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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사회구성주의와 과학철학의 

관계에 대한 고찰 (1): 패러다임으로서의 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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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성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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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회구성주의와 쿤의 과학철학 사이의 관계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

망한다. 초기 사회구성주의자들은 쿤의 과학철학을 자신들의 야심찬 프로그램

을 위한 패러다임 비슷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쿤이라는 패러다임’을 자신들의 

기획에 따라서 명료하게 하고 확장했다. 그 확장은 쿤이 생각하던 방식으로 이

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쿤이 원하던 영역으로 확장된 것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쿤의 철학을 원용한 것은, 패러다임의 확장이 패러다임의 선례나 기존

의 규칙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철학적 인식에 충실한 것이

었다. 그 결과 사회구성주의자들은 범례나 모델로서의 패러다임을 더 빠르고 

확실하게 인식했다. 또 이들은 쿤을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의 활동

이 과학과 비슷하다고 간주하게 되었다. 또 이들은 이런 기반 위에서 일부의 과

학이 아니라 모든 과학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행위자 연결망 이론 같은 경쟁적 패러다임을 이해하거나 수용하지 못했다. 쿤

과 사회구성주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본 논문은 왜 사회구성주의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 한 가지 지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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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과학의 지식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다(socially constructed)고 주장하

는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 과학학1)은 과학을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지식 생산 활동이라고 본다. 따라서 과학 

활동은 과학자가 속해 있는 그 시점의 물질적, 지적 세계에 의해서 조건 

지워진다. 이런 사회구성주의 과학학은 과학적 진리와 합리성을 부정한다

고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사회구성주의는 과학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기보다, 과학에서의 진리가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다중적

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마찬가지로 과학적 객관성을 부정하기보다는, 객관

성의 기준이 사회적, 역사적으로 만들어졌고, 특정한 형태의 객관성이 특정 

시점에 과학자 사회에 의해서 수용되었다고 본다. 사회구성주의 과학학은 

자신들의 이러한 입장이 과학의 실행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생각한다(Woolgar 2004). 

사회구성주의 과학학이 한 사람에 의해, 한 순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

다. 그렇지만 이것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1970년대 에든버러 대학교의 

＜과학학 과정＞(Science Studies Unit)에 재직하던 데이비드 블루어, 배

리 반스, 데이비드 에지, 도널드 맥켄지, 스티븐 섀핀 같은 일군의 학자들

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블루어는 이후 커다란 

영향을 미친 그의 저서 지식과 사회의 상 (Knowledge and Social 

Imagery, 1976)에서 ‘스트롱 프로그램’(Strong Programme)이라는 어휘

와 함께 이 프로그램의 네 가지 명제인 인과성(causality), 공평성(impar- 

 1) 여기에서 과학학은 Science Studies의 역어이다. 1970-1980년대에는 과학

학과 과학지식사회학(Sociology of Scientific Knowledge, SSK)이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STS)는 과학

기술학으로 번역되는데, 요즘은 과학학보다 과학기술학이 더 정착된 용어로 

사용된다. 그렇지만 과학지식사회학이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이런 논의가 

과학에만 적용되었지 기술에까지 확장되지 않았었다. 특히 본 논문에서 다

루는 논의는 대부분 과학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

학이란 용어 대신에 과학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STS의 성립과정에 대

한 논의로는 Zammito (2004)와 Cutcliff (200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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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ality), 대칭성(symmetry), 성찰성(reflexivity) 명제를 제안했다(Bloor 

1976). 잘 알려져 있듯이, 인과성이란 스트롱 프로그램의 과학 지식에 대한 

설명이 사회적 조건과 지식 사이의 인과적 관계로 맺어져야 한다는 의미이

며, 공평성 명제는 이런 설명이 진실과 허위, 합리성과 비합리성, 성공한 

과학과 실패한 과학 같은 대립항들을 각각 공평하게 설명할 것을 요한다는 

것이다. 대칭성 명제는 같은 사회적 원인이 참 믿음과 거짓 믿음 같은 대

립항들을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설명의 대칭을 이루어야 함을 요구한

다. 마지막으로, 지식의 사회적 구성은 스트롱 프로그램 자체에도 적용되어 

스스로의 지식 구성도 설명해야 한다는 조건이 성찰성 명제이다. 이러한 

네 가지 명제 위에 블루어는 사회구성주의 과학학의 방법론적 상대주의를 

주창하고, 과학의 “객관성은 사회적이다”2)라고 선언했다.

에든버러 학파의 스트롱 프로그램은 일련의 논쟁과 비판을 불러일으켰

다. 특히 과학철학자들이 논쟁의 포문을 열었다. 사회구성주의가 등장하자

마자 과학철학자 프로이덴틀은 수학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다는 블루어의 

지식과 사회의 상 의 핵심 주장을 비판했고(Freudenthal 1979), 라우든

은 “과학에 대한 사이비 과학”이라는 논쟁적인 제목의 논문에서 블루어를 

비판했다(Lauden 1981). 그에 의하면 블루어는 과학을 오직 사회적인 현

상이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그의 논의에서는 사회학이 과학을 연구하는 데 

가장 타당한 학문이라는 식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라우든에 

따르면 과학은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생

물학적인 현상이기도 하며, 목적 지향적인 현상이기도하기 때문에, 이중 과

학의 철학적이고 합리적인 면은 과학철학이 가장 잘 설명한다고 보아야 했

다. 이러한 맥락에서 라우든은 블루어가 철학에서의 과소결정명제

(underdetermination thesis)를 왜곡해서 자신의 사회학적 이론에 끼워 

맞췄다고 비판을 했다. 라우든에 의하면 실제 과학에서 과학자는 무한한 

이론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수의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경험적 증거를 평가해서 더 합리

적인 이론의 선택이 가능한데, 블루어는 이론의 선택을 마치 논리적으로 

무한히 많은 명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이런 선택

 2) Bloor (1976),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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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학 내적인 합리성이 아니라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

다고 결론지었다는 것이다(cf. Bloor 1981). 이런 비판은 사회구성주의가 

당시 과학에 대한 철학적인 분석을 자신들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변형해서 적용한 결과임을 주장한 것이었다. 이후에 여러 과학철학자들도 

이 비슷한 비판들을 쏟아냈다(Brown 1984, 1989). 

본 논문은 이러한 과거의 비판과 논쟁을 다시 반복하거나 분석하는 대신

에, 이런 논쟁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 하나를 조망하려 한다. 그것은 

사회구성주의가 당시 토마스 쿤의 과학철학적 논의에 크게 빚지고 있었다

는 것이다. 물론 에든버러 학파의 핵심 이론가들이 토마스 쿤과 핸슨 같은 

과학철학자들의 업적과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논의를 자신들의 사회

적 구성론의 근거로 사용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예시한 라우든의 비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회구성주의의 

철학적 논거는 정당하게 평가되기보다는 철학에 대한 ‘오용’으로 간주되었

던 것 또한 사실이다(cf. 한상기 2011). 무엇보다 쿤은 자신의 과학 철학이 

사회구성주의 과학사회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강조하면서 후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 글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3), 

과학철학자 프리드만은 사회구성주의의 철학적 토대와 비트겐슈타인의 후

기 철학 사이의 유사성을 지적하면서도, 블루어 같은 사회구성주의자가 비

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을 변용해서 이를 비트겐슈타인이 동의하지 않았을 

방식으로 사회적 구성론과 접목시켰다고 주장했다(Friedman 1998). 

필자는 이 글에서 사회구성주의와 쿤의 과학철학 사이의 관계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하려고 한다. 본 논문은 초기 사회구성주의자들이 쿤의 과학

철학을 자신들의 야심찬 프로그램을 위한 패러다임 비슷한 것으로 받아들

이고, ‘쿤이라는 패러다임’을 자신들의 기획에 따라서 명료하게 하고 확장

했다는 점을 보이려 한다. 그 확장은 쿤이 생각하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

은 아니었고, 쿤이 원하던 영역으로 확장된 것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본 논

문은 이렇게 쿤의 철학을 원용한 것은, 패러다임의 확장이 패러다임의 선

 3) 비트겐슈타인과 사회구성주의와의 관련은 필자의 다음 논문인 “초기 사회

구성주의와 과학철학의 관계에 대한 고찰 (2): 비트겐슈타인의 유한주의

(finitism)”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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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나 기존의 규칙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철학적 인식

에 충실한 것이었음을 보이려 한다. 즉, 사회구성주의는 쿤이 좋아하는 방

식으로 그의 과학철학을 채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과학의 발전에 대한 쿤

의 철학적 분석을 벗어나지 않는 틀에서 쿤을 원용하고 확장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쿤의 과학철학은 쿤이 수용하기 힘든 형태로 변형될 수밖에 

없었다. 사회구성주의에 대해서 쿤 자신이 보인 비판적인 태도는 패러다임

을 만든 사람이 그 예기치 않은 변형, 응용, 확장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당혹감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2. 1960년대 과학사회학의 배경과 쿤

에든버러 대학교의 ＜과학학 과정＞을 설립한 데이비드 에지는 사회구

성주의 STS의 역사를 회고하는 글에서 1969년에 이 과정이 만들어지면서 

모인 초기 멤버들은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를 들고 다니면서 이 

책에 대해서만 거의 매일 세미나를 했다고 회고했다4). 오래 전의 과거에 

대한 회고에 항상 따라붙는 과장과 단순화가 있겠지만, 이런 에지의 회고

를 에지 자신, 데이비드 블루어, 배리 반스, 도널드 맥켄지와 같은 초기 에

든버러학파의 구성원들에게 쿤이 각별한 의미를 지녔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5) 실제로 이들에게 쿤의 과학혁명

 4) Edge (1995), Zammito (2004), p. 131.

 5) 이런 논의는 초기 에든버러 학파의 구성원들이 쿤의 (그리고 여기에 덧붙

여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영향만 받았다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의 심사위

원이 지적했듯이, 에딘버러 학파의 구성원들은 마르크스, 뒤르켕, 매리 헤

시, 피터 윈치, 매리 더글러스 등의 저서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았으며, 이러

한 영향은 이들의 초기 논문과 책에 흩어져서 서술되어 있다. 그렇지만 필

자가 본 논문을 통해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영향을 찾아내서 이것

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비교하고 분석하려는 것이 아니다. 에든버러 학파의 

과학지식사회학이 다른 과학사회학이나 과학철학과 근본적으로 달랐던 지

점은, 과학이 S1에서 S2로 진행하거나 S2에서 S3로 진행한 경우 이를 인도

해 주는 규칙이나 방법이 S1, S2, S3…속에는 없다는 것이었다. 과학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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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 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에든버러 학파

의 스트롱 프로그램의 4가지 원칙을 천명한 블루어의 과학과 사회의 상

(1976)에는 쿤과 포퍼를 비교하는 흥미로운 챕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반스

는 토머스 쿤과 사회과학 (1982)이라는 단행본을 집필하기까지 했다6).

이들에게 쿤이 각별한 의미를 지닌 정도에 비례해서 쿤이 에든버러 학

파, 넓게는 사회구성주의에 기초한 과학학이 자신을 원용하고 해석한 방식

에 반대하고 이를 비판했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쿤은 본질적 긴장

의 서문에서 영국에서 발전한 과학사회학이 자신의 주장에서 벗어났다고 

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회구성주의 과학사회학이 자신의 

핵심 주장을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들을 종합해 보면, 쿤은 사회

구성주의 과학사회학의 지식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으

며, 사회구성주의 과학사회학을 포스트모던 ‘해체주의’의 일환으로 생각했

고, 이들이 과학의 내용에 더 깊게 천착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사회적 요

소를 끌어들여서 과학적 지식의 형성을 사회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했다고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구조 가 이런 주장을 낳는 데 가장 

가 받아들인 패러다임 S1과 S2의 유사성을 인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S2와 S3의 유사성을 인식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이런 유사성의 기준은 과학자사회의 사회적 성격의 합의를 통

해서 공유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공동체적이거나 사회적 요소들, 

심지어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이 과학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열렸던 것이다. 다른 말로 해서, 과학에 대한 이런 급진적인 인식을 

통해서 비로소 과학지식을 사회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과학지식사회학의 

가능성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 점을 인식하게 (혹은 만들어 내게) 하는 

데 쿤의 패러다임 개념이 결정적이었고, 이런 의미에서 이들은 쿤의 과학 

발전의 모델을, 마치 과학자들의 공동체가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듯이 수용했

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이렇게 쿤을 수용하고 난 뒤에 과학지식의 사

회학은 쿤의 패러다임이 열어준 새로운 문제를 풀면서 패러다임을 더 완벽

하게 하고 정교하게 하는 작업을 수행했는데, 그 문제들은 실제 역사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과학이 S1에서 S2로 진행하거나 S2에서 S3로 진행할 때 

사회적 요소가 개입되었음을 경험적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스트롱 프로그램

이 ‘규범’이 아니라 ‘서술’을 택한 것은 쿤을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인 과학지

식사회학의 자연스러운 결과였던 것이다. 

 6) Bloor (1976), ch. 4, Barnes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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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기여를 했다는 사회구성주의자들의 평가에 못마땅해 했다7).

쿤을 수용하고 상찬했던 사회구성주의자들의 입장도 서서히 바뀌었고, 

이런 변화는 쿤의 흑체 이론과 양자 불연속 (1978)이 등장하면서 일부 표

면화되었다(Kuhn 1978). 당시 사회구성주의 과학사회학의 젊은 연구자였

던 트레버 핀치는 이 책에 대한 서평에서 구조 에서 나타는 쿤의 혁명적 

성격이 이 책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사라졌음을 개탄했다8). 쿤의 주장 중 

하나는 과학혁명기의 패러다임의 선택에 과학 내적인 요소보다 과학 외적

인 요소들이 주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사회적 요소의 개

입과 영향이 이 책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핀치의 비판이었다. 

그는 또 양자 불연속을 둘러싼 쿤의 분석에 공약불가능성 같은 그의 핵심

적 개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핀치를 비롯한 많은 

과학사회학자들에게는 쿤의 흑체 이론과 양자 불연속 은 20년 이전의 ‘내

적 과학사’로 회귀한 것으로 비쳐졌다. 쿤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상세히 

답을 했는데, 쿤에 의하면 이런 비판은 흑체 이론 을 오독한 결과였고, 이

런 오독은 구조 에서 그가 제시한 과학 혁명의 특성을 잘못 이해한 데에 

기인한 것이었다(Kuhn 1984).9) 

본 논문은 사회구성주의에 미친 쿤의 지대한 영향과 이후 등장한 서로에 

대한 비판과 상호 기대의 어긋남을 단순한 오독이 아니라 쿤의 과학철학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인 사회구성주의자들과 쿤 사이에 발생한 상호

작용의 두 가지 다른 국면으로 이해해 볼 것이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서 우리는 1960년대 과학사회학을 좀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에든

 7) Zammito (2004), pp. 180-2, 홍성욱 (2005), p. 171.

 8) Klein and Pinch (1979), p. 439.

 9) 쿤의 주장은 양자 패러다임의 제창과 수용은 막스 프랑크가 아니라 아인슈

타인 같은 젊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따라서 이들을 새로운 패러다

임의 제창자로 평가할 경우에 이들 젊은 물리학자들에게 영향을 준 사회문

화적 요소들이 새롭게 찾아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 쿤은 이 경우에 공약

불가능성을 프랑크가 사용한 개념적인 어휘의 변화에서 찾았는데, 예를 들

어 1908년을 전후로 프랑크가 흑체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공명자(resona- 

tor)라는 단어를 더 이상 쓰지 않고 진동자(oscillator)라는 단어를 쓰기 시

작한 것이 공양불가능성의 명백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Kuhn 

(1984) 혹은 홍성욱 (2005), pp. 163-17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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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러 학파의 스트롱 프로그램이 1960년대의 과학사회학을 배경으로 출범

했기 때문이다. 

1960년대 과학사회학은 크게 머튼주의 과학사회학과 마르크스주의 과학

사회학으로 나눌 수 있다. 머튼은 과학을 사회과학에서 정의하는 ‘제

도’(institution)로 보고, 과학이라는 제도를 구성하는 가치 체계를 보편주

의, 집합주의, 무사무욕, 조직화된 회의주의라는 과학의 에토스에서 찾았으

며, 머튼의 후계자들은 이러한 과학의 가치 체계와 과학자사회의 여러 특

성들, 예를 들어 과학자 사회의 위계나 계층화, 보상 시스템과의 관계를 연

구했다10). 반면에 마르크스주의 과학사회학은 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에 초점을 맞추거나 사회가 이데올로기로서의 (사이비)과학을 조장하는 양

식을 드러내서 이를 비판했다(Rose and Rose 1969, 홍성욱 1990). 이 둘 

모두 과학을 사회학의 대상으로 다루었지만, 그 분석은 제도로서의 과학에 

머물렀지 과학의 지식까지 이르지 못했다(Dolby 1971).

과학의 지식이 사회학의 분석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사회학적으로 근거

가 있었고, 동시에 철학적으로 정당화되었다. 독일의 사회학자 칼 만하임은 

20세기 초엽에 이미 자연과학의 지식의 발전은 자연에 존재하는 실재에 의

해서 참, 거짓이 가려지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사회적인 요소

의 역할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과학지식에 대한 사회학도 가능하지 않

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는 종교, 미신, 원시적 자연관, 

이데올로기 등은 사회학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과학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었다(Mannheim 1936, Bloor 1973). 과학 지식의 발전을 연구하는 분

야는 따라서 거의 전적으로 철학자들에게 맡겨졌는데, 잘 알려져 있다시피 

당시의 과학철학은 논리경험주의와 이를 비판한 칼 포퍼의 과학철학이 주

류였다. 전자에서는 과학을 경험에 근거한 논리적 명제와 이 검증의 연속

으로 보았고, 후자에서는 과학이 실험을 통한 반증과 새로운 가설의 제창

을 통해 자연의 실재에 대해 점점 더 진리에 근접한 지식을 획득한다고 보

았다. 이 두 접근법 모두에서 사회의 영향은 과학적 탐구나 그 방법을 왜

곡해서 오류를 낳는 것에 한정되었다.

에든버러 대학교의 ＜과학학 과정＞에 모인 학자들은 과학에 사회적 요

10) 김경만 (2004),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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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영향을 주는가 혹은 아닌가라는 경험적인 문제라기보다, 어떻게 하면 

과학지식에 대한 사회학이 원칙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일종의 철학적인 문제

에 대해 고민했다. 과학을 사회적 맥락과 연결시키는 데에는 두 가지 가능

성이 있었다. 그 중 한 가지는 과학이 그 시대의 세계관, 혹은 그 시대의 

분위기와 맺고 있는 특정한 관련을 보이는 것이었다. 이는 슈뢰딩거가 말

했듯이 과학을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패션 비슷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데

(Schroedinger 1935), 예를 들어 에드거 질셀과 같은 사회학자가 16-17세

기 근대 과학에서 등장한 ‘법칙’이라는 개념을 당시 강력한 입법국가의 탄

생이라는 맥락 속에서 가능했던 과정으로 분석한 것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

었다(Zilsel 1942). 또 다른 방법은 과학에서 사용하는 모델에 주목하고 이

러한 모델의 형성과 수용이 당시 사회적인 맥락과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보

임으로써 과학이 사회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핸들, 바퀴, 톱니 같은 기계적 장치를 이용한 맥스웰의 에테르 모델

은 당시 산업사회였던 영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었고, 이를 

보이는 것이 사회학의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11).

그렇지만 이러한 식의 분석들은 모두 비슷한 비판 혹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었다. 과학을 사회적 맥락과 연결시키는 시도는 결국 참으로 판명된 

과학은 과학의 내용이 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반면에 거짓으로 판명

된 과학은 그 내용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비판에 취약했다. 

사회적 요소는 잘못된 과학, 왜곡된 과학, 정치화된 과학을 상대적으로 오

랫동안 마치 참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만, 참인 과

학을 참이라고 밝히고 거짓인 과학을 거짓이라고 드러내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의 영향이 매우 부수적이고 이차적인 수

준에 머문다는 비판이었다. 과학의 대상이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

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모델을 만들 때에는 당시 사회문화적인 요소가 영

향을 줄 수 있지만, 이런 모델 중에 왜 어떤 모델은 잘 작동을 하고 다른 

모델을 그렇지 못한가를 살펴볼 때, 결국은 잘 작동하는 모델은 자연이라

는 실재를 더 잘 반영하고 있는 이론이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

페르니쿠스의 동시대 사람들은 태양중심설을 하나의 수학적 모델로 봤지

11) Black (1962), Hesse (1953, 1963). cf. Barnes (1972), p.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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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궁극적으로는 실재를 반영하는 태양중심설이 지구중심설을 제치고 참

된 이론으로 인정받았다는 식이다. 과학의 발전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 경

우에도 사회적 요소의 영향은 최소화되었다.

쿤의 구조 는 이러한 맥락에서 출간되었다. 쿤은 구조 에서 과학이 

몇 개의 단계를 밟으면서 발전한다는, 과학 발전의 ‘구조’를 제시했다. 우선 

과학의 분야는 패러다임이라고 불리는 뛰어난 성취를 획득함으로써 정상과

학에 진입하며, 이 정상과학은 패러다임을 확장하고 명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쿤에 의하면 정상과학은 새로움(novelty)을 추구하는 활동이 아

니라, 패러다임의 주변을 깨끗하게 만드는 ‘청소 작업’(mop-up work) 비

슷한 것이었다. 정상과학에서의 과학자들의 활동은 흔히 퍼즐 풀이

(puzzle-solving)라는 활동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잘 해결

되는 퍼즐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무시하거나 과학 외적 영역에 

속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런 인식은 포퍼의 과학철학에 대한 정면 도전

을 내포했다. 포퍼는 실험이나 관찰이 이론의 예측과 다른 결과를 내면 그 

이론은 반증되어 폐기된다고 했던 반면에, 쿤은 한두 반증사례 때문에 패

러다임이 폐기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쿤의 ‘구조’에

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두드러지게 되거나 증가하게 되면 이것들은 

변칙현상으로서 과학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며, 이것이 심각해지면서 위기

가 발생한다. 위기의 국면에는 기존의 패러다임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

이 등장하며, 이어지는 과학혁명에서 두 패러다임이 경쟁하게 된다. 그러다

가 과학자 사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과거의 패러다임이 사멸

하면서 새로운 정상과학 시기가 시작된다. 즉 과학은 정상과학에서 위기와 

과학혁명을 거쳐 새로운 정상과학이 형성되는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다

(Kuhn 1962).

쿤의 주장 중에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과거의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

임의 비교에 대한 것이었다. 쿤은 이것이 합리적인 잣대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았는데, 과거의 패러다임은 많은 문제를 해결했지만 변칙현상이

라는 몇몇 새로운 문제를 잘 해결 못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 변칙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만 과거에 잘 해결된 문제들을 오히려 능숙하게 다루지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 한 쪽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변칙현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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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쪽에서는 법칙과 같은 당연한 현상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 둘을 어

떻게 합리적인 기준으로 비교해서 이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 

쿤의 질문이었다. 쿤은 하나의 패러다임에서 다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종교적 개종에 비유하면서, 오래된 패러다임과 새 패러다임을 합리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유명한 공약불가능성(incommen- 

surability)이라는 개념으로 정식화했다. 

두 패러다임 사이에 공약불가능성이 존재하고, 이것이 정상과학에서 누

적적이고 연속적인 발전에 균열을 가져온다.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과학

자들은 기존의 현상을 새로운 언어로 기술하고, 새로운 현상에 주목하며, 

새로운 데이터를 내어 놓는다. 그렇지만 과거에 다루어진 모든 문제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잊혀지는 것이 발생

한다. 과거에는 잘 했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낯선 것이 되고, 과거에

는 중요했던 문제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12) 

이런 점을 생각하면 과학의 발전은 세상에 대한 궁극적 진리를 향해서 누

적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러다임에서 다른 패러다임으로 

단절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겪는 것이 된다.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면 과학

의 발전은 단선적인 진보라고 보기 힘들게 된다. 마치 하나의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진화가 미리 설정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진보가 아니듯, 과학

의 발전도 궁극적이고 유일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활동이 아니라는 것이

다.

새로운 패러다임과 오래된 패러다임 사이에 존재하는 공약불가능성은 

당시 여러 과학철학자들이 쿤을 상대주의자라고 비판했던 근거였고, 가장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문제였다. 두 패러다임을 합리적으로 비교하는 것

이 불가능하다는 쿤의 주장은, 그를 비합리주의자로 낙인찍기에 충분했다. 

실제로 쿤은 과학사를 소개하는 글에서 과학혁명기의 과학자들은 종교나 

12) 쿤의 공약불가능성은 처음에는 패러다임 사이의 공약불가능성이었다. 쿤은 

나중에 이 개념을 이론들 사이의 공약불가능성, 언어적이고 분류적인

(taxonomic) 공약불가능성으로 조금씩 변형시켰다. 이에 대해서는 Sankey 

(1993) 참조. 쿤의 언어적, 신칸트주의적인 전환에 대한 비판으로는 Bird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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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주의 사상처럼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

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과학 외적인 요소들의 영향이 정상과학시기의 과

학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음을 강조했다(Kuhn 1968). 반면에 다른 일군

의 과학철학자들은 퍼즐 풀이에 비유된 쿤의 정상과학이 과학에 대한 ‘모

독’이라고 생각했다. 쿤은 정상과학이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으며, 기존의 

이론을 의심하고 이를 반증하려하는 대신에 패러다임이 제기하는 퍼즐을 

풀면서 패러다임을 깔끔하게 만드는 ‘청소 작업’에 몰두한다고 했기 때문이

다. 퍼즐 풀이에 몰두하는 정상과학자들은 의심을 하지 않고 패러다임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처럼 그려졌는데, 이는 과감한 가설을 던지고 이를 

반증하는 ‘영웅적인’ 과학자의 상과는 거리가 멀었다(Lakatos and 

Musgrave 1970). 

과학철학자들과는 달리 에든버러 학파의 멤버들이 쿤에게서 주목한 것

은 과학 지식에 대한 사회학의 가능성이었다. 앞서 지적했듯이, 쿤은 과학

혁명기의 패러다임의 선택에 과학 외적인 요소들, 즉 철학적, 종교적, 정치

적, 문화적 요소들이 개입할 수 있다고 보았고, 역사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서 이를 예증했다. 과학 이론의 선택에 과학 외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런 사례들은 기존의 과학철학이 아닌 사회학의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쿤의 과학 발전의 ‘구조’에

서 과학혁명은 매우 드문 사건이고, 이보다 정상과학이 더 일상적이고 일

반적인 과학 활동이라는 것이었다. 과학 지식이 사회학의 대상이 되기 위

해서는 정상과학이 사회학의 연구에 포함되어야 했다. 에든버러 학파의 사

회구성주의자들은 과학혁명기의 패러다임의 전이에 적용되었던 논리를 정

상과학 시기의 패러다임의 명료화와 확장에 그대로 가지고 왔다. 쿤에 의

하면 하나의 패러다임이 패러다임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결이 안 되

던 문제를 놀랍게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다른 여러 문제들에 같은 방식의 

해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했다. 쿤은 이런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이를 체화하는 과정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

라, 마치 언어를 배우는 것 같이 느슨한 ‘가족 유사성’을 이해하는 과정을 

밟는다고 강조했다. 에든버러 학파의 사회구성주의자들은 이런 쿤의 논의

를 연장해서 같은 과정이 패러다임의 명료화와 확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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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았던 것이다(Barnes 1972, 1982).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어떤 패러다임이 A라는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서 패러다임의 지위를 부여 받았다고 해도, 이것이 B, C, D…라는 

다른 문제를 자동적으로 풀 수는 없다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었다. 사회구

성주의자들에 의하면 그 원인은 B, C, D…라는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A

와 B, C, D…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인식은 패러다임 자체나 규칙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작동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었

다.13) 즉 패러다임의 명료화와 확장은 여러 현상들 사이에서 가족 유사성

과 같은 유사 관계를 발견하는 일이었고, 이는 자연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

하는 일이 아니라 과학자 공동체에 속한 연구자가 구성해내는 것이었다.14)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후기 철학에서 언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가족 유

사성의 인식을 통해 게임의 규칙을 공유하게 되는 과정을 사회적인 과정으

로 해석했는데,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정상과학의 ‘게임의 규칙’은 사회적

인 것이 되었다.15) 사회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인식을 과학혁명에 다시 적

용했다. 쿤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특별히 강조했던 과학혁명이란 사건

은 새 패러다임의 선택이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공동체가 공유한 사회적인 요소들이 그 과정에 작동한다는 의미에서 본질

적으로 정상과학의 활동과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정상과학과 

과학혁명 양자 모두에 사회학적인 분석이 적용될 수 있게 되었고, 만하임 

13) 쿤도 정상과학에서의 창의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쿤은 이를 수렴적 사고의 

적극적 역할로 인정했다. 이상욱 (2004) 참조.
14) 이러한 인식은 쿤의 정상과학이 근본적으로 모델에 근거한 사유(model- 

based reasoning)임을 지적한 과학철학자들의 견해와 흡사하다. Bird 

(2004), Nickles (2003) 참조. 
15)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은 일상언어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것이었다. 그는 

과학처럼 인과성이 뚜렷한 영역에서는 일상언어에서 적용되는 언어게임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점은 비트

겐슈타인을 받아들인 그의 해석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다. 이

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필자의 다음 논문 “초기 사회구성주의와 과학철

학의 관계에 대한 고찰 (2): 비트겐슈타인의 유한주의(finitism)”에서 이루

어질 것이다.



홍 성 욱26

같은 사회학자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과학지식의 사회학은 철학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다.

3. 에든버러 학파의 초기 연구와 쿤의 수용

에든버러 학파의 중심 멤버였던 배리 반스는 1969년에 인류학에서의 논

쟁에 개입하면서 쿤을 인용했다. 1960년대를 통해 인류학자들 사이에서 지

속되었던 이 논쟁은 원시 부족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세계

관과 서구의 합리적 세계관을 어떻게 비교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 논쟁에서 양자의 차이를 강조한 인류학자들은 서구의 합리적 

과학은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대안적 이론을 찾아보고 이를 비교해

서 최적의 이론을 택하는 개방성으로 특징 지워지는데, 원시 부족의 세계

관에서는 이런 개방성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미신과 

주술에는 합리적 세계관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근거 없는 터부가 많다고 

지적했다. 반스는 쿤을 인용하면서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Barnes 1969). 

우선 그는 주술이라는 것을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주어진 규칙의 범위 내

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문제풀이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쿤

이 드러낸 서구의 자연과학도 유사한 문제풀이적인 특성을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와 후자 사이의 간극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쿤에 의하면 서구의 과학에서도 이론과 이론 사이의 불일치는 용인되

지 못하는 특성을 보이느니만큼16), 이 점과 관련해서도 양자 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반스는 서구의 과학에서도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은 무시되거나, 낮게 평가되고, 심지어 출판을 거부당하는 등, 주

술적 세계관에서의 터부와 비슷한 대응을 통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

다.17) 반스의 이런 주장들은 이후 사회구성주의 과학학에서 종종 등장하는 

16) 이 때 반스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정상과학이었다. Barnes (1969), p. 

97 참조. 쿤은 정상과학에 대한 논의에서 패러다임이 수용되고 정상과학적

인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다른 패러다임이 공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7) 이런 반스의 주장은 쿤의 채용이 ‘편의적’(opportunistic)이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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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들이 되었던 것들이었다.

이후 반스는 1972년에 출판된 후속 논문에서 쿤의 패러다임이 참된 과

학과 거짓 과학, 혹은 과학과 이데올로기의 이분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과학지식에 대한 대안적인 사회학적 방법을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역설했다(Barnes 1972). 반스는 이를 위해서 패러다임을 “과학자들에게 

중요하고 이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믿음과 표준적 실행의 집합체”라는 ‘범

례’로 정의하면서18), 과학자들의 일상적 실행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공유

된 모델과 변칙 등이 등장하며, 이런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서 쿤이 정상과

학이라고 부르는 패러다임에 근거한 과학 활동이 일종의 공유된 모델에 근

거한 활동이 된다고 해석했다.19) 이렇게 모델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모

델과 잘 맞지 않는 변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합의가 가능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과학혁명은 빛의 파동 모델처럼 하나의 지배적인 모델이 

공유되었다가 이것이 빛의 입자 모델과 같은 다른 모델로 바뀌는 것이 되

었다20). 

반스의 이러한 논의는 과학의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사회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과학에서의 객관성

이나 합리성이라는 것은 과학자 사회가 합의한 특정한 모델(즉 패러다임)

과 관련해서만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즉 하나의 모

델이 과학을 지배할 때에는 이와 조응하는 특징들을 가진 합리성이나 객관

성이 받아들여져서 공유되다가, 이러한 모델이 다른 모델로 대체되었을 때

에는 객관성에 대한 과거의 공유된 합의도 새로운 합의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기준이 바뀐다는 것은 진리와 거짓, 과학과 이데올로기를 

구별하는 엄 하고 불변의 기준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이렇게 이 둘의 구분이 상대적인 것이 됨에 따라서 왜곡된 지식만이 아니

쿤에 의하면 서구 과학 같은 성숙한 과학에서의 경험적 적합성이 주술에 

동등하게 적용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지적해 준 심사

위원께 감사드린다. 
18) Barnes (1972), p. 382.
19) 여기에서 모델은 매우 넓은 의미인데, 반스는 물리학이나 화학에서의 원자

나 분자 같은 개념도 실재라기보다는 모델이라고 보았다. Ibid., p. 386.
20) Ibid., p.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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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된 지식도 사회학의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던 것이다

(Barnes 1974, Barnes and Bloor 1982). 이런 인식은 스트롱 프로그램의 

공평성 명제나 대칭성 명제의 주장과 거의 흡사한데, 1973년에 블루어의 

논문에서 이런 명제들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블루어와 반

스가 거의 비슷한 ‘패러다임’을 공유했음을 보여준다(cf. Bloor 1973).

반스나 블루어의 이런 분석을 ‘쿤 식이라고’(Kuhnian) 볼 수 있는가?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지점 이

후에 반스는 쿤에서 멀어진다. 쿤과의 결별은 정상과학의 퍼즐 풀이의 특

성에서 시작된다. 반스는 쿤의 정상과학의 본질이 주어진 모델을 이용하거

나 확장해서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이 

과정이 패러다임에 의해서나 규격화된 규칙에 의해서 인도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드브로이가 물질의 개념을 확장한 것이나, 반트호프가 분자의 공

간적 특성을 고려해서 광학이성체의 문제를 푼 것이나, 라우에가 결정을 

이용해서 X선 회절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 등은 모두 정상과학적 업적인데, 

이런 정상과학적 업적은 패러다임에서 그 답이 결코 쉽게 찾아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반스의 주장이다21). 쿤과 달리 정상과학 활동은 ‘청소 작업’

이 아니라 기존의 모델을 새로운 문제에 확장하는, 즉 자신에게 주어진 모

델과 자신이 만드는 새로운 모델 사이의 일종의 유사관계(similarities 

relation) 혹은 유비관계를 인식하는 활동이고, 따라서 규칙에 의해 지배되

는 활동이 아니다. 쿤이 든 사례를 보아도, 수도꼭지가 달린 통에 물을 넣

고 꼭지를 열었을 때 물이 보이는 운동과 시계의 추 같은 진자(pendulum)

와의 유사관계를 인식하는 것은 패러다임 어디에서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는 것이 반스의 생각이었다. 그는 이런 견해를 한 문단으로 요약해서 제시

했다.

‘정상과학’의 결정적인 요소는 모델이나 메타포, 혹은 그것들과 연관되
어 있는 범례들의 확장, 변형, 재해석이다. 이를 통해서 이것들은 새로
운 종류의 퍼즐과 가능할 것 같은 해답을 제시하거나, 더 일반적으로
는 이것들이 기존의 실제적 문제와 부합하게 되고 그 해답을 제시한다. 

(Barnes 1972, p. 388, 강조는 원저자에 의함.)

21) Ibid., p.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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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블루어와 반스 같은 초기 사회구성주의자들에게 쿤은 일종

의 패러다임과 같은 것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쿤의 구조 와 특히 패러

다임의 개념은 이들에게 당시에 잘 정립되어 있던 다른 여러 가지 과학사

회학의 이론체계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1960년대에 지배적이었던 여타 과학사회학 이론 체계가 해결하지 

못했지만 쿤이라는 패러다임을 통해서 해결한 문제는 “과학 지식의 사회학

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문제였으며, 쿤에 의해서 새롭게 열린 가능성은 

사회적 요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과학 지식의 생성에 관여하고 개입하는

가에 대한 다양한 미시적인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반스는 쿤의 

정상과학 활동과 과학혁명을 낳는 활동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과학혁

명보다 유사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성격의 정상과학에 주목했다. 유비들, 혹

은 모델들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하는 활동의 방법은 패러다임 그 자체에 

의해서는 주어져 있지 않았고, 따라서 일종의 인식적인 도약을 필요로 하

는 것이었으며, 여기에 사회적 이해관계가 개입해서 과학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것이었다. 반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발생하는 

과학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두 패러다임이 오랫동안 공존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과학혁명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했다22).23)

반면에 블루어는 2+2=4 같은 수학의 규칙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관습임을 밝히려고 했다. 그는 쿤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

지만, 뒤르켕의 사회학에서도 과학지식에 대한 사회학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했고(Bloor 1982), 결정적으로는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에

서 규칙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관습이라는 명제를 이끌어냈다(Bloor 1973, 

1983, 1997). 지식과 사회의 상 (1976)을 쓸 무렵에 블루어는 쿤과 포퍼

의 과학철학 모두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임을 주장할 정도로, 쿤으로부터 

오히려 한 걸음 떨어져 있었다. 그에게 쿤과 포퍼는 모두 과학을 신비화했

22) Barnes (1982), ch. 3.
23) 쿤과는 다른 형태로 정상과학과 과학혁명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입장은 

파이어아벤트에게서도 발견된다. 파이어아벤트는 tenacity의 원리와 

proliferation의 원리로 정상과학과 과학혁명을 설명했다. Feyerabend 

(19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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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사람들이었고, 포퍼가 개인이라는 계몽주의 이데올로기를 체화했다면 

쿤은 공동체라는 낭만주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24).

사회구성주의자들은 쿤을 오해했고, 이런 사회구성주의자들을 충분히 이

해하지 못한 쿤은 이들에게 격노했는가? 어느 정도는 그렇다. 그렇지만 중

요한 것은 이런 오해와 비약이 패러다임의 수용과 발전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패러다임을 수용한 사람들이 꼭 그 패러다임을 

만든 사람이 원했던 방향으로 이를 발전시키리라는 법은 없다. 이들에게는 

창시자가 직면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등장하고, 그 과정에서 패러다임은 확

장될 뿐만 아니라 변형된다. 뉴턴의 천체역학에는 중력을 매개하는 신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했지만, 백년 후에 뉴턴의 후계자를 자처한 라플라스

는 “우리에게는 신이라는 가설이 필요 없다”고 선언했다. 맥스웰의 전자기

학에서는 전하와 전류가 장의 부수현상(epiphenomenon)이었고 제 1세대 

맥스웰주의자들은 이 핵심적인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곧바로 맥스웰

의 전자기 체계의 핵심은 맥스웰 방정식으로 간주되었다(Buchwald 1985). 

사회구성주의 과학학은 쿤을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창조적으로 

새로운 문제의 영역에 확장시켰다. 다만 이들의 확장이 쿤이 원하던 방식

이 아니었던 것일 뿐이었다.

4. 쿤을 통해 본 사회구성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

쿤과 사회구성주의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독특한가? 마치 마르크스가 

“나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위대한 사상가들의 사

상이 추종자들에 의해서 변형되고 심지어 변질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고, 쿤도 이런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위에서 분석한 쿤

과 사회구성주의의 관계에 이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더 중

요한 점은 위의 분석을 통해서 이전까지 간과되었던 몇 가지 새로운 통찰

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주장은 사회구성주의자들이 쿤을 

24) Bloor (1976), c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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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범례로서의 ‘패러다임’으로 인식했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필자

는 사회구성주의 과학학에서 다음의 네 가지 특성이 찾아진다고 본다. 

그 중 하나는 쿤을 읽은 다른 어느 그룹보다도 사회구성주의자들이 범례

나 모델로서의 패러다임을 더 빨리, 기꺼이, 확실하게 인식했다는 것이다. 

쿤은 1960년대의 논쟁을 거치면서 자신이 패러다임을 두 가지 다른 방식으

로, 즉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했음을 인정했고, 이 중 범례로

서의 패러다임인 협의의 개념이 훨씬 더 흥미롭고 자신의 철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Kuhn 1970). 그렇지만 과학사학계나 과학

철학계의 평가와 논쟁은 쿤이 스스로 흥미를 가진 이 주제를 중심으로 진

행되지 않았다. 라인골드의 분석을 보면 1980년까지도 과학사학자들 대부

분이 쿤의 주장을 극히 부분적으로만, 게다가 매우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Reingold 1980). 과학사학계의 이러한 비판적인 평가는 

쿤이 분석한 역사적 사례들이 실제 역사와 너무 빗나갔다는 인식에 근거했

다. 예를 들어, 뉴턴의 혁명 이후에도 데카르트의 물리학은 오랫동안 살아

남았는데, 쿤의 패러다임의 전환 이론에 따르면 두 패러다임이 오랫동안 

공존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과학사학자들은 쿤의 철학이 실제 역사적 사

례와 잘 들어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과학사학자들의 

이런 비판을 자세히 보면, 이런 비판의 대부분은 패러다임을 세계관과 비

슷한 광의의 뜻으로 해석하는 데 근거하고 있었다. 반면에 과학철학자들은 

그 어떤 개념이나 주장보다도 공약불가능성이라는 쿤의 개념에 천착했는

데, 다수의 과학철학자들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세계관의 변화와 같은 거대

하고도 총체적인 변화라고 간주하고, 이 두 세계관 사이의 공약불가능성의 

가능성을 고려했다(Davidson 1974, Devitt 1979). 범례로서의 패러다임의 

의미와 중요성에 주목한 철학자도 있었지만, 이런 경우가 다수는 아니었다

(Bird 2004). 

반면에 초기 사회구성주의자들 중에는 세계관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패러다임을 얘기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들은 패러다임을 범례, 모델로 

해석하는데 거의 완전히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런 태도는 이들이 패러다

임의 전환이 아니라, 정상과학 내에서 패러다임의 명료화와 확장에 주목했

기 때문이었다. 당시 핀치는 이렇게 패러다임을 범례로 받아들이는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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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에 대한 ‘급진적 해석’으로, 패러다임을 전문가적 행렬(disciplinary 

matrix)로 넓게 이해하는 해석을 쿤에 대한 ‘보수적 해석’이라고 명명했을 

정도였다(Pinch 1982). 후자가 보수적인 이유는 패러다임을 넓게 정의하면 

그 속에서 과학의 사회적인 요소와 과학의 인식적인 요소를 분리해서 생각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는 전통적인 머튼의 과학사회학과 큰 차이가 없

는 이해였다.25)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회구성주의자들은 쿤이 자신의 과학

철학에서 흥미롭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잘 이해했고, 이를 가장 충

실하게 계승해 나갔던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는 사회구성주의의 ‘과학성’에 대한 것이다. 쿤을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자신들의 활동이 과학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초기 사회구성주의자들이 왜 자신들의 사회학이 과학이며, 

과학적이라고 주장했는지, 그리고 왜 과학학 전반이 과학이 (혹은 과학 비

슷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했는지를 이해하게 해 준다.26)27) 이는 

부분적으로 사회구성주의자들이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패러다임을 습득한 

과학과 비슷한 것으로 보았던 데에서 기인한다. 이들은 자신들에 의해서 

과학지식사회학이 과학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과학전쟁” 한참 이

전에, 사회구성주의 과학사회학자 해리 콜린스와 핀치는 과학을 좋아한다

고 ‘고백’했다28). 과학에 대해 거의 맹목적으로 보이는 이들의 집착이나 심

지어 숭배의 태도는 여러 과학철학자들이 이들을 반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

라고 비판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사

회구성주의에 대한 과학철학자들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주

의자들이 과학 그 자체를 비판한 적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은 중요하다. 이들은 자신들의 작업이 쿤에 의해서 제시된 새로운 과학지

25) 머튼은 쿤의 ‘사회학’과 자신의 과학사회학 사이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

다고 회고했다. Merton (1977) 참조.
26) 예를 들어 Bloor (1973), p. 5, 40, 144 참조.
27) 에릭 스턴이 블루어에게 왜 과학지식의 사회학이 사회가 지식을 구성하

는 사회구성주의의 형태를 가져야만 하는가를 물어봤을 때, 그의 답은 “그

것이 과학적인 탐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형태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

었다. Millstone (1978), p. 112.
28) Collins and Pinch (1983), p.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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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회학의 패러다임을 정교하게 하고 확장하는 정상과학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랑돈 위너와 같은 마르크스

주의 기술철학자는 사회구성주의를 모양만 바꾼 실증주의 철학이라고 비판

했던 것이다(Winner 1993).

세 번째는 사회적 구성의 보편성에 대한 것이다.29) 사회구성주의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는 어떤 과학적 지식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즉, 사회적 구성이라는 

것은 모든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빅토리아 시기의 정치경제학적 사상이 진화론에 영향을 준 것 같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비판의 요지였다. 사회구성

주의자들은 이런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블루어는 이런 비판에 대해

서 외적인 이해관계가 개입하지 않을 때에는 과학자 공동체 내의 전문적인 

가치가 개입한다고 항변했다. 문제는 이런 전문적인 가치는 과학자 공동체

가 공유한 과학 내적인 가치와 구별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사

회구성주의자들의 핵심적인 주장은 과학의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나 가치가 

과학 내부로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정상과학의 패러다임의 확장을 인도

하는 규칙이나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확장된 적용이 그때그때

의 유사성을 인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유사성의 인식은 당시 

과학자 공동체가 공유한 가치나 규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사회적으로 구성된 과학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과학이 있는 것

이 아니라, 모든 과학지식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새로운 이해는 사회구성주의의 급진성과 보수성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하게 해 준다. 사회구성주의는 과학의 지식은 물론, 

과학의 합리성과 객관성의 기준 모두가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했

고, 더 나아가서 이런 구성을 보기 위해서는 과학의 이론만이 아니라 과학

자의 실제 실행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0년대 이후의 과학기술학은 

과학에서의 실험, 기구와 기구제작, 실험실 같은 특정한 공간, 그 외의 과

학의 물질적인 토대에 주목함으로써, 과학에 대해 놀랍게 새로운 이해를 

얻어냈다(Hacking 1983, Shapin and Schaffer 1985, Galison 1989). 특

29) 이 주제에 대한 논의로는 홍성욱 (2004)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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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러한 새로운 이해는 실험과학이 실제 과학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만, 과학에 대한 철학적 탐구는 이론의 측면에 한정되어 있었던 과거의 불

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이런 급진성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주의의 주류는 1980년대 

이후에 부상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비판했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

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회구성주의가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거부한 

이유 중 하나는 후자가 인식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의 문제를 함께 다

루고 있기 때문이었다(Latour 1987, 1988). 반면에 사회구성주의자들은 과

학지식의 사회학이 과학의 지식이나 믿음을 다루는 인식론의 영역에 머물

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쿤의 패러다임에는 과학에서 등장하는 여러 

존재자들의 실재성에 관련된 존재론적인 논의는 사상되어 있었다. 쿤의 패

러다임이 철저하게 인식론에 국한되었듯이, 사회구성주의도 과학 지식의 

구성에 대한 인식론에 스스로의 역할을 한정지었다(Bloor 1999).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의 주창자였던 라루트는 이러한 사회구성주의의 태도가 실제 

과학적 지식과 존재자를 구별하지 않고, 인식론과 존재론의 경계를 만들지 

않는 현장 과학자들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지만(Latour 1999), 

사회구성주의자들에게는 사회학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존재론의 영역을 침

범하는 것은 쿤에 의해서 제시된 과학적 태도나 실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따라서 적절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쿤의 

프로그램에 끝까지 충실했던 것이다.

5. 맺는 말

본 논문은 초기 에든버러 학파의 사회구성주의자들이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에서 과학자 공동체가 패러다임을 수용한 뒤에 수행하는 정상과학을 

‘쿤 식으로’ 이해했고, 이에 근거해서 과학 지식의 사회적 구성을 주장하는 

새로운 과학지식사회학을 제창했음을 주장했다. 이들은 패러다임을 명료화

하고 확장하는 정상과학에 대한 논의에 쿤의 과학철학의 핵심이 있다고 생

각했다. 다만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패러다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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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과학자는 패러다임이 해결한 문

제와 새로운 문제 사이에 있는 유사성을 발견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창의

적이고 구성적인 것이었고, 여기에 과학자 공동체가 공유한 가치나 이해관

계가 개입할 수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과학 지식은 사회적으로 구성

된 것이 되었으며, 과학지식의 사회학은 그 철학적 근거를 얻게 되었다. 

사회구성주의는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쿤을 계승하고 확장한 것이라고 

인식했고, 쿤이 밝혀낸 과학의 본질에 충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트롱 

프로그램의 네 가지 명제는 이런 인식과 평가로부터 자연스럽게 얻어질 수 

있었다. 사회적으로 공유한 가치나 이해관계가 과학 지식의 구성에 개입한

다는 것이 인과성 명제였다. 올바른 과학과 그렇지 못한 과학은 더 견고한 

패러다임과 그렇지 못한 패러다임을 토대로 한 과학이었고, 이 둘 모두 사

회적으로 구성된 것이기에 차별할 이유가 없었다. 이것이 공평성 명제와 

대칭성 명제의 근거였다. 또 사회구성주의에 따르면 이들이 분석의 대상으

로 삼는 과학과 자신의 스트롱 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었다. 

과학자들이 한 번 수용된 패러다임을 확장해서 이런저런 문제에 적용시키

는 과정과 자신들이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을 이런저런 문제에 적용시키는 

과정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이 둘 모두 규칙에 의해

서 지배되는 과정이 아니었고, 공동체의 이해관계나 가치들이 개입하는 것

이었다. 무엇보다 이런 과학 활동이 규칙이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듯이, 사회구성주의 프로그램도 그때그때 과학 연구에 개입하는 외적 요

소를 ‘경험적으로’ 찾아내야 했다. 이러한 성찰성 명제는 쿤을 패러다임으

로 (즉 범례로) 채용함으로써 얻어진 것이었다. 

그렇지만 쿤이 자신의 과학철학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인 해석을 받아

들이지 못했듯이, 이들 사회구성주의자들도 뒤이어 나타난 더 급진적인 프

로그램을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못했다.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은 대칭 명제

를 확장해서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 사이의 대칭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대칭을 제안했고, 인식론과 존재론의 통합을 주창하면서 쿤이나 사

회구성주의자들이 고집했던 모델(패러다임)과 실재 사이에 존재하는 넘지 

못할 간극 자체를 부정했다. 사회구성주의자들이 보기에 이는 쿤과 비트겐

슈타인에 근거한 과학지식사회학의 패러다임 자체를 부정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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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경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과 비슷한 것

으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상당수의 과학기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고, 

스트롱 프로그램의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이라는 새 배로 갈아탔다. 그렇지만 이런 전이는 스트롱 프로그램의 주창

자들에게는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은 사회구성주의

가 간과했던 ‘과학과 권력’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등장했지(Latour 

1987), 사회구성주의가 이룩한 지식 사회학적인 성과를 계승하는 프로그램

이 아니었다.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가들은 사회구성주의자들에게 ‘과학지식

은 사회적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학학의 핵심 문제가 

아니다’는 식으로 대응했는데(Callon and Latour 1992), 이런 태도 역시 

사회구성주의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었다. 오래된 패러다

임을 추종하던 과학자들이 자신의 패러다임의 성취와 새 패러다임의 가능

성을 비교하는 것이 쿤의 말대로 공약불가능하듯이, 쿤의 인식론에 충실했

던 사회구성주의자들은 비인간 행위자 같은 새로운 존재자들을 과학학에 

도입해서 인식론과 존재론의 경계를 무너뜨린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과 자

신들의 이론을 합리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 자체에 큰 어려움을 느꼈

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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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Social 
Constructivism and the Philosophy of Science (1): Kuhn as 

a Paradigm
Sungook Hong 

This paper attempts to illumin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struvtivism and Thomas Kuhn’s philosophy from a new angle. Early 
social constructivists adopted Kuhn’s philosophical ideas as something 
like a “paradigm”, and articulated and extended this “Kuhn as a 
paradigm.” This appropriation was not what Kuhn had expected it to be; 
it was not directed to the field which Kuhn thought that his ideas 
should be applied to. However, this adoption and extension was faithful 
to Kuhn’s essential insights into the nature of scientific development: the 
application and extension of a paradigm was not automatically made by 
preceding examples or existing rules. As a result, a few features 
characterized social constructivism. Social constructivists recognized the 
meaning of the paradigm as an exemplar earlier and more clearly than 
other groups. The adoption of Kuhn as a paradigm drove them to view 
their own program as something like a science. On this basis, they 
claimed that every scientific knowledge, rather than some part of it, is 
socially constructed. Finally, they did not, and could not, understand and 
adopt a competing paradigm such as actor-network theory. B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uhn and social constructivism, this paper 
can provide an intellectual basis for the understanding of such features 
of early social constructivism. 

Key Words: Social constructionism, Strong programme, Thomas Kuhn, 
Barry Barnes, David Bloor, Edinburgh School, Paradigm, 
Normal sci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