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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형이상학은 적법한가?†

1)

박  호
‡

최근의 래디먼, 로스, 킨게이드 등의 철학자가 분석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하면

서 과학적 형이상학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과학적 형이상학만이 

적법하다. 여기서는 이 “적법성 논제”가 의존하는 적법성 논증을 재구성하여 

논증의 전제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겠다. 이를 보이기 위해서, 우선, 형이상학

과 형이상학적 신념을 구분하고, 또한 적법성을 C-적법성과 G-적법성으로 구

분하며, 그런 뒤에 적법성 논제가 의존하고 있는 결정적 전제의 가능한 여러 해

석을 드러내고, 이를 토대로 적법성 논제를 비판하겠다. 그런데 이들의 논의는 

분야로서 과학철학을 성립시킨 모태 역할을 했던 영미 분석철학 전통 내에서 

끊임없이 부침했던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연장선에 놓여있다. 따라서 

과학적 형이상학의 적법성 논의의 배경을 이루는 분석철학의 전통 내부의 형이

상학에 관한 수축주의와 분리주의를 살펴본 뒤에 후자의 전략에 속하는 과학적 

형이상학의 적법성 논제에 대해서 다루어보겠다. 이런 배경 아래서 과학적 형

이상학의 도전이 더 잘 이해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과학적 형이상학, 분석 형이상학, 자연주의, 적법성 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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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과학이나 과학철학은 형이상학과 어울리지 않을 듯이 보인다. 이는 원시

적인 과학이나 과학 이전의 순전한 사변 정도라고 생각하는 형이상학 개념

을 갖고 있는 경우에나 어울린다. 또한 과학철학 내부에서 벌어진 일에 

한 부분적인 지식밖에 없는 경우에만 합당해 보인다. 이십세기 초반의 과

학철학의 논쟁거리는 과학적 지식의 합리성, 과학적 지식의 발전 등, 주로 

인식론적 주제를 중심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 실재론 논쟁이 과학

철학의 중심 주제로 떠오르면서 이런 상황은 변하였다. 그리고 실재론 논

쟁의 중요한 축은 이론적 실재의 존재 여부 즉 형이상학적 측면이다

(Ladyman 2002).

이런 오해나 몰이해를 회피한다 해도 형이상학에 한 불만은 여전하다. 

최근의 래디먼, 로스, 킨게이드 등의 철학자가 분석 형이상학에 한 비판

하면서 과학적 형이상학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과학적 형이상

학만이 적법하다. 이를 과학적 형이상학의 “적법성 논제”(legitimacy 

thesis)라고 부르겠다. 본고의 주된 목표는 이 논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

증을 재구성하고 이에 해 검토하는 것이다. 적법성의 기준과 적법성 논

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드러내어 이 논제를 비판하겠다. 그 뒤에 과연 과학

적 형이상학이 적법한지 명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먼저 분석 형이상학과 이에 한 도전에 해 일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형이상학에 한 전면적 거부나 회의 뿐 아니라, 분석 형이상학의 

전형적인 전략인 언어-실재 전략에 한 비판을 살펴보겠다. 이런 배경 아

래서 과학적 형이상학의 도전이 더 잘 이해될 것으로 기 되기 때문이다. 

2. 분석 형이상학과 도전 

2.1 분석철학과 형이상학

분석 형이상학이란 분석적 전통에 속하는 철학자의 형이상학이다.1)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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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학철학”과 “형이상학”처럼 “분석”, “분석철학”과 “형이상학”은 어

울릴 수 없으며, 모순에 가깝다는 반응이 부분이다. 그러나 분석철학은 

본래 반형이상학적이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2) 역사를 살펴보면, 분석철

학은 형이상학과 무관할 수 없다. 무어와 러셀은 독일의 관념론을 거부하

고 신실재론을 주창했으며, 이는 초창기의 분석철학에 주된 논쟁과 동력을 

제공하였다. 러셀과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원자론은 분석철학의 한 시기를 

규정했다.

물론, 분석철학에서 형이상학에 한 반 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철학자

나 학파는 존재한다. 논리실증주의3), 철학을 “치료”라고 생각한 후기 비트

겐슈타인, 오스틴의 영향을 받은 일상언어 학파 등이 이에 해당한다.4) 그

러나 분석철학을 이런 학파나 신조와 동일시하지 않는 한 분석철학과 형이

상학이 적 적 관계라고 주장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더구나 이런 철학

이 우세하던 시절에도 형이상학은 사라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논리실증주

의가 풍미했던 유럽의 1920∼30년 와 미국의 1940∼50년 에도 분석철

학 내부에서 형이상학은 사라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브로드(C. D. 

Broad), 캠벨(C. A. Campbell), 프라이스(H. H. Price), 윌리웜스(D. C. 

 1) 분석적 전통에 속한다거나, 분석철학에 종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 자

체로 논란의 여지가 분분한 주제이다. 그렇지만, 비교적 거칠게, 1900년 전

후,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한 철학자들이 부분 여기에 속한다. 그

리고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분석 형이상학의 주제와 방법을 잘 보여주는 

책은 Loux (2006)를 들 수 있다. 가장 최근에 번역되어 국내에 소개되었으

며, 번역된 책의 부제가 흥미롭다. “전통 형이상학에 한 분석적 탐구”이

다. 원저에서 수식어 없는 “metaphysics”가 번역에서는 “전통”, “분석적” 

등의 수식어가 동원되었다. 아마도 “분석”철학에서 형이상학의 “전통”적 주

제라고 간주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번역자의 배려인 

듯하다. 과학적 형이상학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이 참지 못하는 점도 바로 이

런 “전통”에 한 관심이다(Hawley 2008, p. 2). 그러나 보편자, 특수자, 동

일성 등의 전통적 주제에 관심을 갖는 사실이 그 자체로 결함인 것은 아닌 

것 같다.

 2) 김기현 (2003), p. 60, Zimmerman (2004), 박준호 (2011), p. 99.

 3) 논리실증주의와 논리경험주의를 구별하는 경우도 있으나, 여기서는 둘을 같

은 전통으로 보는 견해를 취한다. 이에 해서는 Creath (2011)를 보시오. 

 4) Zimmerman (2004), p.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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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s), 유잉(A. C. Ewing) 등이 형이상학에 종사했으나 널리 알려지

지 않았으며, 이런 의미로 이들을 “잃어버린 세 ”라고 할만하다.5)

그리고 형이상학을 무의미하다고 비판한 논리실증주의자 조차도 명시적

으로 거부했지만 암묵적으로는 형이상학적 가정을 갖고 철학할 수 밖에 없

었다.6) 또한 강경한 논리실증주의자조차도 형이상학의 일부에 속한다고 해

석할 수 있는 상위 형이상학(meta-metaphysic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

다.7) 이는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형이상학의 본성에 관한 반형이상학

적 주장을 강하게 내놓았다는 측면, 또 하나는 형이상학적 진술이나 개념

의 분석에 해서는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인정한 부분이다. 그리고 일부 

논리실증주의 전통에 서있던 철학자는 형이상학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포퍼가 좋은 예이다. 그는 추측과 논박 의 제8장인 “과학과 형이

상학의 지위에 관하여”에서 형이상학이 논박불가능 즉 반증불가능하나 합

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과학적 이론이든 철학적 이론이든, 모든 합리적인 이론은 그것이 어

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에 있어서만 합리적이다. 이론은 오직 

주어진 문제 상황과의 관계에서만 이해 가능하고 합리적이며, 오직 이

런 관계를 검토함으로써만 합리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제 어떤 이론을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으로 간주한다

면, 그 이론은―설혹 비경험적이고 논박 불가능할지라도―직접적으로 

비판적 검토의 상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이 물음

을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론은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 이론은 

다른 이론보다 문제를 더 잘 해결하는가? 혹시 단순히 문제를 옮겨놓

은 것은 아닐까? 그 해결은 간명한가? 그 이론은 유익한가? 그 이론은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다른 철학적 이론과 모순되지 않는

가?(Popper 1963/1989, p. 395)

논리실증주의의 반형이상학적 기조가 강했기에 이런 시기를 형이상학의 

“암흑기”라 불러도 무방하겠지만, 1953년에 출간된 콰인의 논리적 관점에

 5) Ibid., p. xix.

 6) 박준호 (2011), p. 116.

 7) 많은 저자가 “meta”를 “상위”로 옮기기 보다는 “메타”를 선호한다. 하지만 

우리의 한자말 “형이상학”과 호응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전자를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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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를 기점으로 이런 기류가 전환되었다. 그는 이 책에서 경험주의를 공격

하고 존재론을 옹호하였다.8) 콰인의 작업은 존재론 탐구의 기준과 방법을 

제시했으며, 이후의 폭발적인 형이상학적 논의의 물꼬를 텄다.9) 이후에도 

1960-70년 에 걸쳐서 전통적인 형이상학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으며, 특

히 크립키가 이름과 필연 에서 본질주의 형이상학을 옹호했다.10) 그리고 

1970년  말에는 보편자, 사건, 인과, 수, 실체, 자유의지 등에 관한 형이상

학적 논의가 러셀이나 무어시절 못지않게 회복되었다.11)

2.2 분석 형이상학에 대한 도전: 수축주의

그러나 분석 형이상학의 회복과 융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의적인 시

각은 남아있다. 형이상학적 문제 자체의 성격에 관한 전면적 논쟁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형이상학에 해서 이런 회의적 시각을 갖는 철학자들은 

형이상학이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거나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

한다. 이런 입장을 형이상학에 관한 수축주의(deflationalism, Manley 

2009), 또는 형이상학에 관한 반실재론(Charlmers 2009)이라고 말한다.12) 

이런 입장에서 볼 때 형이상학은 진리치 평가를 하기 어려운 주장이거나, 

진리치를 갖기는 하지만 언어 사용에 관한 사소한 개념적 진리나 의미론적 

 8) Zimmerman (2004), p. xix.

 9) 박준호 (2013), p. 234.
10) 분석철학이 콰인의 정박지(Quinean mooring)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 시

점이 크립키와 퍼트남의 직접 지시론의 시절이었다고 보는 로스 등(Ross 

et. al. 2007, 9n)은 논리실증주의의 시절에는 형이상학이 없었거나 과학적 

형이상학이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는 분석철학 

내 형이상학의 역사에 한 오해이다. 특히 과학적 형이상학만 존재했다는 

생각도 현실과 거리가 멀다. 콰인에 한 과학적 형이상학 주장자들의 생각

은 다소 복잡하다. 이에 해서는 Kincaid (2013), pp. 5-7과 이 글의 3.3

을 참고하시오.
11) Zimmerman (2004), p. xix.
12) 형이상학에 관한 “상위 이론”에 처음 주목한 것은 라제로비츠였다. 그의 구

분에 따르면, 형이상학에 관한 수축주의나 반실재론은 형이상학에 관한 비

인지적 이론이다. Lazerowitz (1968), p. 24 참고. 라제로비츠의 상위형이상

학에 관해서는 박준호 (2011)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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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를 전달할 뿐이다.13)

이런 입장을 정당화하는 일은 그 자체로 큰 일거리이다. 이를테면, 형이

상학을 언어적 논쟁일 뿐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먼저 “언어적 논쟁”을 

언어적 논쟁으로 만드는 특징에 해서 명확히 해야 하겠지만, 이부터 쉽

지 않은 일이다. 언어적 논쟁과 실질적 논쟁을 구별짓는 전형적인 기준은 

문제의 주장이 의미에 의해서 옳은지 세계에 관한 사실 덕분에 옳은지 여

부이다.14) 그러나 이렇게 뻔해 보이는 기준조차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왜

냐하면 세계에 관한 진술의 진리성 역시 언어의 의미에도 의존하기 때문이

다. 반 로 세계에 관한 정보를 담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 “고래는 포유

동물이다.”는 진술 역시 경험적 탐구의 결과로 얻어진다.15)

형이상학이 진리치를 확정할 수 없는 문장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은 카

르납이나 그의 이전 논리실증주의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흄의 원리에 기반

을 둔 검증주의는 형이상학적 문장이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도 없으며, 그

렇다고 분석적으로 진리치를 갖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논거를 가지고 형이

상학을 거부하였다. 최근에는 검증주의에 의존한 주장을 되반복하는 철학

자는 없다. 그러나 이외에도 여러 형태의 수축주의가 가능하다. 이를테면, 

카르납(Carnap 1952)에 따르면, 형이상학이 일종의 규정적 제안에 불과하

며 진리치를 보유하는 진술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는 전면적인 존재론적 

물음이 외적 물음이며 이는 특정한 것의 존재를 묻는 물음인 내적 물음에 

한 답과 달리 진리치를 갖지 않는다. 외적 물음에 해 적절한 반응은 

실용적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체계 내적인 일상적 서술문과 이 체

계에 관한 서술문이 어떻게 다른 형식의 의미론적 유형을 갖고 있는지 적

절하게 설명해주는 의미론은 제시된 적이 없는 것 같다.16) 또한 카르납은 

내적 물음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존재론적 주장 가운데 의미 있는 주장을 

인정했다(Carnap 1952). 

가장 최근에 제기된 형이상학에 관한 강한 형태의 다른 수축주의에 따르

13) Manley (2005), p. 4.
14) Ibid., p. 10.
15) 박준호 (2008), p. 110.
16) Manley (2005),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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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우리가 실질적인 존재주장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존재

한다”는 술어(Hirsch 2002, 2009), 또는 “ 상”“사물”과 같은 용어

(Thomasson 2009)에 문제가 있어서 형이상학적 진술의 진리치가 확정적

이지 못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를테면 형이상학자들이 일상의 의미와는 매

우 다른 방식으로 이 술어를 사용하기에 독특한 존재론적 주장을 하게 된

다. 이런 차이를 구별하고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한 형이상학적 진술은 

진리치를 갖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차이에 한 구별의 결과는 개 전면

적인 형이상학의 거부라기보다는 일부 형이상학적 진술은 언어적이거나 진

리치를 확정하지 못하지만, 일부 형이상학적 진술은 실질적인 내용을 갖는

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이는, 바로 다음 절에서 살펴보게 될, 일

종의 “분리주의”에 해당하게 된다.

2.3 분석 형이상학에 대한 도전: 분리주의

형이상학에 관한 수축주의의 도전을 방어한다고 해도 분석철학 내부에

서는 어떤 형이상학을 거부하고 다른 형이상학을 수용하려는 방식의 비판

이 존재한다. 이런 전략을 “분리주의”라 하자. 과학적 형이상학을 주장하는 

철학자들도 이런 방식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과학적 형이상학에 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이전에 분석철학 내부에서 형이상학에 관한 

표적인 분리주의를 살펴보자.

다이크는 분석 형이상학이 순전히 언어적인 논쟁에 종사하거나 진리치

를 확정하기 어려운 문장을 다루고 있다기 보다는 실재의 근본적 본성과 

구조를 탐구한다고 말한다.17) 이때 사용되는 방법이 인공언어나 일상언어

를 검토하여 이를 토 로 삼고 세계에 관해 무엇인가 배우려는 것이다. 이

는 실재의 기술(description of reality)에 관한 주장에서 실재 자체에 관

한 주장을 도출하려는 시도이다. 그녀는 이를 “표상적 오류” 

(representational fallacy)라고 말한다. 또한 다이크에 따르면 언어에서 

실재로 진행하는 추론은 암암리에 실재에 관한 특권적인 옳은 기술이 있다

는 믿음에 토 를 둔다.18) 이 기술은 세계 속의 사실과 일 일 응관계를 

17) Dyke (2007),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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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있는 문장, 이 기술에 응하는 사실과 구조상 동형인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표상적 오류를 범하는 철학자들은 개 이런 믿음을 유지하면

서, 실재에 관한 언어적 표상을 검토하여 이를 토 로 실재에 관한 존재론

적 결론을 도출하고자 시도하는데, 이런 믿음 역시 언어의 본성에 관한 순

진한 견해이다.19)

콰인의 존재론도 표상적 오류에 해당하는 예이다.20) 콰인에 따르면 존재

하는 것을 알아내려면, 세계에 관한 최선의 이론 즉 옳은 이론을 술어 계

산 기호체계의 언어로 표현하고, 양화사의 속박변항의 값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물어야 한다.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언어를 출

발점으로 삼고 세계를 알아내려는 시도이다. 물론 아무도 의미론 자체가 

형이상학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미론은 의미에만 관여하

고, 그른 문장 역시 옳은 문장과 마찬가지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형이상학적 결론에 도달하려면 옳은 문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옳은 문장만

으로 형이상학을 생성하지 못한다. 어떤 문장이 옳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그 문장을 옳게 만드는 것 즉 진리제조자(truthmaker)를 알아내지 못한

다.21)

이런 언어-실재 전략은 서양철학의 독특한 전통이다(박준호 1999). 고

의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분석 형이상학에서 애호되던 방법이다. 다

이크에게 비판받은 콰인 이외에도, 크립키(Kripke 1980)는 직접 지시론을 

근거로 삼아서 본질주의를 주장한다. 직접 지시론은 지시적 언어 표현의 

지시가 언어에 연합되어 있는 기술적 내용과 무관하게 직접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이론이다. 이로부터, 본질적 속성이 인간의 결정과 무관하게 실재한

다고 결론짓는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크립키 역시 표상적 오류를 범했다. 

언어에 관한 사실을 근거로 실재에 관한 결론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표상

적 오류를 범한 논증은 연역적으로 부당한 논증이다. 그렇지만 이런 오류

는 쉽게 치료될 수 있다. 논증의 부당성을 방지하는 전제를 추가할 수 있

18) Ibid., p. 7.
19) Ibid., p. 74.
20) Ibid., p. 80.
21) Ibid.,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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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실제로 크립키의 직접 지시론의 핵심 개념인 고정 지칭 개념

에 이미 형이상학적 개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주의 도출이 가능했

다. 그러나 형이상학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미 형이상학적 주장이 

전제에 등장했기에 이런 논증은 선결문제요구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Salmon 1981). 따라서 언어-실재 전략은 두 가지 위험에 처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이크의 주장 로 부당한 논증이거나, 새먼의 주장처럼 선결문제

를 요구하는 순환을 범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새먼의 논점이 다른 

철학자 특히 콰인과 같은 철학자의 주장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그리고 다이크의 논점 역시 콰인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역시 의심스럽다. 콰

인의 존재론적 논증은 다음과 같은 얼개를 갖는다.22)

T는 옳다.

T는 K(에 속하는 것들)에 존재론적으로 개입한다.

그러므로 K(에 속하는 것들)가 존재한다. 

여기서 “T”는 이론이며, “K”는 류를 가리킨다. 콰인의 논증에서 둘째 전제

가 존재론적 개입 기준에 관한 논의인데, 크립키의 언어 이론과 달리 형이

상학적 함의를 포함하고 있는지 분명치 않다. 따라서 선결문제요구의 오류

를 범하지 않았다. 또한 콰인의 논증은 다이크의 부당성 반론을 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콰인에게 존재에 관한 실질적인 주장을 하도록 해주는 부

분은 이론이 옳다는 첫 전제이기 때문이다. 

다이크는 이에 해서 콰인과 같은 노선의 철학자들이 타르스키의 T 도

식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면서 반론을 이어갈 수 있다.23)

“나무가 존재한다”는 옳다 iff 나무가 존재한다.

그녀는 이 도식 자체로는 나무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다고 비

판한다. 왜냐하면 이를 인정한다면, ‘“유니콘이 존재한다”는 옳다 iff 유니

22) Gottleib (1974), p. 587.
23) Dyke (2007),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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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이 존재한다.’는 문장이 유니콘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허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이크는 이 목에서 T 도식의 이용을 오해를 

하고 있다. T 도식으로 존재에 관한 결론을 내리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타당한 추론에 의존해야 한다. 

“나무가 존재한다”는 옳다 iff 나무가 존재한다.

“나무가 존재한다”는 옳다.

그러므로 나무가 존재한다.

위의 논증은 타당하며 건전한 논증이다. 첫째 전제는 의미론적 규약이지만, 

둘째 전제의 성립 여부는 경험적 탐구의 문제이다. 논증의 핵심은 둘째 전

제가 성립하는지에 달려 있다. 물론 다음 논증은 타당하지만 건전하지 않

기 때문에 유니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

“유니콘이 존재한다”는 옳다 iff 유니콘이 존재한다.

“유니콘이 존재한다”는 옳다.

그러므로 유니콘이 존재한다.

따라서 다이크의 염려는 콰인에 관해서는 기우이다. 그리고 두 종류의 논

증에서 모두 경험적 탐구에 의해서 밝혀야할 부분이 있기에 선결문제요구

를 범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다이크는 기초적인 과학의 언어는 표상적 오류에서 자유롭다고 

말한다. “낱말의 차이는 응하는 세계의 차이를 함의하지 않는다. 이는 근

본 과학의 술어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의 술어에 해 옳은 

얘기일 것이다.”24) 근본 과학의 술어는 세계의 차이에 응하는 데, 왜 더 

근본적인 철학적 낱말은 응하지 않는가? 그녀의 또 다른 해명이 필요한 

목이다.

다이크의 목표는 표상적 오류를 범하는 형이상학을 벗어나서 이런 오류

를 범하지 않는 형이상학에 종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분리주의가 성

공하기 위해서는 둘 사이에 차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측면이 진정한 차

24) Ibid.,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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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일으켜야 하는데, 다이크는 이 점을 효과적으로 논증하지 못했다. 콰

인에 해서는 오해를 하고 있으며, 일부 표상에 관한 연구는 표상되는 것

에 관한 진정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처럼 인정하는 점이 바로 이것이다.

3. 과학적 형이상학의 적법성 논제와 도전

3.1 적법성 논제와 논증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형이상학에 한 전면적인 회의적 주장을 즉시 

수용해야 하는지, 또는 형이상학의 중요한 방법론적 전략을 부정해야 하는

지 유보적인 입장을 갖게 된다. 하지만 아직도 분석 형이상학에 해서 심

각한 비판이 남아있다. 다이크와 다른 방법론적 정향을 취하는 과학적 형

이상학자의 분리주의이다. 이들은 분석 형이상학은 과학적 토 를 결여하

고 있어서 자연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한다.25) 분석 형이상학자는 실체, 보편

자, 동일성, 시간, 속성 등에 관한 비 스러운 자신들끼리의 논쟁에 골몰하

고 있다. 이 논쟁은 과학을 참조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과학과 자신의 논

의가 무관하다고 가정하면서 진행된다. 그리고 실재의 근본 구조를 탐구하

면서, 직관에 기반한 개념 분석이나 선천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을 뿐인데, 

이런 방법은 실재에 관한 지식을 보장하지 못한다.26) 따라서 분석 형이상

학은 “객관적 진리를 찾아가려는 인간의 계몽적 노력의 일부에 편입되는 

데 실패했고, 따라서 정지되어야 한다”.27) 그리고 적법한 형이상학과 개념 

분석은 과학의 결과와 실행에 결합되어야만 한다.28) 이런 형이상학을 과학

적 형이상학이라고 한다. 과학적 형이상학이 적법하며 분석 형이상학은 그

렇지 않다. 분석 형이상학은 새로운 스콜라주의적 형이상학이며29) 사변적 

존재론이다(Humphreys 2013).

25) Kincaid (2013), p. 3.
26) Ross et. al. (2007), pp. 9-10.
27) Ladyman et. al. (2007), p. vii.
28) Kincaid (2013), p. 1.
29) Ross et. al. (2007),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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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형이상학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최종적으로 과학적 형이상학만

이 적법하다는 논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 이를 과학적 형이상학의 

“적법성 논제”(legitimacy thesis)라고 하자. 이런 논제는 다음과 같은 논

증으로 증명을 시도할 수 있다. 이를 과학적 형이상학의 “적법성 논증”이

라고 하자. (다음에서 “SM”은 “scientific metaphysics”, “AM”은 

“analytic metaphysics”를 의미한다. AM의 범위에 해서는 다음 절에서 

제시한다. “F-ness”는 특정 속성, 즉 다음 장에서 밝힐 속성을 의미한다.)

① 전제1: F-ness를 갖는 형이상학이 적법하다.

② 전제2: SM은 F-ness를 갖는다.

③ 전제3: AM은 F-ness를 갖지 못한다.

④ 전제4: 형이상학은 AM과 SM 둘 중 하나이다.

⑤ 적법성 논제: SM만 적법하다. 

3.2 적법성의 기준

과학적 형이상학의 적법성 논증의 타당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

다. 따라서 이 논증에 결론 즉 적법성 논제에 한 도전은 이를 정당화하

기 위해 동원된 전제를 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논증에서 사용

된 핵심 개념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 절에서는 논증의 전제를 차례로 검토

하고, 다음 절에서 논증에서 중요한 개념인 “형이상학”과 “적법성”에 관해

서 살펴보면서 전제 ①에 해서 더 자세히 검토하겠다.

논증의 전제 가운데 ④는 적법성 논제가 성립하려면 필요한 가정이다. 

그러나 이 가정은 의심스럽다. 우선 분석 형이상학의 범위를 어떻게 보는

지 여부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과학적 형이상학을 제외한 분석적 전통 내

의 모든 형이상학을 분석 형이상학으로 취급하지 않는 한은 이 전제가 문

자 그 로 성립하기 어렵다. 하지만 과학적 형이상학의 주창자들은 이런 

의심스러운 가정을 실제로 주장했다고 해석할 만큼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로스 등에 따르면 잭슨(Frank Jackson)30), 로위(Jonathan Lowe), 루

30) 잭슨은 선천적 분석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그는 캔버라 계획(Canberra 

Plan)의 창도자로 알려져 있다. 이 계획의 추종자들에 따르면 개념 분석과 

자연주의는 상충하지 않는다. 철학의 일은 분석이며, 이는 기존의 어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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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Loux), 짐머만(Dean Zimmerman) 등은 상식적 직관이나 선천

적 방법으로 형이상학을 해나갈 수 있다고 믿는 점에서 과학적 형이상학에 

종사하지 않는다.31) 심지어, 김재권, 반 인와겐(van Inwagen), 암스트롱

(David Armstrong) 등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학과 그 소산이 아니라 

자신들이 과학이라고 믿는 바에 의존하기에 진정한 과학적 형이상학이 아

니라 사이비-과학적 형이상학에 종사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과학적 방법과 현행의 과학에 한 존중이 ①에 등장하는 

F-ness에 해당한다. ①은 이런 특징을 갖는 형이상학이 적법하다고 주장

한다. 이는 적법성 논증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일 것이다. 이에 따라서 분석 

형이상학은 이 전제가 주장하는 특성을 결여하고 있으며(전제3) 과학적 형

이상학만이 이를 갖고 있다(전제2)고 주장하게 된다.32) 적법하지 못한 신

념이나 주장은 무의미하거나, 진리치를 확정받지 못하거나, 그르거나, 옳다

면 언어적 논쟁일 것이므로 분석적으로 옳을 뿐이어서 세계에 관한 어떠한 

주장도 아닐 것이다.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검증원리를 내세워서 형이상학의 문장이 무의미하

다고 비판했다. 어떤 진술이 분석적이거나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다면 그

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유의미하다. 형이상학의 문장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에 무의미하다.33) 이 검증원리는 여러 측면에서 비판에 직면했다. 그 

가운데 이 원리가 전제하고 있는 경험주의자의 이분법, 특히 분석과 종합

의 이분법에 한 콰인(Quine 1953/1980)의 비판은 큰 영향을 끼쳤다. 또

한 이 원리에 포함된 검증가능성 기준 역시 도전에 직면했다. 인지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생각되는 진술을 구하고 명백히 무의미하다고 간주되는 문장

을 제거하는 데 적절한 기준을 정식화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34)

램지 문장을 만들어서 새로운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새로 정의된 

용어가 분석의 상이며, 선천적 탐구는 기존 어휘를 사용하여 새 용어에 

관하여 성립하는 것을 알려준다. 이런 램지화 전략은 루이스(Lewis 1970)

의 착상에 따른 것이다(Braddon-Mitchell 2009, p. 25). 이 계획에 한 래

디먼의 생각을 보려면, Ladyman (2012), p. 49를 보시오.
31) Ross et. al. (2007), pp. 10-23.
32) Kincaid (2013), Ross et. al. (2007), pp. 27-38.
33) Ayer (1946),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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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비록 논리실증주의 운동에 동참했던 라이헨바하의 “과학적 철학”

에서 “과학적”이란 수식어를 빌려왔지만,35) 로스 등은 비실증주의적인 검

증주의를 제안한다.36) 먼저 합의된 현  과학에 비추어서 인간의 탐구 능

력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간주된 가설은 진지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빅뱅을 엘비스 프레슬리가 일으켰다는 가설을 진지하게 다루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진지하게 취급되어야 할 형이상학적 가설이라면 어떤 

것이든 이 가설 보다 더 일반성이 낮은 둘 이상의 특수 가설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두 가설 각각이 설명하는 것을 합한 것 보

다 더 많은 설명력을 가져야 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일반성이 낮은 두 가

설은 모두 현재의 제도화된 과학에 의해서 확증되었거나, 원리적으로 확증

가능해야 한다. 이를 어긴 가설의 예로는 심리철학에서 의식은 없으나 겉

보기 행동은 사람과 다름없는 좀비가 가능하다는 가설이다. 로스 등은 이

런 기준이 결국 현  과학이 진지하게 수용하고 있는 가설과 이론을 통합

하려는 시도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라고 생각한다.37) 로스 등의 기

준은 논리실증주의에 비해서, 형이상학에 여지를 준다. 논리실증주의의 기

준에 따르면 형이상학은 무의미하며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로스 등의 

기준은 모든 형이상학의 주장이 폐기 상은 아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

는 형이상학적 주장이 형이상학을 구성하거나 좋은 형이상학적 주장이다.  

이 기준의 첫 부분은 가설이 다루어야할 상과 탐구의 방법에 관한 제

한을 함께 담고 있다. 먼저, 인간의 탐구 능력을 벗어나는 것을 상으로 

삼지 않는 가설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들은 인간의 탐구 능력 가운데 직관, 

34) 특히 처지(Church 1949)에 따르면, 에이어(Ayer 1946)가 정교하게 제시한 

새로운 기준 역시 어떠한 진술이라도 유의미한 진술로 취급하도록 해준다. 
35) Kincaid (2013), p. 2.
36) Ross et. al. (2007), p. 29, pp. 37-8. 로스 등은 이 기준이 논리실증주의자

가 아니라 퍼스의 제안이라고 말한다(Ibid., pp. 28-9). 그러나 이들의 생각

이 퍼스의 제안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여부는 논의가 필요하다. 퍼스는 “과

학적 형이상학”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했다(Peirce 1893, 8: p. 

284). 퍼스의 과학적 형이상학 개념에 해서 더 살펴보려면, Haack 

(2007), Nubiola (2012)를 참고하시오.
37) Ross et. al. (2007),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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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개념적 분석과 더불어, 선천적 방법을 배제하므로,38) 인간의 탐구 능

력이란 경험을 뜻한다. 이 둘은 실은 자연주의이기 위한 존재론적 조건과 

인식론적 조건을 말하고 있다. 형이상학적 자연주의에 따르면, 존재하는 유

일한 것은 자연적인 것이다. 이것은 자연과학에 의해서 연구될 수 있는 것

이거나, 또는 이것에 의해서 그것의 존재나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다.39) 로

스 등은 자연주의에 덧붙여 과학 이론을 통합시키는 인식론적 조건까지 덧

붙인 셈이다. 이런 추가 조건에 포함된 내용은 과학과 양립가능하거나 일

관된 형이상학적 주장이어야 적법하다는 것이다. 또한 과학이 성립하기 위

해서 선행해서 전제해야 하는 형이상학적 가정을 다룰 경우 적법한 형이상

학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자연주의이기 위한 조건을 F-ness로 고른 

뒤에 이런 조건을 갖춘 형이상학적 이론을 SM이라고 추론할 수 있게 된

다. 

그런데, 이런 기준에 합의한다고 해도 이 기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형

이상학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문제는 별개이다. 이를테면, 과학적 실재론자

는 과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학의 이론에서 다루는 이론적 상이 실재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과학적 실재론이 옳지 않으면, 과학적 이론이 

옳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과학이 옳으므로 과학적 실재론도 옳다. 이렇듯 

과학적 실재론자는 자연주의라는 기준을 수용하면서, 과학적 실재론이 SM

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에 비해서, 래디먼 등은 자신들의 기준에 부합하

는 존재론이 구조 실재론(structural realism)이라고 말한다.40) 세계에는 

개별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존재한다. 상의 동일성과 개별성

이 세계의 관계적 구조에 의존한다. 따라서 래디먼 등의 생각은 다음과 같

이 전개된다. 

⑥ 추가 전제: 구조 실재론이 SM이다.

⑦ (래디먼 등의) 최종 결론: 구조 실재론이 적법하다.

38) Ross et. al. (2007),  pp. 10-7, Humphresy (2013).
39) Daly (2010), p. 189, Kincaid (2013), p. 5.
40) Ladyman et. al. (2007), p. 121,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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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 의한 적법성인지를 물었을 때 과학적 형이상학자가 내놓는 답은 자

연주의적인 답변이었다. 이런 답이 제시되면 이에 따른 연역적 귀결로서 

SM만 적법하며, 추가 전제를 덧붙여 ⑦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과학적 실재론자는 ⑥의 자리에 “과학적 실재론이 SM이다.”를 채울 것이

며, 이에 따라서 과학적 실재론이 적법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의 관심은 ⑥에 한 논란 이전에 ①이었다. 적법성 논제를 수용한 사람들

끼리도 ⑥에 해서는 논란을 펼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살펴보지 않겠

다. 여기서 자연주의 내부의 논쟁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학적 형이상학의 적법성 논제가 의존하고 있는 ①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를 묻고자 한다. 이에 포함되어 있는 바는 자연주의의 수용 여부

는 주어진 사실이 아니라 논쟁적인 맥락에서 놓여있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자연주의를 수용해야하는지 여부도 흥미로운 주제이지만, 우리의 

관심은 “적법한 형이상학”이므로 자연주의와 적법한 형이상학의 관계와 관

련되는 정도에서만 다루고자 한다.  

3.3 C-적법성과 G-적법성

앞에서 우리는 적법성 논증의 ①에 해 말하면서 그 주장의 의미가 명

확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①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형이상학”은 철학의 하위 분야로서의 형이상학(metaphysics as 

sub-discipline of philosophy, 이하 “Ms”)을 의미할 수 있고, 이 분야에

서 핵심적인 주장인 형이상학적 신념이나 신조(metaphysical belief or 

doctrine, 이하 “Mb”)를 의미할 수도 있으며, 이 신조나 신념의 집단을 의

미할 수도 있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분야로서의 형이상학이 고유하게 형이

상학적인 신념의 집단과는 다르므로 이런 구별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고유

하게 형이상학적인 신념만을 고려하겠다. 

물론 많은 경우에 “형이상학”은 형이상학적 신념, 신조, 주장을 의미한

다. 이런 의미는 철학의 분과로서 형이상학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우선 신

념이나 신념 집단과 달리, 형이상학은 일정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형이상학은 형이상학적 신념, 신조, 주장을 주제로 삼는다. 이에 해서 일

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검토하는 절차 및 과정,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귀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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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정한 신념의 체계가 형이상학이다. 또한 형이상학적 신념에 한 사

실적 서술 및 설명은 기술적(descriptive) 측면이며, 이 신념의 옳음이나 

수용가능성을 검토하는 일은 실질적(substantive) 측면이고, 이 신념의 정

당화 방법이나 이 신념에 사용되는 기초 개념에 관한 탐구는 상위 탐구의 

측면이다(박준호 2011). 앞에서 말한 수축주의는 이런 의미로 상위 탐구이

다.

또한 “적법성”은 어떤 것(이를테면, 형이상학)을 성립시키기에 적법함을 

의미하거나, 좋은 것(예를 들어, 좋은 형이상학)이기 위한 적법함을 의미할 

수도 있다. 전자를 “C-적법성”(legitimacy for constituting), 후자를 “G-

적법성”(legitimacy for the good)이라 하자.

Ms Mb

C-적법성 ⅰ ⅱ

G-적법성 ⅲ ⅳ

앞에서 적법성 판정의 기준을 자연주의라고 밝혔기에, 우리는 ①을 다음

과 같은 네 가지 주장 가운데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ⅰ. 자연주의Ms는 C-적법하다. 

ⅱ. 자연주의Mb는 C-적법하다.

ⅲ. 자연주의Ms는 G-적법하다.

ⅳ. 자연주의Mb는 G-적법하다.

ⅰ은 자연주의가 형이상학을 성립시킨다고 주장한다. 형이상학과 형이상학 

아닌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자연주의이다. 기존에 “형이상학”이라고 불린 

것이 있다면 이를 자연주의 형이상학으로 체하자는 뜻이다. ⅱ는 자연주

의가 형이상학적 신념을 성립시킨다고 주장한다. 어떤 신념이 형이상학적 

신념인지의 여부가 자연주의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 ⅲ은 

자연주의가 좋은 형이상학의 기준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여러 형이상학 

가운데 자연주의가 좋은 형이상학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ⅳ는 자

연주의가 좋은 형이상학적 신념의 기준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여러 형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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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신념 가운데 좋은 것을 자연주의가 가려준다. ⅳ에 따를 경우 자연주

의라에 부합하는 형이상학적 신념은 좋은 것이다. 여기서 신념, 신조, 주장

의 좋음은 옳음이나 이에 가까운 것을 말한다. 여러 형이상학적 신념이 있

지만 자연주의에 부합하면 진리이거나 진리에 가까운 것이다. 

①에 한 ⅰ이나 ⅱ 해석은 다소 무리이다. 그렇지만, 과학적 형이상학

자들이 C-적법성 해석을 전적으로 배제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들이 과

학적 형이상학을 자연화된 형이상학으로 생각할 때 기존 형이상학의 체

자로 여기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41) 나아가 적극적으로 기존 형

이상학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42) 어떤 분야의 학문이든 주제와 

방법이 확정되어야 한다. 과학적 형이상학이 표방하는 형이상학의 주제는 

비자연적 상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기존의 형이상학과 다른 주제이다. 

나아가 기존의 형이상학의 개념 분석의 방법을 안락의자 방법, 직관에 의

존하는 방법, 선천적 방법 등으로 규정하여 거부하면서, 경험적 방법을 지

지하므로, 기존의 형이상학을 체하는 새로운 분야로 여기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성립하기 어렵다. 수적 상은 자연적 상이 아니다. 이에 

관한 실재론 논쟁을 자연주의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형이상학의 범위에 속

한다. 비자연적 상에 관한 비경험적 방법에 의한 논의이지만 형이상학적 

논의이다. 그리고 형이상학이 비자연적 상을 비자연적 방법으로만 다루

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신에 관한 목적론적 논증은 최선의 설명에로의 논증

으로 제시되었다. 이 논증을 검토함으로써 유신론을 평가하는 일은 생명의 

질서를 설명하는 진화론이 유신론에 한 강력한 안가설이라는 고려 없

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43)

물론 과학적 형이상학과 다른 형이상학을 체 관계나 좋고 나쁜 관계로 

해석할 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번지(Bunge 1971)가 제시한 세 종류의 형

이상학 개념이 이를 예시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평범한(plain), 엄 한

41) 래디먼 등(Ladyman et. al. 2007)의 부제는 “Metaphysics Naturalized”이

며, 로스 등이 엮은 다른 책(Ross et. al. eds. 2013)에는 이 낱말을 제목으

로 하는 여러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42) Ladyman et. al. (2007), p. vii.
43) 박준호 (2006),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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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 과학적 형이상학이 성립하는데, 각각의 분야가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다르다. 평범한 형이상학이기 위해서 충족시켜야할 조건은 ⑴“실재

나 실재 상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을 주제로 삼는다는 점이다. 이에 덧

붙여 ⑵이 주제에 관한 견해를 단순히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론이나 이

론의 부분으로서의 역할 즉 체계성을 띠며, ⑶논리학이나 수학을 명시적으

로 사용하면 엄 한 형이상학이다. 나아가 ⑷그 시 의 과학과 양립가능하

고 연속되며, ⑸철학과 과학의 기초에 해서 핵심적인 개념을 명확히 밝

히며, ⑹과학 이론의 선행가정(presuppositions)으로 자리잡거나, 특정 가

설을 추가하여 과학이론으로 바뀔 수 있다면 과학적 형이상학이다. 또한 

그는 과학적 형이상학을 구성할 사용하는, 여섯 가지 (엄격한 방법

(methods)은 아니지만) 방도(ways)를 제시한다. 이를테면, 현존하는 과학 

이론을 차용내지 일반화하거나, 현존하는 수학의 형식적 체계에 형이상학

적 내용을 부여하는 등의 방도로 과학적 형이상학이 구성될 수 있다. 번지

의 주장 로라면, 주제의 차별성과 주제에 한 탐구 방도의 차별성은 독

자적인 분야로서의 과학적 형이상학의 성립 가능성을 보여준다.44)

최근의 과학적 형이상학자들이 이런 번지의 전략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또한 래디먼 등은 구조 실재론을 주장했는데, 이를 과학적 실재론

과 경쟁하는 것으로 보았다는데 착안하여, 우리는 ①에 관한 적합한 해석

이 바로 ⅳ라고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ⅳ를 수용해야 

하는지 물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연주의를 형이상학적 신념의 옳음이

나 수용가능성을 판정하는 기준을 삼을 수 있는가? 이를 강경한 기준 즉 

44) 번지의 과학적 형이상학은 위에서 제시한 ⅰ, ⅱ, ⅲ, ⅳ에 정확하게 해당

하지 않는다. 하지만 명확하기 ⅰ은 거부할 것이다. 과학적 형이상학과 다

른 형이상학이 공유하는 면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철학에 여러 

하위 분과가 있듯이, 형이상학에 여러 하위 분과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과학적 형이상학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가장 발달되고 바람직

한 것이 과학적 형이상학이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했다면 명백히 ⅲ에 해당

한다. 그렇지만 그가 “평범”, “엄 ”, “과학” 등의 용어를 순차적으로 사용

하고 있고 이런 용어의 순차성이 평가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

당하기에, 묵시적으로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해석해서 여기서는 그의 주장을 

ⅲ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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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기준으로 본다(이런 해석을 “ⅳ-a”라 하자)면 그럴듯하지 않을 것

이므로, 여러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해보자(이런 해석을 “ⅳ

-b”라 하자). 자연주의는 좋은 형이상학과 그렇지 않은 형이상학을 구분한

다. 형이상학 내에서 이론 선택의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연주의이다. 

그러나 이렇게 약한 방식 즉 ⅵ-b로 ①을 해석할 때 이 주장은 새로울 

것이 없다. 분석 형이상학에 종사하는 부분의 사람도 이를 찬성할 것이

다. 이론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단순성과 함께 이미 옳다고 밝혀진 것과

의 정합성은 상식이 된지 오래이다. 인간이 가진 세계에 관한 이론 가운데 

가장 정교한 자연과학의 이론과 어울리지 않는 이론을 옳은 이론이나 좋은 

이론이라고 주장할 분석 형이상학자는 많지 않다. 

나아가 자연주의에 의존해서 분석 형이상학과 과학적 형이상학을 분간

할 수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45) 예를 들어, 콰인의 방법론적 자연주의

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다.46)

ⓐ 제1철학 부정 논제

ⓑ 연속성 논제

ⓒ 선천성 부정논제

ⓐ에 따르면 세계에 관한 물음에 해 답을 얻으려면 제1철학이 아니라 과

학에 의뢰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는 철학과 과학이 연속되어 있으며, 철

학은 과학의 일부라 주장하고, ⓒ 어떤 진술이라도 경험적 수정에서 자유

롭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이런 일련의 주장이 함축하는 증거의 개념은 전

체주의적 증거 개념이다. 형이상학은 과학과 다른 수준의 추상이며, 궁극적

으로는 관찰에 관한 신념의 그물과 하나로 짜여 있게 된다. 따라서 형이상

학은 과학과 종류가 다르지 않고 정도 차이를 지닐 뿐이다. 분석 형이상학

이 자연주의와 상충하지 않는다. 

45) 이 때문에 맥러린 등(Maclaurin et. al. 2012)은 분석 형이상학/과학적 형이

상학의 구분 신에 자연주의적 분석 형이상학/비자연주의적 분석 형이상학

으로 구분하자고 제안한다. 
46) Daly (2010), 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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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비상충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콰인 식의 자연주의를 진정한 자

연주의가 아니라고 거부하는 방법이 있다. 과학적 형이상학자는 이런 주장

을 실제로 폈다. 킨게이드에 따르면, 콰인으로 인해서 분석 형이상학의 번

영이 찾아왔다.47) 이런 점에서 로스 등은 김재권, 암스트롱 뿐만 아니라 콰

인도 사이비-과학적 형이상학자로 평가할 것이다. 과학적 형이상학을 주장

하는 사람들은 형이상학적 지식이 과학의 결과와 과학의 방법에 의거할 때

만 가능하다고 말한다.48) 선천적 방법이 따로 있고 또한 이것이 세계에 관

한 지식을 얻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이 명확하다고 주

장할수록 논리실증주의의 요소 중 하나였던 경험주의의 이분법에 다시 의

존한다는 혐의도 짙어질 것이다(Maclaurin et. al. 2012; McLeod et. al. 

2013). 이는 최근의 과학적 형이상학자들이 벗어나고자 하는 입장이었기에 

이들은 이런 견해에 개입하는 것을 반기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이는 앞에서 말한 ⅳ-a에 해당하며, 매우 강경한 입장이기에 반

론에 취약하다. 다시 말해서, 형이상학이지만 상식, 직관, 개념 분석, 선천

성에 의존하는 사례가 하나라도 있다면 반박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구조 

실재론은 로스 등(Ross et. al. 2007)이 주장하는 과학적 형이상학이다. 홀

리(Hawley 2008)는 래디먼, 로스 등의 형이상학적 신조가 그들의 비판 

상이었던 신조와 유사하다는 점, 이들을 주장하는 방식에 개념적 명료화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취약점을 정면으로 파고들 수 있는 측면은 이밖에도 또 있다. 구조 

실재론을 정당화할 때는 반드시 논리적 관계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들의 주장에 의하면 구조 실재론이 과학적 형이상학인 이유는 이 이론이 

자연과학의 이론과 함께 작동할 경우 세계에 관한 설명력을 증 시켜주기 

때문이다. 

47) Kincaid (2013), pp. 5-7.
48) Ibid.,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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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H1∘H2 [H1∘H2]⊶M 

↓ ⇩

P P

여기서 “H”는 과학적 가설, “P”는 설명 상인 현상, “M”은 형이상학 이

론, “∘”는 연언, 수직 화살표는 설명하는 관계를 뜻한다. 화살표의 굵기가 

Ⅰ보다 Ⅱ에서 더 굵어진 것은 설명력의 증 를 의미한다. 로스 등은 구조 

실재론이 과학 이론과 더불어 현상에 관한 설명력을 증 시킨다고 말한

다.49) 기호 “⊶”가 무엇을 의미하는 생각해보자. 과학의 가설과 함께 고려

해야 하므로 이는 연언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때 설명력을 최 로 증 시

키는 방법은 M과 과학적 가설들이 상충해야 한다. 모순으로 부터는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현상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치를 갖지 못한다. 어떤 M이든 

과학적 가설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동시에 옳을 수 없는 가설이 아니어

야 한다는 이 규정을 어떻게 자연주의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선천적 방법

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두 종류의 가설 간에는 모순과 반 를 회피하는 것 이상의 관

계가 필요하다. 이 더 강한 관계가 무엇이든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험

과 관찰과 같은 방법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는다. 형이상학적 신념, 신조, 

주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과학과의 논리적 정합성, 일관성 등은 훌

륭한 후보이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이론 선택의 기준인지는 불분명하다. 

나아가 이들을 중시할수록 과학적 형이상학 진영은 자신들이 버리고자 했

던 입장에 더욱 깊이 얽혀 들게 된다.50) 이렇듯 적법성 논증의 ①을 ⅳ-b

49) 로스 등은 두 과학의 가설 가운데 하나가 물리학의 이론일 것을 요구한다

(Ross et. al. 2007, pp. 37-45). 여기서는 구별하지 않았다. 그리고 “설명”

을 일종의 증명으로 보는 견해를 취한다. D-N 모형이나 I-N 모형이 이에 

해당하는 표적인 유형일 것이다.
50) 그리고, 발견과 정당화의 이분법이 성립되기 어렵다면, 과학의 방법이 직관 

등을 배제하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이에 한 논의는 박준호 (2005)를 

참고하시오. 또한 최근 분석철학 내부에서 직관이 철학의 중심되는 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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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약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분석 형이상학과 구별되지 않는다. 또한 ⅳ

-a처럼 강하게 해석해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해석 하에서도 궁지에 처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과학적 형이상학만 적법하다는 적법성 논제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이들의 분리주의 역시 다이크의 주장처럼 차이를 충분

히 명확하고 설득력있게 보여주지 못하였다.

4. 맺음말

여기서는 분석적 전통 내에서 이루어진 형이상학에 관한 여러 도전을 살

펴보고, 그 가운데 자연주의에 기반을 둔 도전을 좀 더 자세히 논의하였다. 

형이상학에 관한 전면적인 수축주의를 수용해야 할 것인지, 또는 진정한 

형이상학을 제시하려는 분리주의를 수용해야 할 것인지 살폈다. 후자 가운

데, 언어-실재 전략에 의존하는 형이상학을 “표상적 오류”라 칭한 다이크

의 비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서 자연주의에 의존하는 분리주

의인 과학적 형이상학을 살펴보았다. 

자연주의가 주장하려는 바는 존재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 즉 성숙한 물리

과학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거나 가정하는 것이라는 존재론적 측면, 세계를 

알기 위한 방법은 경험적 방법이고, 결국 자연적인 것을 경험적 방법으로 

탐구하여 얻은 결과만이 가치 있다는 이론 평가의 측면으로 구성된다. 그

러나 이런 규정 중에 어떤 것도 형이상학이라는 분과를 규정짓는 특징으로 

간주될 수 없었다. 그리고 더 좋은 형이상학적 주장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도 간주되기 어려웠다.51)

지 여부를 놓고 많은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데, 만일 이 “직관”의 의미와 직

관의 중심성 주장이 충분히 정당화되기 어렵다면, 과학적 형이상학 진영의 

분석 형이상학에 한 비판은 상당한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직관 중심성 

논제에 관한 비판적 시각에 해서는 Cappelen (2012)을 참고하시오.
51) 이밖에도 래디먼 등(Ladyman et. al. 2007)의 형이상학 개념에 한 비판

을 보려면, 앞에서 한 차례 언급한 Maclaurin et. al. (2012)과 더불어 Dorr 

(2010), Hawley (2008, 2010), Ney (2012)도 참고하시오. 모두 분석 형이상

학의 적법성에 한 적극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증을 펴고 있다. 또한 분석



박 준 호174

물론 과학적 형이상학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의 동기에 찬동할 여지는 많

다. 실재의 근본적 특징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가장 정교하고 큰 

규모로 실재를 탐구하고 있는 과학에 무지하거나 심지어 적극적으로 무시

하면서 철학, 특히 형이상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더

구나 우리를 포함한 동양 사회에서는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지적 

환경에서 세계에 관해서 명백하게 옳다고 밝혀진 지적 자산을 존중하고 추

구하려는 노력은 더 큰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형이상학과 과학이 동일한 

성격의 탐구 상과 동일한 성격의 방법을 가져야 하는 것 같지는 않다. 

또한 형이상학 역시 진리를 추구하거나 진리에 가까운 것은 찾아가야 하겠

지만, 형이상학을 구성하는 모든 신념, 신조, 주장이 옳은 것은 아니다. 이

는 과학도 마찬가지이다. 진리에 가까운 것을 남기고 그렇지 않은 것을 버

리는 노력은 형이상학자를 포함한 모든 학문 종사자의 일이다. 이런 노력

의 과정이 진리라는 결과물 보다 더 큰 의의를 갖는 곳이 철학이라 생각된

다.52)

철학 일반의 관점에서 자연주의의 의의와 한계에 관해 논의한 것을 보려면, 

Corradini, et. al. (2006)을 보시오.
52) 이 논문은 2013년 10월 3일∼4일 만의 국립 청화 학교(National 

TsingHua University, Taiwan)에서 개최된 “제3회 동아시아과학철학

회”(The Third East Asia Conference on the Philosophy of Science)에

서 발표한 “Scientific Metaphysics?”에 바탕을 두고 작성했다. 원래의 발

표에 비해서 전반부의 내용이 보강되고 논의의 초점도 달라졌음을 밝힌다. 

그리고 학회를 주선했거나, 같이 참여하여 발표와 토론에 임한 여러 동료 

학자께 감사드린다. 또한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논점이 명료해지

고 논지가 보강된 것은 모두 심사위원의 검토와 논평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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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timacy thesis of Scientific Metaphysics

Joonho Park

Recently some philosophers, e.g., James Ladyman, Don Ross, and 

Harold Kincaid etc., baldly urge the difference between analytic 

metaphysics and scientific metaphysics, and the latter is the only 

legitimate metaphysics. They assert that scientific metaphysics is 

legitimate by naturalism. But what is this legitimacy thesis mean? 

We will enquire some possible interpretations, examine each, and 

discriminate weak or strong one. By these works, a trouble for 

adherents to scientific metaphysics going to be emerged. Under any 

version of thesis scientific metaphysics is not so special because of 

no difference with analytic metaphysics. I will discuss these points 

about metaphysics and scientific metaphysic in the context of 

analytic tradition in philosophy. In this vein, before presenting 

legitimacy talk of scientific metaphysics, some metaphysical 

deflationisms will be discussed and rejected. Then, I will raise 

some issues about the scientific metaphysics and the legitimacy of 

it. 

Key Words: scientific metaphysics, analytic metaphysics, 

naturalism, legitimacy the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