘나는 p를 믿는다’와 등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 직 으로 무슨 계가 있다는 말인가?” 필자는 이

에 한 개략 이고 다소 사변 인 답변을 제시하면서 본 논문을 

20) 물론 두 사람의 이차 믿음이 어떤 에서는 유사한데, 이는 두 사람의 믿음 

모두 “나는 비가 온다고 믿는다”라는 문장으로 히 표 된다는 에서이

다. 그러나 두 사람의 발화에서 “나”는 각각 철수와 미경이를 지시하고, 따

라서 믿음의 통 인 견해에 따르면 두 사람의 믿음의 내용은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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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겠다. 

필자는 이 질문에 해서 최근에 향력 있었던 리차드 모란

(Richard Moran)의 무어의 역설에 한 연구에서 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21) 모란은 합리  주체가 p의 참과 “나는 

p를 믿는다”의 참을 등하게 여기는 성향을, 주체가 자기 자신의 

믿음에 해서 취하는 “숙고 인 태도” (deliberative stance)에 기인

한 것으로 본다. “숙고 인 태도”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해, 우선 

행동의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나는 내가 오늘 무슨 옷

을 입을지에 해서 어떻게 단하는가? 다른 사람은 평소에 나의 

옷 입는 습 과 기호 등등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입을지 측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나 자신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내가 입을지에 

한 단에 이르는 것 같지 않다. 나 자신은 이 문제에 해서 단

순히 방 자 는 측자가 아니며, 무엇을 입을지에 해 결정해

야 하는 “참여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묻게 되는 질문은, “내가 무

슨 옷을 입는 것이 한가?”이다. 

모란에 따르면, 인간은 근본 으로 자신의 행 를 결정하는 존재

인데, 이런  때문에 일인칭 인 에서는 다음 두 물음이 등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9) 내가 A를 할까?

(10) 내가 A를 하는 것이 한가? 

이는 내가 나 자신의 행 에 해서 방 자 인 태도를 취하는 것

이라 능동 이고 숙고 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슷한 아이디어를 믿음에 해서 용해 보자. 군가 나에게 

21) Moran (1997, 2001, 2012). 이하에서 설명할 모란의 통찰를 자기-지시와 연

결시키는 것은 모란의 서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으로 필자의 아이디

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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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국민의당이 선거에서 선 할 것이라고 믿니?”라고 묻는다면, 

나 자신은 이 문제에 해 방 자가 아닌,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참여자가 된다. 이런 에서 다음과 같은 두 물음이 등

하게 취 될 수밖에 없다. 

(11) 내가 국민의당이 선거에서 선 할 것이라고 믿는가?

(12) 국민의당이 선거에서 선 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한가?

그 다면 (12) 물음에 한 답은 어떻게 내리게 되는가? 흔히 받아

들여지기로 믿음의 규범은 참이라고 한다. 즉, 어떤 것을 믿는 것

이 한지에 한 질문은 항상 그것이 참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에게 (12)는 다음과 등한 질문이 될 수

밖에 없다. 

(13) 국민의당이 선거에서 선 할 것이라는 것은 참인가? 

이런 식으로 나는 왜 p의 참 거짓이 “내가 p를 믿는다”의 참 거짓

과 직 으로 등하게 여기는지에 한 설명을 얻게 된다. 

필자가 보기에 이것이 옳다면, <핵심 가설>에 한 조  더 직

인 설명을 얻게 된다. 자기-지시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객 인 사람을 나 자신으로 여김의 문제이다. 내가 세계에 존재

하는 수많은 사람들 에 특정한 한 사람을 특별히 나 자신으로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는 그 사람의 행 와 믿음에 해서 방

자 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 와 믿음을 내

가 결정할 문제로, 즉 이에 해 숙고 이고 참여 인 태도를 취한

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이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린다. 



무어의 역설과 자기-지시 365

6. 결  

이상에서 무어의 역설에 한 기존의 견해들을 비 하고, 새로운 

이론을 제안하 다. 새로운 견해의 핵심은 p와 “나는 p를 믿는다”

를 등하게 여기는 성향이 자기-지시를 구성한다는 아이디어이다. 

본문에서 <핵심 가설>이라 불 던 이 가설이 주어지면, 이로부터 

무어의 역설에 한 설명은 비교  명쾌하게 이루어진다고 주장하

다. 그 다면 필자가 제시한 무어의 역설에 한 설명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는 <핵심 가설>이 얼마나 그럴듯하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바로 앞 에서 필자는 이 가설을 받아들일 만한 

독립 인 이유가 있다고 논증하 다. 필자는 이 논증들이 완결된 

논증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를 더 발 시키는 것은 차후의 

연구를 해서 남겨두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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