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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으로서의 객관성†

1)

이 상 원
‡

객관성을 주장하기 위한 ‘지표들’을 노직은 4가지로 제시한다. 이 지표들은 

‘불변’ 개념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 것들은 1)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 가능

성, 2) 간주관적 동의, 3) 독립, 4) 변환 속 불변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객관

성의 지표로서 노직이 제시한 4가지의 중요성과 한계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노직이 밝혀주고 있는 이 4가지 지표는 기본적으로 객관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

는 핵심 내용을 지니는 충실한 항목이다. 하지만, 지표의 일부에 대해서는 비판

적 검토가 필요하다. 한 예로, 4가지 지표 가운데서 노직은 특히 변환 속 불변

을 강조하는데, 그는 이 변환 속 불변이라는 지표가 다른 지표보다 객관성을 주

장하는 데 더 근본적인 사항이 된다고 본다. 그는 서로 다른 좌표계 사이에서의 

변환 속에서 나타나는 ‘법칙’의 불변에 집중한다. 필자는 변환 속 불변이라는 

지표가 법칙과 관련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관련해서도 나타남을 

보여줌으로써 노직의 변환 속 불변 개념을 확대할 수 있다고 논의할 것이다. 하

지만 변환 속 불변이라는 지표를 모든 사실에 대해서 적용하기는 곤란하며 어

떤 종류의 사실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

도 덧붙일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필자는 변환 개념을 ‘적극적’ 변환 개념

과 ‘소극적’ 변환 개념으로 나눈다. 노직의 논의의 중요성과 한계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갤리슨,  반 프라센의 견해와 대비하고자 한다.

【주요어】객관성, 불변, 변환, 노직

 †본 연구는 숙명여자 학교 2012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좋은 의견을 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숙명여자 학교 리더십교양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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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객관성(objectivity)은 과학 활동은 물론 인간의 문화 전반, 특히 근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개념 가운데 하나이다. 과학 이

론이 자연의 어떤 영역에 관해서 주장하는 바는 객관적 경험 내용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예들 들어, 뉴튼(Isaac Newton)의 고전 역학은 태양계

에 속하는 행성들의 시간에 따른 운동 상태를 말해준다. 이 고전 역학의 

진위는 행성들의 실제 운동에 한 관찰이 지니는 객관성에 달려 있다. 아

스피린과 같은 약물은 두통에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된다. 또는 아스피린은 

심장 질환에도 효과를 지닌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효과들은 객관적이어

야 한다. 그 효과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아스피린을 

살 이유를 잃게 될 것이다. 아스피린의 두통 치료나 두통 완화 효과가 객

관적이기 위해서는 두통 환자들 ‘사이에서’ 어떤 경험적 확인이 있어야 한

다. 특정한 개별 환자에서만 아스피린이 두통 치료를 나타낸다면, 그것만으

로 아스피린의 두통 치료 효과가 객관적이라고 말하기 곤란하다. 여러 환

자에서 아스피린의 두통 치료 효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아스피린의 두

통 치료 효과가 객관적이라고 말하기가 더 수월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객관성에 한 논의가 우리의 인식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중

요성을 지님을 의심하기 어렵다. 과학 및 인간의 여타 인식 활동을 이해하

고자 할 때, 객관성에 한 개념 규정과 그와 같은 개념 규정이 나타내는 

효용과 가치에 관하여 취급하는 논의는 철학의 영역에서 빼놓기 곤란한 부

분이다. 넓게 보아 이러한 논의는 철학의 영역에서 일정한 관심을 받아왔

다고 이야기해도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과학을 둘러싼 합리주의적 입장과 

상 주의적 입장에 한 논의, 예를 들면, 논리 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와 토머스 쿤(Thomas S. Kuhn)의 과학철학의 립과 같은 

논의 등도 포괄적으로 볼 때 객관성에 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철학자 노직(Robert Nozick)은 불변들: 객관적 세계의 구조

(Invariances: The Structure of the Objective World)에서 객관성에 

한 한 옹호 논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1) 그가 제시하는 객관성은 그

의 책 제목에 나타나듯이 ‘불변(invariance)’이라는 개념에 기초해 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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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불변이란 예를 들어 일정하게 상황을 변화시켜도 한 현상이 일정한 

행동 양식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본 예에서처럼, 행성들의 시

간에 따른 운동 상태는 여러 관찰자에게 변함없이 나타나야 한다. 그래야

만 고전 역학은 경험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 또 다른 예에서처럼 아스피린

의 두통 치료 효과는 불변이어야 한다. 아스피린이 어떤 이에게서만 두통 

치료 효과를 보여주고 다른 이들에게서는 두통 치료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다면, 두통 치료 효과에 불변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경우 객관성은 

확보되기 어렵다. 노직이 객관성에 불변이라는 개념을 통해 접근하여 얻고

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불변으로서의 객관성 개념이 성립한다

면 우리의 외부 세계는 객관적 구조를 지닐 수 있다. 그 객관적 세계의 구

조는 일정한 속성 또는 관계를 보여주어야 한다. 현상 가운데는, 일정한 행

동 방식을 나타내고 그럼으로써 우리에 의해 객관적 구조를 지닌다고 규정

될 수 있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2)

 1) 이에 해서는 Nozick (2001)을 볼 것. 특히, 2장 “불변과 객관성”(pp. 

75-119)을 참조하면 좋다. 2장 “불변과 객관성”은 원래 다음의 글로 출간

되었던 것이다. Nozick (1998), pp. 21-48. 필자의 논의는 Nozick (2001)

을 상으로 하여 인용과 참조를 할 것이다.

  서구 철학계의 분석철학 분야에서 노직이 지니는 위상에 비해 국내에서 

노직에 관한 논의는 매우 미진하다. 특히, 과학철학, 인식론과 관련된 노직

의 입장을 검토하는 국내 논의는 2013년에 볼 때 전무하다. 노직은 주로 

정치철학자로 알려져 있으나, 이와 같은 인지는 그의 철학을 규정하는 일

에서 성공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의 상당수의 저술은 과학철

학과 인식론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적인 예로 Nozick (1981)을 

들 수 있다. 우선 노직 자신이 정치철학자로 파악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타인은 나를 “정치철학자”로 파악해왔지만, 나는 결

코 나 자신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오지 않았다. 나의 글쓰기와 관심의 

다수는 여타 주제에 초점을 두어왔다.”(Nozick 1997, p. 1) 여기서 여타 주

제란 바로 과학철학과 인식론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하겠다. 

 2) 노직이 1998년에 불변과 객관성을 다루는 글을 냈을 때(주 1참조), 논리 실

증주의(혹은 논리 경험주의)나 그 것을 계승한 철학적 흐름과 쿤의 과학관

이나 이를 옹호하는 철학적 흐름 간의 립 이외에도 사회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라는 더 급진적인 상 주의적 과학관이 과학기술학 분야에

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던 무렵이었다. 노직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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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노직의 객관성 개념이 어떤 특성과 한계를 지니는지 자세히 

논의하고, 그럼으로써 객관성을 둘러싼 철학적 논의를 심화, 발전시키고자 

한다. 필자는 노직이 제시하는 객관성의 개념을, 특히 과학 활동과 연계지

어 탐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으

로 노직이 제시하는 네 가지 지표 자체를 노출시키고 이를 분류하게 된다. 

둘째, 노직이 말하는 객관성의 지표들은 기본적으로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충실한 항목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표에 

관해서는 정교한 비판적 논의가 필요하다. 각 지표의 ‘정확한 의미와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논의가 관심사를 이룰 것이다. 객관성의 네 가지 지표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것인지, 부분적으로 얽혀 있는 것인지 등에 해 노

직은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필자는 네 가지 지표를 비교해가면서 그것

들 간의 관계를 명백히 드러내고자 한다. 객관성의 지표에 한 필자의 논

의 과정의 일부에서 필자는 노직의 견해를 갤리슨(Peter Galison)3)의 견

해와 비교할 것이다. 셋째, 노직은 특히 그가 이야기하는 지표 중에서 특히 

‘변환 속 불변’을 매우 강조한다. 반 프라센(Bas C. van Fraassen)4)과 같

은 이도 노직이 주장하는 것과 사실 상 동일한 변환 개념을 제시한다. 노

직은 변환과 불변이라는 개념을 서로 다른 좌표계 사이에 있게 되는 변환

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법칙’ 불변과 관련해서 논의한다. 이 변환 속 불

변이라는 지표에 해서 필자는 좀 더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필자는 

노직의 변환 개념을 법칙 불변에서 나아가 ‘사실’과 관련된 변환 개념으로 

확  적용이 가능하다고 논의할 것이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관련된 변환 개념은 제한적으로 확  적용된다는 점도 지적할 것이다. 변

환이라는 지표는 일부 사실에 해서는 성공적으로 확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사실에 해서는 확  적용하기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보여주

고자 한다. 즉 노직의 지표 개념은 ‘제한된’ 사실과 연관하여 적용할 때 효

과가 뚜렷하다는 점을 토의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국면을 이해하기 위해 

변 개념을 구상하는 데 영향 받았다. 아래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노직

은 반상 주의 흐름을 지향하는 입장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이에 해서는 Galison (1987), 특히 pp. 257-62를 참조하면 좋다.

 4) 이에 해서는 van Fraassen (1989), 특히 pp. 215-89를 참조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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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3절에서 필자는  ‘적극적’ 변환 개념과 ‘소극적’ 변환 개념을 도입한다.

2. 객관성의 네 가지 지표

불변이라는 측면에서 객관성을 이해하려는 노직의 논의를 검토하기 위

해, 먼저 노직의 지표에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직은 객관성에 해 

다음과 같은 지표를 언급한다.

객관적 사실 또는 객관적 진리에 관한 통상적 관념에는 세 가지 가닥

이 존재한다. 첫 번째, 객관적 사실은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 가능하다. 

그것에의 접근은 서로 다른 때에 동일한 감각(시각, 촉각 등등)에 의해 

반복될 수 있다. 그것은 동일한 관찰자의 서로 다른 감각들에 의해, 또

한 서로 다른 관찰자에 의해 반복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실험실이 그 

현상을 복제할 수 있다. 한 사람의 한 가지 감각 양상에 의해 한 순간

에만 경험될 수 있는 것은 임의 잡음(noise)과 구별될 수 없으며 객관

적 사실로서 (안전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첫 번째 것과 관계된, 객관적 진리의 두 번째 지표는 그것에 관해 간

주관적(intersubjective) 동의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독립(independence)과 관계가 있다. 만일 p가 

객관적 진리이면, 그것은 사람들의 믿음, 욕구, 소망, 그리고 p인 관찰 

또는 측정과 독립적으로 성립한다.

객관적 진리의 세 가지 특징(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 가능성, 간주관

성, 독립)은 확실히 정교화와 세련화를 필요로 하는데, 만일 그것들을 

개별적으로는 필요하며 연합적으로는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는 데 한 

반례들을 만나는 것만을 위해서라면 말이다. 우리는 또한 독립이라는 

관념이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잘 성립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탐구하고자 하는 것은 객관적 진리의 네 

번째의 그리고 더 근본적인 특징이다. 객관적 사실은 다양한 변환

(transformations)에서 불변이다. 어떤 것을 객관적 진리로 구성하는 

것이 이 불변이며, 이것이 앞의 세 가지 특징들(그것들이 성립되는 한

에서)의 기초를 이루며 이것들을 설명해준다.(Nozick 2001, pp. 75-6)

위 인용문을 근거로, 그의 견해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노직이 제

시하는 객관성의 지표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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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 가능성(accessibility from different 

angles)

2. 간주관적 동의(intersubjective agreement)

3. 독립(independence)

4. 변환 속 불변(invariance in transformations)5)

이처럼 객관성을 이해하기 위해 노직은 위와 같이 네 가지의 지표를 포착

하고 있다. 이 네 가지 지표를 통해, 노직은 객관성의 핵심 면모를 파악하

는 데 필요한 상당히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가 

제시하는 객관성의 지표가 지니는 훌륭한 점에도 불구하고, 노직의 이와 

같은 논의의 일부 내용은 보완되어야 하거나 비판될 수 있다. 노직이 논의

하는 객관성의 지표가 어떤 장점과 한계를 지니는지에 해서 다음 절에서

부터 상술하기로 한다. 

3.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 가능성

우선 1)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지니는 의미에서

부터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다. 사실 상 노직이 주장하는 객관성의 지표 1)

은 객관성에 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특성을 전형적으로 나타내주는 지

표라고 할 수 있다. 소금의 맛이 짜다는 경험은 객관적이다. 이 경험을 객

관적이라고 보지 않는 이는 드물 것이다. 이 때 이 경험이 객관적인 이유

의 한 가지는 소금이 짠 맛을 지닌다는 경험이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 가능

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표현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표현으로 바꾸면 그 뜻이 좀 더 명확해진다는 인상을 필

 5) 노직은 ‘변환 속 불변’을 간혹 변환으로 줄여 쓸 때가 있다. 이때의 변환은, 

불변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된 변환임은 물론이다. 변환 속에서 불변이 나타

나지 않는다면, 이는 객관성과 멀어지는 상황을 의미하며 ‘불변 속 변환’이 

객관성의 다른 지표보다 ‘근본적이라는’ 노직의 핵심 주장과도 멀어지는 것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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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갖고 있다. 소금이 짜다는 경험이 객관성을 지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상황이 요구될 것이다. 노직이 말하는, 우선 ‘때’의 요소가 

존재한다. 노직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것에의 접근은 서로 다른 때에 

동일한 감각(시각, 촉각 등등)에 의해 반복될 수 있다.” 이것을 1-A로 표

시하기로 한다. 

1-A. 서로 다른 때에 동일한 감각(시각, 촉각 등등)에 의해 반복 가능

어떤 경험적 사실이 특정한 때에만 확인되고 다른 때에는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경험적 사실은 객관성을 지닌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서로 

다른 때에 소금의 맛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아침, 저녁, 또는 임의 시간에 

소금의 맛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때에 경험한 소금

의 맛이 짜다면, 소금이 짠 맛을 지닌다는 경험은 객관성을 지니게 된다. 

소금의 짠 맛은 때에 의존함이 없이 ‘불변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 가능이라는 지표의 한 요

소로서 때에 관한 노직의 논의는 유의미한 것이 된다. 서로 다른 때에 어

떤 경험적 사실이 존재하는지의, 확인되는지의 여부는 객관성을 구성하는 

기초적 특징인 것이다. 

때의 문제에 더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특성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노직은 “그것은 동일한 관찰자의 

서로 다른 감각들에 의해 … 반복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을 1-B

로 표시하기로 한다.

1-B. 동일한 관찰자의 서로 다른 감각들에 의해 반복 가능

이 문장에서 “그것은” 물론 객관적 사실이다. 노직의 표현에서 “동일한 

관찰자의 서로 다른 감각들에 의해” 반복될 수 있다는 표현은 그렇게 반복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고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견해로 물론 받아들

일 수 있다. 그런데 경험의 상당수는 노직이 말하는 서로 다른 감각들로 

확인되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 소금의 짠 맛은 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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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시각으로 느낄 수는 없다. 단풍잎의 붉은 색을 시각으로 확인할 수는 

있어도, 혀로 맛보아서 알 수는 없는 것과 같다. 이처럼 우리의 직접적 감

각 지각 능력에 제한해서 이해하면, 짠 맛을 시각이나 촉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직이 제시한 1-B는 그릇된 요소인가? 반드시 그

렇지는 않아 보인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한 사실이 동일한 관찰자의 서로 다른 감각들에 의해 확인될 가능성에 

한 주장이 얼마만큼 의미를 지니느냐가 지금 우리의 관심사이다. 단풍잎

의 붉은 색은 눈으로 보는 것이지 혀로 맛볼 수 없다. 이것은 한 사실을 서

로 다른 감각들로 확인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보여주는 예이다. 그런데 ‘도

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감각으로 한 사실의 확인이 가능한 것

으로 보아줄 만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도구를 사용하면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석화학 실험실에 소금의 성분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실험실은 도구를 사용하는 분석화학 기법을 소금의 맛을 

확인하는 데 적용한다. 그리하여 소금에 나트륨(Na) 성분이 많다는 것이 

분석화학 실험실 내의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그래프 곡선에서 나의 시각

으로 확인되면, 소금은 짠 맛을 지니는 물질이라고, 혹은 짠 맛을 지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추론하게 될 것이다. 이 상황은 필자가 노직이 말

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또는 확장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노직에 한 한 해석일 뿐이며, 노직이 이 상황이나 이 상황과 유

사한 그 어떤 경우를 염두에 두었는지를 알 수는 없다. 또한 컴퓨터 모니

터 상에 나타난 그래프에서 나트륨 성분이 많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 우리

의 감각 기관인 혀로 확인한 감각 지각 내용과 등한 경험인지도 논란거

리가 될 수 있다.6)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각도의 한 경

우로서 서로 다른 감각들을 사용하는 확인의 중요성을 노직이 잘 지적하고 

있다고 여기서 말하더라도 별 다른 이견을 발생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견해를 구성하는 세 번째 측면에 해 

논의하겠다. 그것은 바로 “서로 다른 관찰자에 의해 반복될 수 있다”는 노

직의 견해에 한 논의이다. 이를 1-C로 표시할 것이다.

 6) 이러한 등성에 한 상세한 논의가 이 글의 주된 쟁점이 아니므로, 추가

적 논의를 덧붙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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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 서로 다른 관찰자에 의해 반복 가능

소금이 짠 맛을 지닌다는 경험은 나의 미각으로 서로 다른 때에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확인을 통해 때에 의존하지 않고 소금이 짠 맛을 나타내

면,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객관성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감각에만’ 나타나는 경우이다. 다른 사람의 미각에는 소금의 맛이 짜

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미각에서도 소금

의 맛이 짜다는 경험이 나타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바

로 “서로 다른 관찰자에 의해 반복될 수 있다”는 노직의 표현에 담겨 있는 

것이다. 서로 다른 관찰자에 의해 동일한 경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은 

한 개인의 감각에서 서로 다른 때에 동일한 경험 내용이 나타났다는 것보

다 ‘훨씬 더 강력한’ 객관성 수립의 요소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개인이 아

니라, 개인을 넘어서서 경험의 사회적 차원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목에서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1-A) 서로 다른 때에 한 개인의 

동일한 감각으로 접근 가능하고, 1-B) 한 개인의 서로 다른 감각들에 의해 

접근 가능하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특정 개인의, 한 개인의 한계 안에서 이

루어지는 사안이었다. 이에 비해, 이러한 1-C)라는 사회적 차원 또는 간주

관적 차원은 인식 일반에서 주목할 만한 요소이며, 특히 과학 활동에서 상

당히 강조되는 것이다.7)

노직은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 가능성과 관련해서  1-C의 한 경우를 

과학 활동과 결부지어 이렇게 말한다. “서로 다른 실험실이 그 현상을 복

제할 수 있다.” 이를 1-C-E로 표시하기로 한다.

1-C-E. 서로 다른 실험실이 동일 현상을 복제

특정한 실험실의, 특정한 도구에서만, 특정한 때에만 어떤 현상이 나타

나면, 이 현상을 객관적인 것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특정한 실험실 안

 7) 그렇기 때문에 지표 1-C)는 지표 2), 3) 4)와 연관이 되는 것으로 보일 때

가 있다. 그러한 연관이 있다면, 어느 수준에서 그러한지를 지표 2), 3) 4)

를 다루는 절의 일부에서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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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라도, 그 실험실의 서로 다른 도구에서, 서로 다른 때에 그 현상이 나

타나면 그 현상은 객관성을 드러내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가 다

른 실험실에서도 그 현상이 나타나면 객관성은 보다 더 인정받기 쉬운 단

계로 접어든다. 여러 실험실에서, 여러 도구에서, 여러 때에 그 현상이 잇

달아 출현하면, 그 현상은 과학자사회에서 객관성을 갖는 것으로 인정될 

것이다. X선 현상이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X선은 처음에는 뢴트겐

(Wilhelm Conrad Röntgen) 실험실의 실험 도구에서만 나타났다. 이 단

계에서는 객관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다. 뢴트겐 자신도 불투명체에 

해서 투과성을 지니는 이 현상이 무엇인지 의아해 했을 것이다. 하지만 X

선 현상이 여러 실험실에서 출현하면서 X선 현상은 객관적 현상이 되어 

갔던 것이다. 노직의 “서로 다른 실험실이 그 현상을 복제할 수 있다”는 표

현은 이처럼 과학 활동을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 관건이 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C의 한 경우로서 “서로 다른 실험실이 그 현상을 복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 즉 1-C-E를 말하는 노직의 입장과 유사한 견해가 있다. 한 예를 

들자면, 갤리슨(Peter Galison)은 ‘안정성(stability)’이라는 개념을 제기한 

바 있다.8) 갤리슨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안정성”으로 나는 실험 조건의 몇몇 면모를 변화시켜 주는 그 모든 

절차를 염두에 둔다. 그 결과를 기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시험 물

질, 장치, 자료 분석에서의 변화. …… 각각의 변화를 주었을 때 결과

에서 변동이 있게 되면 모든 관찰을 만족시키는 하나의 안적인 인과

적 이야기를 가정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한다.(Galison 1987, p. 260)

안정성은 실험 조건을 바꾸어 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현상의 구조적 

특성이 그 로 드러나는 성질을 의미한다. 어떤 이 H가 자신이 암에 걸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기로 한다. 먼저 그 사람은 A라는 병

원에서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는다. 이에 H는 병원 A의 이러한 진단을 

의심할 수 있다. 이때 H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병원 A에서 재검

진을 받고 진단 결과를 들어보는 것이다. 하지만 H는 병원 A에서 받은 암 

 8) 이에 해서는 Galison (1987), 특히 pp. 257-62를 참조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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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에 관한 진단을 의심하고 있으므로 H는 병원 A에서 재검진을 받는 일

을 피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경우 H는 B라는 다른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볼 수 있다. 병원 B는 병원 A와 다른 병원이라는 점이 중요하

다. 병원 B는 병원 A와는 ‘다른’ 의료진과 ‘다른’ 의료 장비를 지닐 가능성

이 매우 크다. 서로 다른 의료진과 의료 장비를 썼을 때도, H가 암에 걸린 

것으로 진단되면, H는 자신이 암 환자임을 의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병원 B에서 H가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아도, H는 이를 다시 의심

할 수 있다. 그리하여 H는 C라는 또 다른 병원에서 또 다시 의학적 검사

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병원 C에서도 암이 있다고 진단되는 H는 자

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이제는 거의 기정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H는 또 다른 병원 D, E, … 등등에서 

재검진을 받아볼 수 있다. H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 여기서 초점은 서로 

다른 의학 실험실의 의료 장비에서 발암 진단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X선 촬영 판독, CT(Computed Tomography) 촬영 판독,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촬영 판독의 경우에서처럼9), 

‘서로 다른 도구’에서 암 세포의 존재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판정되면, 

이것은 안정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갤리슨

이 말하는 안정성 개념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H의 육체 안에 

암 세포가 존재한다는 것이 ‘안정적인 사실로서’ 주장되는 상황이 바로 이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이해되는 갤리슨의 안정성 개념은 노직이 말하는 

서로 다른 실험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복제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보여준다. 1-C-E, 즉 서로 다른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현상 복제로서 표현되

는 객관성 개념은 갤리슨의 안정성 개념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 노직은 객관

성을 개념적으로 보다 엄 히 규정하는 일에 주목한다는 특징을 지니며, 갤

리슨은 실험 과학에 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안정성

이라는 개념을 옹호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노직이 불변으로서의 객관성이라

는 개념에 집중한다면, 갤리슨은 불변으로서의 안정성에 집중하고 있다.

 9) 이런 영상 기술의 출현, 전개, 의미에 해서 다루는 한 문헌으로 Wolbarst 

(1999)를 참조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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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주관적 동의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 가능이라는 지표에 이어, 객관성의 두 번째 지표

인 간주관적 동의에 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위의 사례 중에서 본 것처럼, 

객관성의 첫 번째 지표와 관련하여 소금이 짠 맛을 지닌다는 것을 내가 여

러 방식으로, 즉 나의 한 감각으로 여러 때에, 그리고 나의 다른 감각들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관찰자에게 동일한 감각이 나타나

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이것은 노직이 이야기하는 객관성의 첫째 지표, 즉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사항과 관련이 있다. 그럼 노직이 

말하는 객관성의 두 번째 지표가 무엇을 드러내 주는 것인지에 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노직이 밝히고 있는 객관성의 두 번째 지표는 간주관적 동의가 존재하거

나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가 여러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금이 

짠 맛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했고, 또한 다른 이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소

금이 짠 맛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가정한다. 이 상황은 물론 객관성

의 첫 번째 지표와 관련된다. 노직의 두 번째 지표인 간주관적 동의는 누

군가가 다양한 각도에서 어떤 사실을 확인한다는 사항을 넘어선다. 그가 

지적하는 간주관적 동의는 개별 인식 주관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인식 주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인식 주관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간다. 인식 주관들 사이에서 상호작용, 예를 들면, 소금은 짠 맛을 지

닌다는 사실을 놓고 상호작용이 있게 되고 서로 의견 일치 또는 의견 불일

치에 이르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발생하는 간주관적 동의는 집

단적 인식 활동에서 핵심적 관건의 하나가 된다. 예를 들어, 과학 활동에서

는 내가 어떤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식 주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동의, 즉 간주관적 동의가 필수적인 요

소가 된다. 과학은 인식 주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한 형태

이기 때문이다.

노직은 “간주관적 동의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간주관적 동의에 해서 노직이 이렇게 논의한 것을 더욱 발전시킨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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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서, 필자는 간주관적 동의에 좀 더 섬세하게 유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유의가 요구하는 핵심은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 가능성의 

첫 번째 요소, 1-A) 서로 다른 때에 동일한 감각(시각, 촉각 등등)에 의해 

반복 가능이 자동적으로 간주관적 동의를 함축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소

금이 짠 맛을 지닌다와 같은 사실에 해서는 간주관적 동의가 비교적 쉽

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뢴트겐이 X선 현상을 처음 보았을 

무렵에는 이 X선 현상에 한 간주관적 동의가 존재하기 어려웠을 가능성

이 높다. X선 현상이 뢴트겐의 실험 도구에서 나타났고, 나아가 ‘반복적으

로’ 나타났을지라도 다른 실험자의 도구에서도 곧 바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설사 다른 이의 도구에서 X선 현상이 관찰되었다

고 하더라도 간주관적 동의가 즉각적으로 성립되지는 않을 여지가 있다. 

도구가 불완전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또는 도구가 오류로 인해서 작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또는 충분히 배제되었는가를 놓고, 동일한 도구

를 사용하는 인식 주관들 사이에서, 나아가 서로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더욱 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실험 도구를 개인이 

사용하여 실험적 현상을 얻은 경우에 위와 같은 상황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는데,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실험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간주관적 동의

에 도달하는 데에 더 많은 난관이 존재할 수 있다.10) 어떤 현상이 제 로 

나타났느냐에 해서 다른 개인이나 다른 집단과 의사소통을 하기 이전에, 

각 실험자 집단 ‘내’에 속하는 개별 인식 주관 사이에서조차 실험 결과의 

신뢰성에 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더구나 이 개별 인식 주관 사이의 

논란이 긴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황에 해 유의함으

로써 우리는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 가능성이라는 지표가 간주관적 동의

라는 지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유의미하게 구별되는 지표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지표 1-C)는 반복 가능에 초점이 있는 반면, 지표 2)간

주관적 동의는 의견 일치 또는 합의에의 도달에 초점이 있다. 어떤 현상이 

서로 다른 관찰자에 의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하자. 이때 서로 다른 관

10) 현  과학 실험의 부분에서 실험은 개인이 수행한다기보다는 집단이 수

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난관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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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자가 ‘곧 바로’ 의견 일치 또는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반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진정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 것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 또는 외견상의 일치를 나타낸 것인지를 놓고 서로 다른 관찰

자들 사이에서 의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필자는 위에서 논의했던 갤리슨의 ‘안정성’ 개념과 같은 요소가 중요한 것

이다. 반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충분히 안정성을 지니는지의 여부가 확립

되려면 일반적으로 확인 절차가 요구된다. 이 확인 절차는 서로 다른 관찰

자 사이에서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한 관찰자에 확인 절차는 비교적 

쉽고, 신속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다른 관찰자에게, 확인 절차는 매우 어

렵고, 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 가능한 현상이 서로 다른 관찰자 사

이에서 나타났다는 것과 그 관찰자들 사이에서 동의, 즉 간주관적 동의가 

일어났다는 것은 항상 동일한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

게 이해할 때, 지표 2)는 지표 1-C)와 연관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구별되는 지표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5. 독립

객관성의 세 번째 지표, 또는 특징으로서 노직은 ‘독립’을 강조한다. 이 

지표가 무엇을 뜻하는지 논의하기로 한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만일 p

가 객관적 진리이면, 그것은 사람들의 믿음, 욕구, 소망, 그리고 p인 관찰 

또는 측정과 독립적으로 성립한다.” 인용문에 기술된 내용 가운데 일부가 

직관적으로 수용 가능해 보이지만, 다른 일부를 수용하는 데에는 숙고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p가 객관적 진리이면, 그것은 “사람들의 믿음, 

욕구, 소망”과 독립적으로 성립한다는 견해는 비교적 쉽게 이해가 간다. 

‘소금이 짠 맛을 지닌다’는 주장을 고려해 보기로 한다. 소금이 짠 맛을 지

닌다는 것이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되었고, 또한 간주관적 동의가 이루어졌

다면, ‘소금이 짠 맛을 지닌다’는 문장은 객관적 진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수립된 객관적 진리는 소금이 짠 맛을 지닌다는 사실을 확인한 인식 주관

들의 믿음, 욕구, 소망과 관계가 없다.  ‘소금이 짠 맛을 지닌다’는 문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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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이 짠 맛을 지닌다는 경험적 확인에 의해서만 수립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경험적 확인을 시도한 사람들의 믿음, 욕구, 소망과 관계가 없다. 

소금이 짠 맛을 지니는 것은 사람들의 믿음, 욕구, 소망에 해 불변일 것

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행한 “p인 관찰 또는 측정과 독립적으로 성립한다”

는 견해에 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노직은 이런 점에 해

서는 상세히 취급하지 않고 있다. p가 객관적 진리이면, 그것은 “p인 관찰 

또는 측정과 독립적으로 성립한다”는 주장이 p가 일단 객관적 진리가 된 

이후에는 p인 관찰 또는 측정이 필요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p인 관찰 또는 측정이 있어야만 p가 객관적 진리인

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금이 짠 맛을 지닌다’는 주장은 소

금이 짠 맛을 지닌다는 경험을 보여주는 관찰이나 측정 없이 객관적 진리

로서 수립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떤 주장은 그 주장이 사실로서 발생했는

지에 한 경험적 확인 내용과 독립적으로 참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p

인 관찰 또는 측정과 독립적으로 성립한다”는 표현이 p가 일단 객관적 진

리가 된 이후에는 p인 관찰 또는 측정이 필요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 p인 관찰 또는 측정과 독립적으로 

성립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필자는 ‘사람들의 p인 

관찰 또는 측정’이 관찰자가 ‘어떤’ 사람이냐와 독립적이어야 함을 의미하

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노직의 문장은 분명히 무엇을 뜻하는

지 말하지 않고 있다. 어떤 실험 도구를 사용하여 p인 관찰 또는 측정을 

얻어냈다면, 그 관찰 결과 또는 측정 결과는 구체적으로 그 p인 관찰 또는 

측정을 어떤 사람들이 또는 어떤 실험자들이 수행했느냐와는 관계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김씨가 수행했든 이씨가 수행했든, 남자가 했든 여자가 

했든, 20 가 했든 60 가 했든 상관이 없는 것이다. 실험 도구가 무생물인 

경우 그 도구가 사람에 영향을 받아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실험 결과를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11) 뢴트겐의 실험 도구에서 X선 현상

11) 그러나 개, 소, 고래 등과 같은 포유류를 사용하는 동물 실험에서는, 무생물

인 실험 도구를 사용하는 실험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개, 소, 고래와 같은 포유류가 지니는 수준의 뇌 용량은 사람을, 즉 실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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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온 관찰은 그 실험을 수행한 이가 뢴트겐이냐 아니냐와 무관해야 하

는 것이다. 그래야만 ‘독립’이라는 개념이 유효성을 담보하게 된다.

지표 1-C) 서로 다른 관찰자에 의해 반복 가능은 지표 3) 독립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 1-C)에서 서로 다른 관찰자라는 구절에 등장하고 3)에서

는 p인 관찰 또는 측정의 관찰자나 측정자의 독립성을 말하고 있기에, 이

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지표 3)은 어떤 관찰자들과 현상들에 

해서 지표 1-C)와 지표 2)가 만족되었을 때, 그 때에만 주장될 수 있는 사

항이다. 지표 1-C)는 서로 다른 관찰자에게 어떤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

난 상황 자체에 국한되는 성격을 지닌다. 지표 1-C)가 충족되고 나아가서 

지표 2) 간주관적 동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비로소 지표 3)을 주장할 수 있

는 것이다. 그러므로 1-C)가 중요한 지표이면서도, 지표 3)과는 구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6. 변환 속 불변

6.1. 변환 속 법칙 불변

노직이 말하는 객관성의 네 가지 지표를 위에서 살펴보고 그에 관해 논

의했다. 그 세 가지 지표는 1)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 가능성, 2) 간주관

적 동의, 3) 독립이었다. 노직은 객관성의 이 세 가지 지표에 마지막으로 

한 지표를 더한다. 그것은 4) 변환 속 불변이다. 이에 해 노직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 내가 여기서 탐구하고자 하는 것은 객관적 진

리의 네 번째의 그리고 더 근본적인 특징이다. 객관적 사실은 다양한 변환

에서 불변이다. 어떤 것을 객관적 진리로 구성하는 것이 이 불변이며, 이것

이 앞의 세 가지 특징들(그것들이 성립되는 한에서)의 기초를 이루며 이것

들을 설명해준다.” 이처럼 노직은 변환이 객관성을 위한 지표 1)∼3)보다 

를 분별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명체를 사용한 실험이더

라도,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같은 상을 사용하는 실험에서는 그것들이 

실험자를 분별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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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근본적인 지표로 본다. 이 변환이라는 지표로 노직이 무엇을 이야기하

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드는 예를 활용하여 이 지표가 지니는 

의미에 접근하기로 한다.

그가 드는 한 예는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의 특수 상 성 이론

(theory of special relativity)이다.12) 잘 알려져 있듯이, 아인슈타인의 특

수 상 성 이론은 법칙 ‘불변’과 깊은 관련이 있다. 특수 상 성 이론에서 

‘특수’라는 표현은, 잘 알려져 있듯이, ‘등속도로 운동하는’ 좌표계에 제한하

여 법칙 불변에 해서 논의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특수 상 성 이론은 등

속도로 운동하는 서로 다른 좌표계에서 물리 법칙이 불변적으로 성립한다

는 이론이다. 즉, 등속도로 운동하는 서로 다른 좌표계에서 나타나는 물리 

법칙의 수학적 기술(형식)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노직은 이에 

해 이렇게 간명하게 말하고 있다. “아인슈타인의 상 성 원리는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법칙들이 똑같은 수학적 그리고 논리적 형식을 취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13)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노직이 주목하는 지표 4) 변환 

속 불변은 법칙과 수학적 형식(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를 예를 들어 이해하기로 한다.14) 한 강의실에서 내가 돌을 손에 쥐었다가 

놓으면 수직으로 낙하한다. 강한 바람과 같은 외력이 낙하하는 돌에 영향

을 주지 않은 한, 돌은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정확히 말하면, 지구의 중력 

중심 방향으로 떨어진다. 바로 이 방향을 우리는 보통 수직 방향이라고 말

하는 것이다. 내가 돌을 떨어트린 강의실은 한 좌표계이다. 이 강의실을 관

행적으로 일종의 정지 좌표계로, 즉 이동 속도가 0인 좌표계로 가정할 수 

있다.15) 그런데 돌을 손에 쥐었다가 떨어트리는 실험을 등속 운동하는 다

12) 노직이 특수 상 성 이론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곳으로 Nozick (2001), 

pp. 78-83, pp. 86-7 등을 참조하면 좋다.
13) Nozick (2001), p. 86.
14) 이하의 예에서는 등속도 좌표계 사이에서의 법칙 불변에 해 논의할 것이

다. 이런 점에 해서는 아인슈타인 이전에 갈릴레오도 이미 다룬 바 있다. 

이때 여기서 갈릴레오 상 성 원리와 아인슈타인 상 성 원리의 세부적 차

이(예를 들면, 광속 불변의 도입)를 밝히는 것이 이 글을 목적이 아니므로, 

등속도 좌표계에서 발생하는 법칙의 불변과 관련된 기본 사항에 초점을 두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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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좌표계에서 수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예를 들어, 등속도로 

운동하는 열차의 객실 내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내가 열차의 객실 통로

에서 돌을 손에 쥐었다가 놓는다. 돌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열차가 등

속도로 운동하므로 돌이 열차의 운동 방향과 반 되는 방향 쪽으로 비스듬

하게 객실 바닥으로 떨어질 것인가? 잘 알려져 있듯이, 그렇지 않다. 등속

도로 움직이는 열차 내부에서도 낙하하는 돌은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여 열

차 객실의 바닥에 닿는다. 낙하 운동의 결과는 등속 운동하는 서로 다른 

좌표계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강의실과 등속으로 움직이는 열차 안에서 

낙체의 운동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즉 낙하 현상의 불변이 드러

난다. 이것은 노직이 불변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한 

전형적 사례가 될 것이다.

노직이 변환 개념을 객관성의 한 지표로서 강조하는 것처럼, 변환 개념

에 주목하는 철학자 가운데 하나로 반 프라센(Bas C. van Fraassen)을 

들 수 있다. 반 프라센은 변환이라는 표현보다는 ‘ 칭(symmetry)’이라는 

표현을 더 중심적으로 사용한다.16)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 성 이론의 경우

에서, 물리 법칙은 상  운동하는 등속도 좌표계‘들’에서 동일하게 주어진

다. 이런 상황을 노직이 변환이라고 표현하는 데 비하여, 반 프라센은 칭

이라고 더 빈번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노직은 서로 ‘다른’ 좌표계를 강

조하는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래서 좌표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로서의 

변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반 프라센은 

서로 다른 좌표계에서 법칙이 ‘동일성’을 나타내는 점을 강조하여, 칭이

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변환이라고 하든 칭이

라고 하든, 그러한 개념들을 구사하게 해줄 수 있는 근거는 ‘불변’이라는 

성질에 있다. 노직은 말할 것도 없으며, 반 프라센 역시 변환과 불변이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사용한다. 물론 반 프라센의 경우 변환과 불변이라는 

개념으로 사실 상 칭 개념을 다루고 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15) 우리가 정지 좌표계로 생각하는 강의실이라는 이 좌표계는, 지구가 공전 운

동을 하므로, 엄격히 말하면 정지 좌표계는 아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흔히 정지 좌표계로 가정한다. 여기서도 그렇게 가정하기로 하겠다.
16) 이에 해서는 van Fraassen (1989), 특히 pp. 215-89를 참조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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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나는 변환과 불변의 관점에서 그 동일한 주제를 정확히 이야기하

길 원한다. 이 맥락에서 흥미로운 변환이란 모든 유관한 점에서 각 개

별자를 동일하게 남겨두는 변환이다.17)(van Fraassen 1989, p. 244)

위에서 “그 동일한 주제”란 칭에 관한 주제이다. 반 프라센이 주장하

는 칭은 바로 변환과 불변이라는 용어로도 동일하게 이야기 될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 그러므로 반 프라센의 견해는 변환에 관한 노직의 견해와 

동일하다. 위에서 “이 맥락에서 흥미로운 변환이란 모든 유관한 점에서 각 

개별자를 동일하게 남겨두는 변환이다”라고 반 프라센이 말할 때, 각 개별

자를 동일하게 남겨둔다는 의미는 각 좌표계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인 사실

적 상황, 개별적인 법칙적 상황을 뜻한다. 변환이 있어도 개별자가 보여주

는 속성과 관계가 불변인 그러한 변환이 반 프라센이 관심을 두는 변환이

다. 그리고 이러한 변환이야말로 노직이 말하는 변환과 동일한 것이다.18)

변환에서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특수 상 성 이론의 경우에서처럼, 좌

표계의 변환이 있어도 무언가가 ‘불변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위

에서 본 특수 상 성 이론과 관련된 경우에서는 낙하 현상이 동일하게 불

변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 좌표계에서 수직 낙하 현상을 

‘반복적으로’ 확인한다는 점이 ‘아니다’. 한 좌표계 내에서의 반복적 확인은 

객관성의 지표 중 1)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 가능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직의 이야기는, 앞서 보았듯이, 지표 1)이 중요함에도 불구

하고 지표 4) 변환이 더 “근본적인 특징”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일견 이해

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한 강의실 내에서 ‘여러’ 때 그리고 ‘여러’ 장

소에서 돌의 낙하가 수직으로 이루어진다는 관찰은 객관성을 이루는 주요 

관건임에 틀림없다. 나아가 변환이라는 지표의 관점에서 볼 때, 등속도로 

운동하는 다른 좌표계, 예를 들면 등속도로 운동하는 열차의 객실 내부에

서 돌이 수직 낙하하는 것이 관찰되면, 즉 현상의 불변이 나타나면 객관성

17) 강조는 반 프라센의 원문에 있는 것이다.
18) 어먼(John Earman)도 칭과 불변을 반 프라센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다음의 글을 참조하면 좋다. Earman (2004). 어먼은 주요 사례로 아

인슈타인의 일반 상 성 이론(theory of general relativity)을 사용하여 법

칙과 칭에 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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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더욱 강화된다. 지표 1)이 객관성의 좌표계 ‘내’ 특성이라면 지표 4)는 

좌표계 ‘간’ 특성이라고 말하면 이 상황을 적절히 묘사하는 일이 될 것이다. 

노직의 표현 로 지표 4) 변환이 지표 1)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 가능성

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한 좌표계에서의 반복 관

찰보다는 ‘서로 다른’ 좌표계 사이에서 나타나는 불변이 더 깊은 인식적 의

미를 지닌다고 판단해도 무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지표 1)의 한 경우로서 지표 1-C)와 지표 4)의 관계에 해 살

펴보기로 한다. 지표 2)와 3)에 해서 지표 1-C)가 그랬듯이, 지표 1-C)

는 지표 4)에 해서도 양자가 어떤 식으로 관계가 되는지에 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것은 1-C)가 서로 다른 관찰자에게 현상이 반복적

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표 4)는 ‘서로 다른 관

찰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좌표계에 초점을 둔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1-C)는 한 좌표계 내에서 서로 다른 관찰자에게 어떤 현상

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데 유의하는 지표이다. 그렇지만 1-C)는 ‘서로 

다른 좌표계에서도’ 서로 다른 관찰자에게 현상이 반복적으로 출현하는지

에 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지표인 것이다. 이에 한 고려는 지표 4)에서 

비로소 이루어진다. 바로 이 점에서 지표 1-C)와 지표 4)는 구별되는 것이

다. 따라서 지표 4)에 노직이 주목하는 일은 객관성을 철학적으로 이해하

는 작업에서 그 정당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해도 될 것이다.

6.2. 변환 속 사실 불변

노직의 지표 4)가 지니는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 4)가 진

정으로 다른 지표 1)∼3)에 비해 근본적인지에 해서는 약간의 회의적 태

도를 취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환과 불변 사이의 관계에 해서 

노직은 법칙의 불변과 결부지어 논의한다. 그런데 변환 속 불변 개념을 더 

의미 있게 하려면 ‘사실’과 관련하여 변환의 문제를 확 시킬 가능성에 

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변환 개념이 사실과 관련하여 ‘일반적으

로’ 적용 가능한 지표가 되느냐라는 의문과 관계된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

인의 특수 상 성 이론이라는 사례에서처럼, 낙하 법칙의 불변이 서로 등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 사이의 변환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느냐를 놓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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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할 때에는 변환 개념이 매우 유용하다. 하지만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변환 개념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변환과 불

변에 한 논의는 그 확  가능성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논의하려는 것이다. 

어디에는 확 할 수 있고, 어디에는 확 할 수 없는지 검토하게 된다. 이것

이 왜 그런지를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사실과 관련해서, 변환과 불변의 관념이 성립하는 경우, 즉 긍정적

인 경우를 논의하고자 한다. 과학자들은 지상, 즉 지구 좌표계 내에서 사실

과 관련된 과학 탐구를 할 수 있다. 어떤 과학자는 지상 좌표계에 속해 있

는 자신의 실험실에서 세포의 여러 속성들을 탐구한다. 그는 현미경을 사

용하여 세포가 지니는 여러 성질과 그에 기반한 생물학적 활동을 탐구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과학자는 지구 밖에서 움직이고 있는 우주선 안으로 

현미경과 세포 표본을 가지고 들어가서 세포와 관련된 사실을 연구할 수 

있다. 이 과학자가 타고 있는 우주선은 지구 좌표계와 ‘다른’ 좌표계이다. 

이를 우주선 좌표계라고 하자. 과학자들은 서로 다른 좌표계에서 사실과 

관련한 탐구를 통해 세포의 속성에서 불변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연

구할 수 있다. 지구 좌표계와 우주선 좌표계에서 나타나는 탐구 조건의 차

이로 주어지는 표적인 것으로 중력을 들 수 있다. 서로 다른 좌표계에서 

중력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지구 좌표계에서 우주선 좌표계로

의 이동, 혹은 그 역은 일종의 변환이라고 할 수 있다. 중력 차이가 빚어지

는 서로 다른 좌표계 사이에서의 변환에서도 세포의 일정한 성질과 거동은 

불변적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노직이 제시한 변환은 일부 

사실에 해서도 확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실에 해서는 변환과 불변의 관념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히말라야 산맥의 거동을 논의 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 

히말라야 산맥의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은 해마다 몇 cm씩 높아지고 있다

고 이야기된다. 판구조론(theory of plate tectonics)에 따르면19), 히말라

야 산맥은 지각과 상부 맨틀로 구성되는 지판(地板)들 중에서 유라시아 판

과 인도-오스트레일리아 판이 판구조 운동에 의해 이동하여 부딪혀 ‘서로 

19) 판구조론에 해서는 예를 들어 Press and Siever (1994), 특히 pp. 

446-77을 참조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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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올리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두 판을 어 올리는 

작인은 현재에도 계속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히말라야 산맥은 앞으로도 

해마다 수 cm씩 상승할 것이다. 그런데 히말라야 산맥이 해마다 수 cm씩 

상승한다는 것을 지구라는 좌표계가 아닌 ‘다른 좌표계’에서 관찰할 수 있

을까? 히말라야 산맥이 지금도 상승한다는 것을 다른 좌표계에서 관찰한다

는 관념이 성립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답할 수 있다. 히말라야 산

맥 부분을 지구에서 떼어다가 달로 옮기기가 현재로서는 (그리고 미래에

도?) 불가능하다. 히말라야 산맥은 그 산맥 부분 자체에 의해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판구조 운동을 하는 두 판의 충돌에 의해서 발

생하는 것이므로, 히말라야 산맥을 옮기더라도 에베레스트 산의 상승 운동

은 달에서 관찰되지 않을 것이다. 옮기려면 히말라야 산맥 부분만이 아니

라, 유라시아 판과 인도-오스트레일리아 판을 모두 달로 옮겨야 하는데 이

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유라시아 판과 인도 판의 충돌이라는 판구조 운

동도 두 판만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독립적 상호작용이 아니다. 두 판의 충

돌은 전 지구적 규모에서 여러 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상호작용의 

일부분을 구성할 뿐이다. 따라서 유라시아 판과 인도-오스트레일리아 판, 

두 판의 운동을 있게 하려면, 전 지구를 달로 옮겨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

은 상상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구현하기는 불가능하다. 어떤 방법으로도 

지구를 달로 옮겨 놓을 수 없으며, 더욱이 지구는 달보다 훨씬 크지 않은

가? 설사 지구보다 훨씬 더 큰 천체로 지구를 옮겨서 히말라야 산맥의 상

승 여부를 관찰하려는 작업에 해 상상해 보아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

다. 지구를 다른 천체로 옮길 수 없다. 즉 어떤 천체라는 다른 좌표계로 가

져가서 히말라야 산맥의 상승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20) 아

인슈타인의 특수 상 성 이론을 논의하면서 다루었던 낙하 법칙과 관련이 

되는 그 떨어지는 돌을 다른 천체로 가져가서 탐구할 수는 있다. 즉, 다른 

좌표계로 가져가서 그것의 낙하는 법칙이 관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의 성질

(질량, 화학 조성 등)을 탐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판구조 운동을 

하는 지판의 이동은 다른 천체와 같은 좌표계로 그 지판을 가져가서 확인

20) 세포와 같은 작은 상에 해서는 달을 포함한 다른 천체에 옮겨서 탐구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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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서는 앞 절에서 본 법칙 불변과 관련된 유

의 변환 개념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할 때, 노직의 

변환 속 불변 개념을 사실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환 속 불변 개념이 노직이 제시한 다른 3가지 지표에 한 상

적인 근본성을 지니고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변환 개념

을 모든 사실과 관련된 변환 개념으로까지 확 시키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

6.3. 적극적 변환과 소극적 변환

필자는 위의 6.1절에서 변환 속 법칙 불변에 해 논의했다. 노직의 변

환 개념은 바로 이 변환 속 법칙 불변에 집중해 있다. 이어 6.2절에서 필자

는, 노직이 그의 저술에서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변환 속 사실 

불변에 해서도 그의 변환 속 불변 개념이 지니는 유의미성을 일부 살릴 

수 있다고 논의했다. 반면 일부 사실에 해서는 그의 변환 개념을 적용하

는 데 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필자는 변환 개념을 법칙에 적용할 

때와 변환 개념을 사실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미묘한 차이를 좀 더 명백히 

설명하기 위해 변환 개념을 ‘적극적’ 변환 개념과 ‘소극적’ 변환 개념으로 

분리하고자 한다.

적극적 변환 개념은 다른 좌표계를 실제로 취하여 불변이 발생하는지와 

연관된 개념이다. 아인슈타인이 상 성 이론을 탐구한 맥락이 바로 이 적

극적 변환 개념에 속한다. 소극적 변환 개념은 변환 속 사실 불변과 일부 

관련된다. 이 때 변환 속 사실 불변의 모두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하고만 관련된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지구

의 실험실에서 실험 도구를 통해 세포의 특성을 탐구할 수 있다. 또한 우

리는 지구 밖에서 운행하는 우주선 속에서도 세포의 특성을 탐구할 수 있

을 것이다. 이것은 적극적 변환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변환 속 사실 불

변에 속하는 이러한 상황은 적극적 변환의 일부가 될 수 있다. 한편 6.2절

에서 다룬, 히말라야 산맥의 판구조론적 거동에 한 관찰은 지구가 아닌 

다른 좌표계에서 이루어지기가 곤란하다고 이야기했다. 이 경우는 바로 소

극적 변환 개념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히말라야 산맥이 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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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에 의해 계속 상승하느냐에 해서는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상을 다

른 좌표계로 옮기지 않고 탐구할 수가 있다. 우리는 지상에서의 관찰이나 

측정에 의해 히말라야 산맥의 높이가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다. 한편 우리는 헬리콥터를 이용해 또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히말라야 산

맥의 높이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공위성에서 레이저를 이용

해 히말라야 산맥의 고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상을 

다른 좌표계로 이동시키지 않고 관찰자의 좌표계를 바꾸는 방식에 의거한

다. 이 같은 방식은 소극적 변환 개념의 주요 사례가 된다. 관찰 상이 아

니라 관찰 주체 쪽에서 발생하는 변환(지상, 헬리콥터, 인공위성이라는 서

로 다른 좌표계)에서 사실의 불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변환 개념을 적극적 불변과 소극적 불변으로 나누는 것은 필자의 의도이

지만 노직의 저술에서는 이러한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변

환 개념에 한 노직의 이해는 주로 적극적 변환에 국한된 것으로 판단된

다. 특히 변환 속 법칙 불변과 관계가 깊다. 그러나 소극적 변환 개념을 도

입하면 변환과 관련된 불변 개념이 좀 더 분류적 의미에서 명확해진다. 적

극적 변환과 소극적 변환이라는 이분법이, 객관성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직

이 제시하는 핵심적 지표로서의 변환 개념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소극적 변환 개념을 통해, 우리는 사실과 관련된 불변을 파악하는 데는 적

극적 변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음에 유의

할 수 있게 된다.

7. 결론

이제까지 검토했듯이, 노직은 불변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객관성을 이

해한다. 그가 제시하는 객관성의 지표는 네 가지였다. 노직이 말하는 네 가

지 지표 모두는 이 불변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그 네 가지 지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 가능성. 둘째, 간주관적 동의. 셋째, 독

립. 넷째, 변환 속 불변. 필자는 노직이 분명하게 논의하지 않고 지나간 것

으로 판단되는 이들 네 가지 지표의 함의, 상호 관련성, 한계 등에 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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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히 검토했다. 위에서 논의해왔듯이, 이들 지표는 객관성의 특성을 잘 보

여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표는 

음미해 보았을 때 몇 가지 제약과 한계를 부분적으로 수반하고 있음을 드

러냈다. 

지표 1)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 가능성과 관련하여, 1-A) 서로 다른 

때에 동일한 감각(시각, 촉각 등등)에 의해 반복 가능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기초적인 요소이다. 1-B) 동일한 관찰자의 서로 다른 감각들에 

의해 반복 가능은 어떤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음을 보았다. 

1-C) 서로 다른 관찰자에 의해 반복 가능과 1-C)의 특수 경우로서 

1-C-E) 서로 다른 실험실이 동일 현상을 복제는 객관성 일반은 물론, 특

히 실험 과학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임을 검토했다. 1-C-E)에 한 검

토의 과정에서는 갤리슨의 안정성 개념과 비교하였다.

객관성의 지표 중 2) 간주관적 동의의 경우, 이 지표는 인식 활동의, 예

를 들어, 과학의 사회적, 집단적 성격을 염두에 둘 때, 매우 중요한 객관성

의 지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과학의 상황에서, 간주관성이 

수립되는 데에는 몇 가지 난관이 존재할 수 있음을 논의했다. 과학 활동이 

개인 활동이라기보다는 집단적 활동이기에, 간주관성을 확보하는 데 난점

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표 3) 독립은 객관성을 이루어내게 해주는 또 다른 중요 사항이다. 결

국 독립의 문제란 사실의 확인 과정에 참여한 관찰자나 실험자가 어떤 사

람이냐, 더 구체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믿음, 욕구, 소망을 갖고 있느냐 

등과 상관이 없음을 강조하는 지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직은 객관성의 지표 4) 변환 속 불변을 매우 강조한다. 지표 4) 변환 

속 불변이 다른 지표들 1)∼3)보다 객관성을 구성하게 해주는 더 근본적인 

지표로 보고 있다. 이 지표 4) 변환 속 불변은 변환이 있더라도 법칙의 불

변성이 나타나는 경우를 주로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의 

변환을 적용할 수 있는 한 경우로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 성 이론과 법칙 

불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것은 필자의 ‘적극적’ 변환 개념과 관계가 있

다. 특수 상 성 이론에 따르면, 서로 등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 사이의 변

환이 있어도 물리 법칙은 불변이다. 사실 지표 1)∼3)에 비해 4)가 더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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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지표임을 주장하는 노직의 입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한 좌표계 내에서 낙체가 동일한 운동 행태를 나타낸다

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지표 1)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 가능성

에 해당)보다는, 다른 좌표계에서도 낙체의 운동 행태가 마찬가지로 나타

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지표 4) 변환 속 불변에 해당)이 더 의미심장함

을 부인하는 일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에서 논의했듯이, 

변환 속 불변이라는 지표는 ‘일부’ 사실의 경험적 확인 과정에는 확  적용

할 수 있으나 ‘다른’ 사실에 해서는 확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함

을 논의한 바 있다. 이것은 필자의 ‘소극적’ 변환 개념과 관계가 있다. 우리

가 살펴본 것처럼, 지구의 판구조 운동은 지구 안에서만 확인 가능한 것이

지, 다른 천체로 판구조 운동하는 부분, 또는 지구 전체를 옮겨서 경험적으

로 확인해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지표 4) 변환 속 불변이 다

른 지표에 비해 객관성의 보다 근본적인 지표가 되는 측면을 지님에도 불

구하고, 지표 4)는 적용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한계란 일

정한 종류의 사실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런 부분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객관성의 지표로 노직이 제시한 사

항들 1)∼4)는 객관성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익한 요소라고 말해도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불변하는 그 무엇과 관계된 것으로서 파악되는 의미의 객관

성을 둘러싼 노직의 주장을 검토하고, 비판하며,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

것이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이다. 그런데 이렇게 볼 때, 노직은 상 주의의 

일부 조류에 맞서는 의미의 논의를 펼치고 있는 셈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상 주의와 객관주의의 립에 관한 노직의 논의는 이 논문의 범위

에서 벗어나 있다. 이 글은 불변과 객관성에 관한 논의에 국한되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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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ity as Invariance

Sangwon Lee

In order to argue for objectivity, Nozick presents four ‘marks’ for 

objectivity. All  of these marks are deeply related to the concept of 

‘invariance’. They are 1) accessible from different angles, 2) 

intersubjective agreement, 3) independence, and 4) invariance in 

transformations. In this paper, I argue on the significance and the 

limits of these four marks for objectivity presented by Nozick. 

These four marks by Nozick are basically fruitful items for 

establishing objectivity. Nevertheless, part of these marks need 

critical examinations. For instance, Nozick stresses the mark of 

‘invariance in transformations’ among others. He sees that the mark 

of invariance in transformations is more fundamental for 

establishing objectivity. It is partially understandable that the mark 

of invariance in transformations basically has such a trait. I will 

discuss, however, that the mark of invariance in transformations 

has limits to be applied to some kind of facts. In order to 

understand this aspects, I will introduce the concept of ‘active’ 

transformation and ‘passive’ transformation.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significance and the limits of Nozick's arguments, I 

will contrast his arguments to those of Galison's and van 

Fraassen's.

Key Words: objectivity, invariance, transformations, Noz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