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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주의 형이상학은 가능한가?†

1)

이 정 민
‡

최근 래디먼 등(Ladyman and Ross 2007)은 동시대 여러 형이상학을 ‘신스콜

라적’이라 비판하며 자신들만의 ‘자연주의’ 형이상학을 내세웠다. 기존 형이상

학이 현대물리학과 충돌하는 잘못된 존재론에 기초하는 반면, 자신들의 형이

상학이야말로 현대물리학과 양립 가능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나는 동

시대의 분석 형이상학이 스콜라적이라는 그들의 비판에 공감하지만, 그것이 

자연주의의 형태로 대체될 가능성에는 회의적이다. 특히 자연주의 형이상학의 

핵심인 존재적 구조 실재론(OSR: Ontic Structural Realism)에 다음과 같은 문

제가 있다. 첫째, OSR의 실재론 논변인 ‘기적 논변’에 미지적된 문제가 있다. 
둘째, OSR은 수학 구조와 물리 구조의 구분을 무너트린다. 나는 이 둘의 미

해결이 OSR의 실재론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OSR을 

비판한 연장선에서 나는 OSR의 두 가지 문제가 없으면서도 현대물리학과 양

립가능한 비형이상학적인 대안을 논의한다. 결론적으로 자연주의 형이상학은 

기존 형이상학에 대한 최선의 대안이 아니다.

【주요어】자연주의 형이상학, 구조적 실재론, 존재적 구조 실재론, 기적 논

변, 조율의 문제

 †이 논문은 2016년 과학철학회와 분석철학회의 연합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을 광범위하게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발표회장에서 비판적 의견을 주신 

선생님들과 최종 수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께 감사한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philist@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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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학과 형이상학의 관계

내 주제는 과학과 철학의 관계이다. 철학 가운데서도 특히 형이상학이 

문제이다. 논리실증주의자들에 의해 시작된 지난 세기 전반의 과학철

학은 형이상학을 적대시했다. 태생부터 과학철학은 형이상학과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형이상학은 다양한 경로

로 부활했다. 콰인이 분석과 종합 구분을 비판한 이래 형이상학은 주

류 분석철학의 핵심으로 자리했다. 과학철학 안에서도 인과와 양상, 법
칙 등과 같은 과학의 일반 개념을 다루는 과학의 형이상학(metaphysics 
of science)이 새롭게 부상했다.

하지만 그러한 흐름에 맞서 비판적 논의 또한 다시 활발하다. 만년

의 퍼트남(Putnam 2004)은 콰인 이후 부활한 존재론을 비판하며 ‘존
재론의 부고’를 선언한 적이 있다. 퍼트남은 플라톤주의와 같은 추상

적 존재를 가정하는 ‘팽창’ 존재론, 존재자를 제거하거나 다른 존재자

로 환원하려는 ‘축소’ 존재론 모두를 비판한다. 물론 그가 모든 종류의 

형이상학적 존재론을 비판한 것은 아니다(그런데 그가 비판한 두 종류

에 속하지 않는 존재론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럼에도 그의 

이런 비판이 과학의 시대에 철학의 지위에 대한 위기의식과 함께 진행

되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과학철학자로서 분석 형이상학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을 지속해온 

이는 반 프라센(van Fraassen 2002)이다. 그는 자신이 따르는 경험주의 

전통을 형이상학에 대한 지속적인 저항으로 규정하며, 과학을 넘어선 

철학적 존재론에 회의를 표명한다. 과학적 우주론(cosmology)은 경험

적합성을 넘어서는 목표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 또한 외부세계의 존재 

여부와 같은 철학적 문제는 과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과학에 어떤 

‘존재론적 개입(ontological commitment)’이 있다면 그것은 존재론을 

하고 싶은 철학자의 눈에나 보일 뿐이다. 반 프라센이 재규정하는 경

험주의는 세계나 지식의 본성에 대한 실질적 견해나 교설, 이론이 아

니다. 오히려 경험주의는 경험과학을 인식의 모범으로 삼는 태도나 자

세(stance)이다. 경험주의의 탐구 대상은 세계나 인간 인식 전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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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규정이며 그 핵심은 ‘경험적합

성’과 같은 기준의 해명이다. 이렇게 경험주의를 새롭게 정립하면서 

반 프라센은 과학적 인식과 무관한 형이상학이나 인식론의 문제를 해

결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려 한다.
최근 래디먼 등1)도 이에 가세해, 동시대 여러 형이상학을 ‘신스콜라

적’이라 비판했다. 그것이 현시대의 과학적 인식, 특히 현대물리학에 

비추어 낡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형이상학적 존재론을 

포기하지 않는다. 곧 현대물리학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면서도 형이상학

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존 형이상학이 현대물리학과 충돌하는 잘못

된 가정에 기초하는 반면, 자신들의 형이상학은 현대물리학과 양립 가

능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현대물리학에 기초한 형이

상학이라는 매우 독특하면서도 미묘한 입장을 그들은 ‘자연주의 형이

상학(naturalistic metaphysics)’이라고 부른다.
내 논문은 래디먼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2절에서 그

들이 기존 형이상학을 어떻게 비판하는지 알아본다. 이러한 비판에는 

나도 대부분 동의하며 거기에 나만의 비판을 추가한다. 3절에서는 그

들이 내세운 자연주의 형이상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4절과 5절에

서는 자연주의 형이상학의 핵심인 존재적 구조 실재론(OSR: Ontic 
Structural Realism)의 문제를 알아본다. 먼저 4절에서 OSR의 핵심인 

‘기적 논변’에 이제까지 지적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한다. 그리고 5절에

서는 OSR의 구조 개념이 수학 구조와 물리 구조의 구분을 무너트리

며 이것이 OSR의 실재론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OSR을 비판한 연장선인 6절에서는 OSR의 두 가지 문제가 없으면서

도 현대물리학과 양립 가능한 비형이상학적인 대안을 논의한다. 결론

적으로 자연주의 형이상학은 기존 형이상학에 대한 최선의 대안이 아

니다.

 1) Ladyman and Ross (2007). 이 논문에서는 “등” 없이 ‘래디먼’ 또는 ‘그들’
로 이 책의 저자를 지칭한다. ‘래디먼’의 한글 표기는 초역자(래디먼 2003)
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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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적 세계관과 동시대 형이상학 비판

래디먼의 형이상학적 기획은 비판적이면서 동시에 건설적이다. 곧 그

들은 퍼트남이나 반 프라센처럼 기존의 존재론과 분석 형이상학에 비

판적이지만, 동시에 자연주의적 대안을 추구한다. 2절에서는 먼저 이

들의 비판적 기획을 알아보고, 3절부터 래디먼의 건설적 형이상학을 

비판하겠다.
먼저 래디먼은 특정 형이상학을 비판하기보다 동시대 형이상학이 

기반을 두는 일반적 세계관을 비판한다. 그 형이상학적 세계관은 ‘포
함의 비유(containment metaphor)’에 담겨 있다. 이 비유에 따르면 세

계는 시공상에서 서로 독립적인 여러 사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사물의 시간에 따른 성질 변화가 세계의 변화를 야기한다. 물체는 미

시입자로 ‘구성’되며, 이 미시 입자의 운동과 상호작용이 세계의 변화

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포함의 비유는 세계의 변화를 당구공과 같은 

구성 요소와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려 한다. 이것은 세계를 

거대한 시계 장치로 파악한 근대 초기의 기계론 철학(mechanical 
philosophy)의 세계관이다. 포함의 비유, 당구공이나 시계의 비유 모두 

기계론적 세계관에 대한 비유인 것이다.
일상적으로는 무해하게 들리는 이 비유는 그러나 이제 낡은 물리학

의 유산이다. 20세기 물리학은 물리 세계에 대한 이러한 비유가 비유

로서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세계관의 잘잘못을 따지는 일

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일상 사물에 대해서, 또는 ‘고전’ 영역에서 

이러한 비유는 여전히 성립할지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과학으

로 포장되어 실질적 형이상학을 뒷받침하는 ‘직관’으로 사용된다는 것

이다. 물리 세계에 대해 참인 철학적 교설로 주장되는 것이다. 
래디먼은 여러 동시대 형이상학의 이러한 유사 과학적 직관을 폭로

하며, 그것이 현대물리학에 의해 어떻게 반박되는지 논의한다. 17세기 

기계론 철학에 의해 아리스토텔레스식 중세 자연철학이 폐기된 것처

럼, 기계론적 세계관 또한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 그래서 현대과

학에 의해 낡게 된 동시대 형이상학은 ‘신스콜라적(neo-scholasti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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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7세기 스콜라 철학자들은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이후에도 지

구중심설과 아리스토텔레스 자연철학을 고수하려 했다. 마찬가지로 20
세기 형이상학자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이후에도 기계론적 세계관

을 고수하려 한다. 이러한 표현이 과격하게 들릴지 몰라도 래디먼이 

폭로하는 여러 사례는 이러한 혐의를 구체화한다.
예를 들어 래디먼이 집중 공격하는 루이스의 ‘흄적 수반(Humean 

supervenience) 논제’3)가 있다. ‘흄적 수반’은 물질의 국소 성질(local 
properties)과 그 시공간적 분포가 세계의 전부라는 것이다. 좀 더 정확

히 표현하면 세계는 시공상의 점이나 물질로 점유된 질점, 점들의 성

질, 그리고 이들 사이의 외부적 관계에 수반한다. 이러한 성질의 시공

간적 분포의 차이 없이는 세계에 아무런 차이도 생기지 않는다. 자연 

법칙, 반사실적 의존 관계, 인과 관계 등이 모두 물리 세계의 국소 성

질에 수반한다. 잘 알려졌듯 흄은 인과 관계가 필연적 연결이 아니라 

두 국소 성질(사건)의 상시적 연접(constant conjunction)이라고 주장했

다. 루이스는 이러한 흄의 주장을 자신만의 형이상학으로 발전시킨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흄의 인과 개념이 당구공의 충돌이라

는 기계론 철학의 표준 사례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다는 것이다.4) 따라

서 그것은 현대물리학의 원자핵이나 입자에 대한 인과 개념으로는 부

적당하다. 물론 일상적 사물인 당구공의 충돌에 대한 흄의 분석은 여

전히 타당할지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동시대 형이상학이 당구공 

충돌을 인과 과정의 전형적 모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렇게 확립된 인과 개념을 수정 없이, 세계를 구성한다고 하는 ‘미시입

자’에 적용한다. 원자나 미시입자 또한 흄적 수반을 따를 것이라고 막

 2) 한 심사자는 기계론 철학이 목적인을 배격하고 작용인(+질료인)만 인정한

다는 점에서 현대물리학에서도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다. 하지만 기계론 철학은 소체(corpuscle)의 접촉 작용이나 결정론적 인과

율 또한 유지한다는 점에서 현대물리학과 충돌한다.
 3) Lewis (1986), pp. ix-x.
 4) 흄은 인성론  (1권, 3부, 14절)과 탐구  (7절) 모두에서 당구공 예를 사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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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가정하고, 그러한 입자로 구성된 물리 세계 또한 흄적 관계에 수

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흄적 수반이 현대물리학에서 사실적으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래

디먼5)과 특히 모들린6)이 설득력 있게 논증했다. 요약하자면 양자역학

의 핵심인 입자들 간의 얽힘(entanglement) 상태는 개별 입자의 국소 

성질이나, 입자 사이의 시공간적 관계에 수반하지 않는다. 흔히 ‘비국

소성(nonlocality)’라고 알려진 이 특징은 이제 실험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되었으며, 따라서 양자역학이 아니더라도 물리 세계에 대한 어떠

한 이론도 수용해야 할 특징이다. 이러한 경험적 사실을 전적으로 무

시해야만 흄적 수반을 세계에 대한 사실적 주장으로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루이스의 옹호자들은 흄적 수반이 사실적으로 거짓일 수 있다고 인

정한다.7) 따라서 한 가지 대안은 이 논제를 세계에 대한 사실적 주장

이 아닌, 일종의 개념 유희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루이스와 그의 옹호자들이 과학과 관련해 보이

는 태도이다. 루이스는 “흄적 수반의 참(truth)보다 그것의 유지가능성

(tenability)을 유지(강조는 원저자)”8)하고 싶었다고 한다. 흄적 수반의 

과학적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철학적’ 반론에 

맞서 싸우고 싶었다는 것이다.9) 만일 이것이 성공한다면 적어도 철학

적으로 그 논제를 유지 못할 이유는 없다. 과학과의 충돌은 사후적이

고 경험적인 문제일 뿐이다. 웨더슨은 흄적 수반이 물리학에 의해 거

짓으로 밝혀진다 해도, 인과나 법칙과 관련된 상식적 견해로 여전히 

타당하며 고전 물리학이 성립하는 ‘흄적 세계’와 양립가능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한다.10)

그런데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유지가능성만을 따지자면 흄적 수반과 

 5) Ladyman and Ross (2007), p. 150.
 6) Maudlin (2007), Ch. 2.
 7) Weatherson (2015), p. 108.
 8) Lewis (1996), p. xi.
 9) Ibid.
10) Weatherson (2015), pp, 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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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되는 또 다른 ‘상식적’ 견해 또한 유지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지
난 세기 초 화이트헤드11)는 흄적 수반을 ‘단순 정위(simple location)의 

오류’로 비판한 바 있다. 그것이 상식이 아니라 이미 기계론 철학에 오

염된,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오류라는 것이다. 오히

려 구체적 경험은 시공간적 질점이 아닌 연장이나 지속이며, 시공간적 

질점은 구체적 경험에서 추상된 것이다. 곧 화이트헤드는 흄적 수반과 

정확히 반대되는 견해를 유지한다. 물론 내가 여기서 화이트헤드의 형

이상학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철학적 유지가능성’은 너무 

느슨한 철학적 방법론이라는 것이다. 기계론 철학이나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뿐만 아니라, 실체형상이나 목적인 또한 철학적으로 유지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과학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흄적 세

계’와 양립가능하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적 세계’와 양립가능하다

는 것에 비해 무슨 장점이겠는가?
여기서 형이상학자는 흄적 수반이 현대물리학과 상충한다고 해도 

우리의 일상적 직관과 어느 정도 부합하며, 따라서 거시 세계에 대해 

근사적으로 참이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것이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

론 같이 일상에서 멀리 나간 이론은 아닐지라도, 고전물리학이 그리는 

일상 세계의 모습과는 일치하지 않는가? 현대물리학을 포함한 과학 이

론은 언제든 반증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과학 이론과 무관하게 이러한 

일상적 직관을 우선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이렇게 형이상학 논의에 일상적 직관 또는 ‘명시적 상

(manifest image)’을 끌고 들어오는 순간 논쟁은 해결불가능하며 결국 

서로 다른 직관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만일 일상적 직관을 

보존하는 것이 형이상학의 전부라면 왜 스콜라적 직관, 예를 들어 4원
소나 한랭건습과 같은 성질은 보존하지 않는가? 어찌 보면 아리스토텔

레스의 질적 세계관이 우리의 일상적 직관과 더 잘 부합한다. 따라서 

스콜라 철학의 ‘상식’이나 실체형상, 목적론을 배제하려면 근대의 과학

적 인식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곧 흄을 포함한 근대철학은 

과학적 인식의 개입이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렇다면 왜 

11) Whitehead (1925),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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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초기의 기계론에서 멈추고, 20세기 과학으로는 나아가지 않는가? 
우리가 기계론과 고전 물리학을 비교적 친근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수 

세기에 걸친 교육과 길들임의 결과이지, 일상적 직관과의 본질적 부합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동시대의 과학적 인식과 단절하는 형이상학자

의 상식, 직관, 명시적 상은 우리의 세계 탐구에서 설 자리가 없다.

3. 자연주의 형이상학과 통합 기획의 불가능성

래디먼의 신스콜라적 형이상학 비판은 비판에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대안적 형이상학의 옹호로 이어진다. 그들은 이 대안을 ‘자연주의 형

이상학’이라고 부른다. 주의할 것은 이것이 존재론적 물리주의나 자연

화된 인식론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주의’라는 수식어는 과

학, 특히 물리학과 형이상학의 관계에 대한 그들의 독특한 태도를 가

리킨다. 래디먼은 현대과학이 형이상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운 형이상학을 요구한다고 본다. 기존 형이상학은 제도(방법론, 학술지 

등)로서 고립되어 주류 학계나 문화와 무관한 탐구인 반면, 현대과학

과 양립가능한 방식으로 형이상학을 “구조”해야 한다는 것이다.12)

자연주의 형이상학은 객관적 실재에 대한 전체적인 상을 그리려는 

철학적 존재론이다. 동시에 그것은 현대물리학을 포함한 개별과학 전

체에 대한 통합 기획이다. 흔히 과학에서의 통합은 개별 과학의 이론

이나 가설 사이의 통합으로 그 산물은 또 다른 개별 과학이다. 반면 

과학의 전 분야를 통합하는 것이 형이상학의 목표이다. 더 많은 과학 

분야가 더 잘 통합될수록 상호의존적 설명 관계가 탄탄해질 것이며, 
“통섭의 정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바로 이 정도에 따라 여러 형이상

학적 제안의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래디먼은 물리학과의 통합을 중시하여 이것이야말로 철학에서 

형이상학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라고 한다.13) 그들은 물리학 가운데서

12) Ladyman and Ross (2007), p. 27.
13) Ibid.,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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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우주의 수학 구조를 다루는 근본 물리학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다. 어떠한 형이상학적 주장도 그것이 자연주의적이려면 물리학과 다

른 개별 과학을 통합하는 효과를 내야 한다. 물리학 내적인 통합만으

로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 양자 중력 이론이 20세기의 이론 물리학을 

통합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과학 전체를 통합할 가망은 

없으므로, 형이상학 전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14) 따라서 자연주의 형

이상학은 처음부터 전체 과학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야심찬 기획이다.
먼저 래디먼의 통합 기획에 대해 논평할 것이 있다. 래디먼에 앞서 

논리실증주의 또한 물리학 중심의 통합과학(unified science)를 과학철

학의 목표로 내세웠다. 그렇다면 래디먼의 기획과 논리실증주의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인가? 나는 둘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래

디먼의 기획이 더 야심적이라고 본다. 논리실증주의의 통합 기획

(Neurath et al. 1938)은 형이상학이 아니라 방법론적이고 언어적인 것

이었다. 과학의 여러 분야는 서로 다른 대상과 주제를 다룰지라도 동

일한 방법을 공유하며 그것은 귀납논리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의 

공유를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이 과학 분야 간의 공유된 언어이다. 그리

고 이러한 언어를 분석하는 일이 철학의 작업이다. 반면 과학적 가설

이나 법칙의 통합은 철학이 아닌 미래 과학의 작업이다. 철학은 이미 

통합되어 있는 과학 언어의 논리적 분석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15)

반면 래디먼의 기획은 이러한 방법론적 제안이나 언어 분석이 아니

다. 실질적인 과학의 내용, 곧 가설이나 법칙을 통합하는 효과를 형이

상학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곧 이미 어느 정도 통합된 과학의 “통섭

적 연결망”에 대한 메타적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연결망

을 새롭게 만드는 작업까지 하는 것이다. 특히 그러한 연결망은 근본 

물리학의 구조와 이어져야 한다. 이것은 물리학 안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며, 형이상학이 추가되며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16)

14) Ladyman and Ross (2013), p. 110.
15) Neurath et al. (1938), p. 61.
16) 한 심사자는 래디먼의 기획이 과학사에 이미 존재하는 “통섭적 연결망에 

대한 비판적 해명(the enterprise of critically elucidating consilience 



이 정 민10

실제로 과학의 역사에서 분야 간 통합 사례는 잘 알려져 있다. 19세
기 후반 물리학에서 전자기학과 광학의 통합이나, 20세기 전반 생물학

에서 다윈의 자연선택설과 멘델 유전학의 현대적 종합(modern 
synthesis)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개별 과학 내의 통합

일 뿐, 과학 전체를 아우르는 형이상학적 통합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

스나 데카르트의 형이상학이 동시대의 개별과학과 일관된 체계적 개념

틀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 고

대의 자연학(physica)과 동물학을 통합했는가? 데카르트의 심신 이원

론이 근대 초기 역학과 생리학을 통합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선뜻 

긍정적으로 답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왜 훨씬 다양하고 전문화된 21세
기 과학의 분야를 통합하는 임무를 형이상학이 떠맡아야 하는가? 과학

의 각 분야는 통합적 형이상학 없이도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세계에 대한 일관된 설명을 제공한다. 개별 과학의 세계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형이상학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일까?17)

여기서 내 의문은 통합의 실질적 결과가 아니라, 자연주의 형이상학

이 ‘기획’으로서라도 유효한가이다. 분명 래디먼의 자연주의 형이상학

은 지난 10년간 어떠한 과학 분야 사이의 통합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물론 결과를 내기까지 시간의 부족을 탓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도

대체 가능하기라도 한 기획인가? 기획의 목표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닐까? 자연주의 형이상학의 애초 목표는 과학 전 분야의 통합이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제시할 통합의 모습은 과학 분야의 통합이라기

보다 과학에 대한 해석 또는 해석의 종합이 아닐까? 애초부터 자연주

networks)”(Ladyman and Ross 2007, p. 28)에 그치며 내 이러한 규정이 

의도확대의 오류가 아니냐고 지적한다. 하지만 근본 물리학과 다른 개별 

과학(예: 경제학) 사이에 그러한 연결망이 있는지는 의문이며, 형이상학이 

어떻게 물리학과 경제학 각각보다 더 많은 것을 설명할지도 의문이다. 그
런데 래디먼은 형이상학이 바로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들의 기획은 생각 이상으로 야심차다. 아래 PNC에 관한 논의를 보라.
17) 비슷한 문제제기로 Melnyk (2013), pp. 8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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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이상학의 기획은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래디먼이 명목상 내세운 통합의 대상은 실제 과학 이론이나 가설이

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다룬 주제는 과학에 대한 철학적 주장이나 

해석뿐이다. 곧 인과라든지 자연법칙, 실재론과 같은 여러 철학적 문제

에 대한 해명이 통합의 결과로 제시된다.18) 따라서 그들의 애초 기획

은 명목상의 통합일 뿐, 실제로 이루기에는 지나치게 야심차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형이상학의 기획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

다. 곧 개별과학에 대한 해석이나 몇몇 철학적 문제의 해결만으로는 

형이상학이 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그들은 과학 분야의 통합을 자신

들의 목표로 내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목표를 내세운들 ‘형이상학은 가능한가’라는 의

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아무리 통합의 가치를 주장한들 그것이 

과연 형이상학에 대한 회의를 잠재울 수 있을까? 칸트 이래 ‘형이상학

의 가능성’은 진지한 철학적 탐구 주제였다. 최근 분석철학 내에서 활

발한 메타형이상학(metametaphysics) 논의라고 할 수 있다(Chamlers et 
al. 2009 참고).하지만 래디먼은 이 문제에 대한 이론적이고 논변적인 

논의를 회피하고 대신 “자연주의 형이상학은 가능하며 그것을 여기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가정”19)한다. 형이상학이 가져온, 통합의 결

과로서 보여주겠다는 일종의 실용적 정당화이다. 또한 그들은 과학과 

형이상학의 ‘경계 흐리기’에도 호소한다. 곧 과학과 형이상학을 날카롭

게 구분하기보다, 과학적 가설이나 명제도 충분히 일반적이면 얼마든

지 형이상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20) 따라서 형이상학의 가능성 자

체를 진지하게 검토하기보다 과학과 연속되면서도, 추상적이고 일반적

인 수준의 탐구가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시작한다.21)

래디먼은 과학과 형이상학의 경계보다, 과학을 확장한 자연주의 형

18) 부분적인 통합의 목록은 Ladyman and Ross (2007), p. xiii, 129.
19) Ladyman and Ross (2007), p. 6.
20) Ibid., p. 45.
21) 이러한 콰인식의 자연주의적-실용적 형이상학 정당화에 대한 비판으로는 

(이정민 2014a)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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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과 과학과 무관한 형이상학의 경계에 관심이 있다. 형이상학 자

체를 배제하려 했던 실증주의자와 달리 래디먼은 적법한 형이상학과 

그렇지 않은 형이상학을 구획하려 한다. 곧 래디먼의 문제는 ‘형이상

학은 가능한가’가 아니라, ‘형이상학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이다. 그리

고 그 답이 그들이 ‘자연주의적 닫힘 원리(PNC:　 Principle of 
Naturalistic Closure)’라고 하는 원리에 담겨 있다.

PNC: 어떠한 새로운 형이상학적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면, 
그것이 둘 이상의 과학적 (그 가운데 하나는 근본 물리학) 
가설을 통합하는 효과를 내야 한다. 여기서의 통합이란 두 

가설을 합치면, 각 가설이 설명하는 것의 합보다 더 많은 

것을 설명한다는 것이다.22)

PNC는 이제껏 얘기한 ‘통합’의 정체가 일종의 설명력과 관련이 있

음을 명시한다. 설명력 개념은 과학적 설명에 대한 키처의 이론을 따

라 이해된다. 곧 여러 현상을 독립적으로 설명하기보다 공통의 “논증 

패턴”23)에 따라 설명할 때 설명력이 증대된다. 하나의 잘 이해된 현상

이 있으면, 다른 현상 또한 원래 현상을 설명한 논증 패턴에 따라 설

명하는 것이다. PNC는 이러한 의미의 설명력의 증대에 기여하는 주장

만을 적법한 형이상학으로 허용한다.
하지만 어떤 형이상학적 주장이 어떻게 이 목적에 기여할지는 여전

히 불분명하다. 각 분야 과학자들이 독립적으로만 받아들이던 설명이 

실제로는 같은 논증 패턴을 따른다는 것일까? 키처(Kitcher 1989)는 

유전학과 진화생물학, 돌턴의 화학 결합 이론 각각의 논증 패턴을 재

구성했다. 래디먼의 공저자인 로스 또한 경제학의 논증 패턴을 다음처

럼 간략히 제시한다. “미시경제학의 논증 패턴: 행위자가 생물학적 개

체 수준에서 하는 게임의 제한 조건을 확인하라. 그러한 게임 하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특정 시나리오를 확인하고 그 게임의 내쉬 균

형을 찾아라”24) 하지만 이것은 미시경제학의 ‘패러다임’에 대한 분석

22) Ladyman and Ross (2007), p. 37.
23) Kitcher (1989), p.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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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뿐, 어떠한 통합의 결과도 제시된 것은 없다. 래디먼이 원용한 키처

의 ‘통합으로서의 설명 이론’도 과학적 설명 개념을 철학적으로 분석

한 것일 뿐, 과학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형이상학적 기획이 아니다.25) 
따라서 ‘논증 패턴’의 분석만으로는 통합으로서의 형이상학이 되기에

는 턱없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설명 이론이 왜 형이상학의 이

름으로 주창되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형이상학 본래의 기획을 유지하기 위해 래디먼이 할 수 있는 

일은 실재의 근본 구조를 탐구하는 분야, 곧 근본 물리학에 호소하는 

것이다. ‘왜 다른 여러 개별과학보다 물리학이 형이상학에 더 특별한

가’는 여러 논쟁자들이 가진 의문이다.26) 나는 래디먼의 기획상 이것

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곧 통합의 기획만으로는 실재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존재론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과학 분야 가

운데 실재의 보편적 구조를 다루는 근본 물리학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여기서 래디먼은 PNC를 보조하는 원리로 ‘물리학적 제한의 우선

성’(PPC: Primacy of Physics Constraint)을 도입한다.

PPC: 물리학은 다른 개별 과학에 비해 인식적 우선성을 갖는다. 
만일 개별 과학의 가설과 근본 물리학이 충돌한다면 그 이

유만으로 그 가설은 기각되어야 한다. 반면 근본 물리학의 

가설은 개별 과학에 의해 대칭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27)

먼저 주의할 것은 래디먼의 물리학 중심주의가 철학적 물리주의

(physicalism)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여러 형태의 물리주의, 곧 미

시 환원론(micro-reductionism)이나 타입 환원론과 같은 물리주의뿐만 

아니라, 토큰 동일성이나 국소 수반과 같은 비환원적 물리주의마저 모

두 거부한다.28) 더 나아가 그들은 세계의 맨 밑에 근본 수준이 있다는 

24) Ross (2005), p. 378.
25) 래디먼도 이 점을 인정하며 이후 키처의 설명 이론에서 거리를 둔다

(Ladyman and Ross 2007, p. 37).
26) 예로는 Melnyk (2013), p. 91.
27) Ladyman and Ross (2007),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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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물리주의(levels physicalism)마저 거부한다.29) 미시와 거시 구분, 
여러 수준의 계층 구조는 그들이 ‘포함의 비유’와 함께 거부하는 것들

이다. 그렇다고 창발론이나 뒤프레-카트라이트의 존재론적 분절

(disunity)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들은 여러 개별 과학이 다루는 여

러 수준의 ‘실재하는 패턴(real patterns)’을 그 자체로 인정한다. 
따라서 PPC에서 ‘근본’의 의미는 대상의 크기나 미시 수준을 가리

키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적 패턴의 보편성을 뜻하는 것이다. 다시 말

해 근본 물리학이 다루는 패턴은 우주의 어느 부분에 대한 측정에서도 

동시에 측정되는 패턴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정의 결과가 근본 물리 

이론이나 가설과 충돌한다면 이것은 개별 과학의 가설에 대한 반례로 

쓰일 수 있다. 반면 그러한 보편성을 결여하는 개별 과학의 가설로는 

근본 물리학을 교정할 수 없다. 따라서 물리학의 우선성은 존재론적 

물리주의가 아닌, 인식적 파기불가능성(indefeasibility)로 받아들여야 

안다. 물론 물리학 안에서 새 보편적 패턴의 발견에 의한 반증은 얼마

든지 가능하다.
래디먼은 형이상학이 바로 이런 근본 물리학의 보편성을 이어받으

며, 따라서 어떠한 형이상학적 가설에도 물리학이 빠질 수 없다고 한

다. 곧 근본 물리학의 가설과의 통합이 아닌, 개별 과학 사이의 통합은 

그 자체로 형이상학이 아니다. 문제를 이렇게 이해할 때 래디먼 기획

의 불가능성이 선명히 드러난다. 래디먼의 형이상학은 과학의 모든 분

야와 물리학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 그렇다면 그들의 기획에 따라 미

시경제학 또한 물리학과 통합되어야 한다. 물론 그것이 경제적 행위자

를 미시 입자로 보고 경제 행위를 입자 간 상호작용으로 보는 물리주

의적 환원론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앞서 말한 미시경제학의 논증 패

턴과 공통된 근본 물리학의 논증 패턴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것

은 사회물리학에서 사회 현상의 통계적 설명과 같은 것일까? 이러한 

통합의 방향에 대해 래디먼은 어떠한 구체적 전망도 주지 못한다. 만
일 그러한 통합적 설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것은 사회물리학의 설명일 

28) Ibid., p. 51.
29) Ibid.,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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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형이상학이 어떤 실질적 기여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공통

의 논증 패턴과 설명력의 증대가 물리학의 확장이 아닌 형이상학인 이

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무튼 PNC와 PPC라는 원리를 등에 업고 래디먼은 실재에 대한 

존재론적 그림을 거친 붓으로 그려나간다. ‘존재적 구조 실재론(OSR: 
Ontic Structural Realism)’이라고 알려진 이 입장은 그들의 자연주의 

형이상학을 대변함과 동시에 오랜 세월에 걸친 과학적 실재론 논쟁에 

대한 나름의 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OSR은 그들이 주장하는 

근본 물리학과의 통합을 과연 이루어내는가?

4. 구조적 실재론과 기적 논변의 문제

워랄(Worrall 1989)이 처음 발전시킨 구조적 실재론은 과학적 실재론 

논쟁에서 실재론자의 유력한 대안으로 각광받는다. 기본적으로 이 입

장은 퍼트남이 제시한 ‘기적 논변(miracle argument)’의 직관을 수용한

다. 과학은 정 한 예측을 하고 또 그 예측이 놀랄 만큼 잘 들어맞는

다. 반실재론자도 인정하는 과학의 예측적 성공은 과학사에서 거듭 확

인되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공에는 어떤 철학적 설명이 필요하

다. 만일 과학 이론이 단순한 계산 도구에 불과하다면 그것이 놀라운 

성공을 거둔다는 사실은 설명하기 어렵다. 그때의 성공은 기적에 다름 

아닐 것이다. 따라서 기적을 피하기 위한 설명이 필요하다. 실재론은 

그 유력한, 아니 유일한 후보이다. 곧 퍼트남의 표현대로 실재론은 “과
학의 성공을 기적으로 만들지 않는 유일한 철학이다”.30) 과학이 예측

에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과학 이론이 실재를 반영하는 진리이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예측적 성공이라는 경험적 사실을 놓고 그것에 대한 최선의 설명을 

찾는다는 점에서 이 논변은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IBE)’의 논증 구

30) Putnam (1975),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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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가지고 있다. 실재론자들은 IBE가 일상이나 과학에 흔히 등장하

는 추론 방식이며, 철학적 논의에서 허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

다. 실재론은 과학의 성공이라는 경험적 사실에서 IBE라는 과학적 추

론 방식에 따라 이끌어낸,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가설이다.
기적 논변에 대한 표준적 비판은 비관적 메타귀납이다(Laudan 

1981). 비관적 메타귀납은 과학 이론이 변화할 때 과거 이론의 존재자

가 폐기되어 왔다는 과학사의 경험적 사실에서 출발한다. 한때 성공적

인 과학 이론의 일부였으나 지금은 버려진 수많은 존재자가 있다. 4원
소, 주전원, 플로지스톤, 열소, 에테르 등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처

럼 현재 성공적인 과학 이론의 존재자도 언젠가 폐기될 것이다. 곧 과

거의 과학 이론들에 대한 사실에서, 현재와 미래의 과학 이론에 대한 

귀납 추론을 할 수 있다.31) 이것은 존재자의 실재 여부가 과학의 예측

적 성공에 대한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폐기된 존재자들

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성공적 예측을 해온 많은 과학 이론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구조적 실재론은 이러한 비판에 맞서 실재론을 다시금 옹호한다. 구

조적 실재론자는 새로운 예측을 하는 성숙한 과학 이론은 전부 폐기되

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물론 폐기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곧 이론의 

존재자나 서술 내용이 폐기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론 변화 

과정에서도 여전히 보존되는 부분이 있다. 먼저 과거 이론의 예측적 

성공이 보존된다. 예측적 성공을 보존하지 못하는 후속 이론은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런데 구조적 실재론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측적 성공에 관계하는 수학 구조가 보존된다고 한다. 이론 

용어의 지시체나 의미가 변할지라도 이론의 수학 구조는 후속 이론의 

더 일반적 구조 안에 근사적으로 포함된다. 이것은 특히 고전 이론과 

양자 이론을 매개하는 ‘대응 원리’와 같은 것이 있는 수리물리학의 특

31) 실제로 라우든의 1981년 논문에는 이러한 귀납 추론이 등장하지 않는다(이 

점을 지적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한다). 그럼에도 1981년 논문이 자

주 인용되는 이유는 여기서 기적 논변에 대한 핵심 비판이 제시되기 때문

이다(Saatsi 2005 참고).



자연주의 형이상학은 가능한가? 17

징이다. 바로 이렇게 보존되는 수학 구조가 실재를 반영한다. 곧 비관

적 메타귀납을 피할 수 있는, 보존되는 수학 구조가 있다. 이 구조에 

의해 예측적 성공이 설명되므로 기적 논변의 직관 또한 만족된다. 워
랄의 논문 제목대로 구조적 실재론은 ‘일거양득’인 것이다.
원래 워랄이 제시한 구조적 실재론은 구조 이외의 실재의 본성이나 

서술적 내용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을 취한다. 그것은 최선의 과학 이론

으로도 알 수 없고, 알 수 있다 해도 이론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폐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곧 구조적 실재론은 기존 과학적 실재론에서 인

식적으로 접근불가능한 부분(본성, 내용)을 덜어낸다. 그러면서도 기적 

논변에 따른 최소한의 실재론을 유지하려 한다. 이러한 워랄의 입장을 

이제는 ‘인식적 구조 실재론(ESR: Epistemic Structural Realism)’이라

고 부른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조 이외의 실재를 부정하는 과

격한 존재론적 입장이 개진되었다. 이 존재론에 따르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구조일 뿐이며, 구조 아닌 것(사물)은 없다. 개체가 모여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는 구조 위의 구조일 뿐이며, 밑바닥까지 

구조일 뿐이다. 다시 말해 세계는 관계된 항(relata) 없는 관계들

(relations)의 중첩이다.32) 이것은 원래 워랄의 조심스런 입장에서 멀어

진 전면적인 형이상학, 개체 없는 구조의 형이상학이다. 이 입장이 바

로 ‘존재적 구조 실재론(OSR)’이다. OSR이야말로 래디먼이 옹호하는 

자연주의 형이상학의 핵심이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OSR의 ‘실재론’은 여전히 기적 논변에 전적으

로 의존한다는 것이다. 구조가 단지 현상적 예측에만 관계하지 않고 

실재를 반영하는 이유가 기적 논변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체의 존재론

이냐, 구조의 존재론이냐를 따지기에 앞서 그것의 ‘실재론’ 부분을 문

제시할 수 있다. 특히 기적 논변이 의존하는 추론의 형식이 문제가 된

다. 예를 들어 마그누스와 캘린더(Magnus and Callender 2004)는 기적 

논변을 통계적 논변으로 재구성해 거기서 일종의 ‘기저율 오류

(base-rate fallacy)’를 지적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적 논변은 최선

32) Ladyman and Ross (2007),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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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명으로의 추론(IBE)으로 이해된다. OSR이 실재론을 유지하려면 

IBE 추론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과학의 예측적 성공

에서 구조의 존재를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OSR의 IBE 
추론이 다른 실재론자의 추론보다 훨씬 취약하다고 논증할 것이다.

먼저 IBE 추론을 일상적이고 과학적인 추론의 연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밤마다 벽에서 달그락 소리가 

나고 누구도 손대지 않은 음식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다. 이에 대한 최

선의 설명은 쥐가 들었다는 것이다. 수천 킬로 떨어진 마주보는 대륙

의 해안선이 서로 잘 맞는다. 이에 대한 최선의 설명은 원래 한 대륙

이었던 것이 분리되어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관찰 현상으로부터 

이를 설명하는 가설로의 추론은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인다. 물론 대

륙 이동설에 관한 추론은 판 구조론이라는 인과 기제가 밝혀지면서 수

용된 복잡한 역사가 있다. 하지만 추론의 세부 사항이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추론 방식이 기적 논변과 같은 철학적 논쟁에 어

떻게 이용되는가이다.
쥐에 대한 추론이나 대륙의 이동에 대한 추론은 모두 관측 가능한 

경험적인 사실로부터 관련된 경험적 가설로의 추론이다. 만일 ‘관측 

가능’이나 ‘경험적’이 철학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세계 내

(intramundane)’로 바꿔 써도 무방하다. 반면 기적 논변의 IBE는 과학

의 성공이라는 과학에 대한 사실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경험적 사실인

가? ‘성공’은 분명 직접 관측가능하지 않지만 아무튼 과학의 실제 모

습에 대한 넓은 의미의 경험적 사실로 인정하자. 그런데 기적 논변은 

이 사실로부터 과학 이론이 실재를 반영한다는, 이론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추론을 허용한다. 이것은 이미 추론의 성격이 일상적이고 과학적

인 추론과는 달라진 것이다. 곧 세계 내적 사실에서 이론과 세계의 관

계에 대한 결론으로 비약한 것이다.33)

33) 한 심사자는 과학에서의 IBE 추론도 과학적 가설이 참이라는 실재론적 주

장으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것은 실재론의 낱개 논변과 모

개 논변을 혼동한 것이다. 내가 논의한 기적 논변은 개별 과학 이론이 아

닌, 과학의 전반적 성공이라는 사실에서 실재론이 참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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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납의 구분을 빌리자면 일상적이고 과학적인 IBE 추론은 세계 

내 또는 내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추론이다. 반면 실재론자의 IBE 추
론은 세계나 실재 전체의 외적 문제에 관한 추론이다. 내적 문제는 경

험적인 증거와 논리 수학적 추론에 의해 이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반면 과학적 실재론과 같은 외적 문제는 이론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다만 실용적 가치를 고려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결정을 내

리는 것에 불과하다.34)

마그누스와 캘린더35)는 과학적 실재론 논쟁에서 낱개 논변과 모개 

논변36)을 구분한다. 원자는 실재하는가? 중성미자는 실재하는가? 이렇

게 특정 존재에 대한 질문은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증거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낱개 논변이다. 반면 성공적인 과학 전체, 또는 

성숙한 과학 이론의 모든 존재에 대한 모개 논변은, 그것이 실재론 논

변이든 반실재론 논변이든 해결될 가망이 없는 논쟁이다. 실로스 또한 

모개 논변의 문제를 지적한다. 그것이 과학적 IBE 추론이 아니라, IBE 
추론을 하는 과학 전체에 대한 일종의 ‘메타-귀추(meta-abduction)’라
는 것이다.37)

그런데 래디먼의 OSR은 그들도 인정하듯 모개 논변이다.38) 따라서 

지금까지의 여러 비판에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래

디먼은 OSR을 형이상학적 입장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

재론에 대한 낱개 논변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계 전체에 대한 모개 논

모개 논변이다. 과학적 방법 일반이 실재의 구조를 밝히는 것으로 신뢰할 

만한 하다는 것이다. 실재론의 낱개 논변도 결국 모개 논변에 의존한다는 

(Henderson 2017)을 보라.
34) 이 구분에 대해서는 (이정민 2014a) 참고.
35) Magnus and Callender (2004), p. 321.
36) ‘낱개(retail)’와 ‘모개(wholesale)’라는 역어는 연세대 실재론 세미나의 박승

만 군이 제안한 것이다.
37) Psillos (1999), p. 79.
38) Ladyman and Ross (2007), p.74. 이 점에서 낱개 논변을 취하는 워랄의 인

식적 구조 실재론과 다르다. 예를 들어 워랄의 온건한 실재론은 ‘국소적’ 
사례에 국한된 것이다(Worral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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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형이상학 기획이 실재론에는 큰 부

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하지만 래디먼은 이상의 반론에 답하기보다 

기적 논변의 직관을 재확인한다. “되풀이되는 기적을 믿기보다 하나의 

설명을 받아들여야 한다”39)는 것이다. 이것은 잘 설명하는 것이 참인 

이론이라는 ‘설명주의’(explanationism)에 근거한 실재론 옹호이다.
나는 실재론이 ‘최선의’ 설명이라는 이러한 응답이 여전히 논점 구

걸(begging the question)이라고 생각한다. 곧 기적처럼 보이는 과학의 

성공은 실재론을 끌어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설명될 수 있다. 과
학의 예측적 성공이 어떻게 가능한가? 과학의 성공을 기정사실(fait 
accompli)로 보지 말고 실제로 성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라. 
그것은 ‘실재와의 일치(adequatio ad rem)’와 같은 중세적 표어로 이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과학이 발전해 온 역사적 제

약 아래 과학자들 사이의 무수한 시행착오의 산물로 이해될 수 있다. 
모든 과학의 성공에는 이렇게 진정으로 ‘자연주의적’인 대안적 설명이 

존재한다. 이러한 인간의 자연적 탐구 과정을 무시하고 형이상학적 대

용물(proxy)을 찾을 때에만 기적 논변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일례로 온도의 과학에 대한 연구(장하석 2013)를 살펴보자. 여기서 

성공에 대한 최선의 설명은 열역학 이론이 실재를 반영하는 진리라서

가 아니다. 먼저 과학자들이 온도를 하나의 안정된 측정량으로 정착시

킨, 수백 년에 걸친 시행착오의 과정이 있다. 동시에 온도의 이론적 규

정을 향한 평행한 역사가 있다. 측정 과정과 이론적 개념을 연결하려

는 시도는 대개 실패로 돌아갔다. 대신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

한 “조작화” 과정(그 자체가 시행착오의 반복)을 거쳐 ‘온도’의 실재는 

수렴적으로 구성되어 갔다.40) 실재하는 온도에 대응하는 이론을 발견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온도에 관한 과학적 실행의 성공이 실재를 구

성해 낸다. 이 사례를 보면 기적 논변은 설명항과 피설명항을 혼동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재가 성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실재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단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기적 

39) Ladyman and Ross (2007), p.75.
40) Chang (2004), p. 217. 한국어판은 이 구절에 오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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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변이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하지 않으며, 따라서 실재론의 모개 논변

은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준다.41)

OSR의 기적 논변에 대한 비판은 이 정도로 하자. 만일 기적 논변이 

실패한다면 OSR의 ‘실재론’ 축이 무너지는 셈이다. 따라서 반 프라센

(van Fraassen 2006) 등이 제시한 ‘구조적 경험론’과의 차별성이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된다. 그 이유는 래디먼이 존재적 물리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그들의 실재론을 거의 전적으로 기적 논변에 의존해 옹호하기 때

문이다. 개별 과학의 ‘실재하는 패턴’에 대한 믿음도 기적 논변 때문이

지 그것이 어떤 근본 물리학의 패턴으로 환원되기 때문이 아니다. 그
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구조’에 관한 존재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일

이다. OSR의 주장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 구조인가?

5. 구조의 존재론과 수학/물리 구분의 붕괴

래디먼의 구조의 존재론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그들만의 물리철학이 있

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존재론적 함축이 바로 구조의 존재론이

라는 것이다. 인식적 구조 실재론(ESR)이 구조를 이루는 개체의 존재

를 부정하지는 않는 불가지론인 반면, 래디먼의 OSR은 개체의 존재마

저 부정하는 과격한 존재론이다. 나는 이것이 현대물리학에 대한 하나

의 가능한 해석임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전면적 형이상학으로 확대하

려는 기획에는 반대한다. 특히 ‘존재하는 모든 것이 구조이다’라는 그

41) 한 심사자는 과학의 성공에 대한 이러한 대안적 설명이 실재론과 여전히 

양립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설명이 실재론과 양립불가능할 때에만 

진정한 대안적 설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양립불가능성을 의

도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신이 화석을 그 

자리에 놓았다는 고스(P. Gosse)의 ‘신 가설’은 모든 화석 자료와 양립가능

하다. 하지만 진화론은 분명 대안적 설명이다. 마찬가지로 과학사의 특정 

성공 사례에 대해 더 유용한 정보를 주는 장하석 식의 설명이 있다면 실재

론이 ‘최선의’ 설명이라는 기적 논변의 직관은 약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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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표어는 세계에 대해 사실적인 참 또는 거짓인 주장으로 결코 이

해될 수 없다.
래디먼이 개체를 존재론의 목록에서 제거하려는 이유는 개체의 존

재론이 현대물리학과 충돌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체의 여러 성질, 곧 

관계적 성질이 아닌 내재적 성질이나 자기동일성, 개체성 등이 현대물

리학에서 제거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자역학의 입자는 일상적인 

물체나 고전 입자와 달리 시공상의 궤적을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시

공상의 연속적인 위치에 따라 입자를 구별할 수 없다. 또한 양자역학

의 입자는 어떤 성질(물리량)을 소유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개별 

입자가 물리량을 소유한다는 가정이 이미 검증된 양자역학의 통계적 

예측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특히 양자적 얽힘(entanglement) 상태의 두 

입자는 개별 상태를 지니지 않는다(좀 더 정확히 힐베르트 공간상에서 

각 입자 상태의 곱으로 나타낼 수 없다). 그런데 각 입자에 대한 물리

량의 측정 결과는 완전한 상관관계에 있다. 따라서 두 입자는 개체가 

아닌, 얽힘 상태라는 구조적 관계에 의해서만 서술할 수 있다. 얽힘 상

태는 양자 정보 이론이나 양자 컴퓨터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따라

서 얽힘 상태는 단순히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물리 세계의 보편적인 

특징으로 보아야 한다.
상대성 이론의 시공간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점이 성립한다. 시공상

의 점들 또한 내재적 성질이나 비관계적 자기동일성을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현대물리학의 대표적 존재자인 입자와 시공간의 점들 모두 개

체가 아닌 구조적 관계이다. 따라서 물리학과 일관된 형이상학은 더 

이상 실체나 개체가 아닌, 관계나 구조를 근본적인 존재 범주로 보아

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이상의 논의는 다른 어떤 형이상학보다 현대물리학의 함축을 심각

하게 받아들인다. 다만 현대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의 해석상의 논쟁은 

진행 중이며, 여러 해석이 일관되게 구조의 존재론을 지지하는지도 불

분명하다(예를 들어 Esfeld 2013). 래디먼은 이러한 해석상의 논쟁을 

생략하고 OSR과 맞는 입장만을 선별적으로 취했다고 생각된다. 따라

서 OSR은 물리학과의 통합이라는 원래 형이상학 기획에 부응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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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뿐만 아니라, 과학에 대한 해석의 종합도 아니다. 그것은 현대물리

학에 대한 논쟁적인 하나의 메타해석일 뿐이다. 하지만 여기서 형이상

학적 기획과의 괴리를 반복해서 지적하고 싶지는 않다. 또한 어떻게 

‘개체 없는 구조가, 관계항 없는 관계가 있을 수 있는가’와 같은 형이

상학적 논쟁에 가담하고 싶지도 않다. 다만 구조의 존재론을 이야기하

기 전에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구조적 실재론에서 이론 변화에도 유지되는 ‘구조’는 성숙한 과학 

이론의 수학 구조이다. 곧 이론의 물리적 내용 변화와 상관없이 정

한 예측에 관계하는 수학 구조가 보존된다. 이것이 실재를 반영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 개념에 결정적 애매함이 있다. 
OSR이 얘기하는 구조는 수학 구조인가, 물리 구조인가? 아니 두 구조

가 과연 구분되기라도 할까? 새 이론이 더 일반적인 수학 구조를 채택

하여 예측적 성공을 거둔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물리 세계의 구조라고 

할 수는 없다. 만일 이 둘의 구분 없이 세계의 구조가 그대로 수학 구

조라면 그것은 구조의 존재론을 넘어선 일종의 플라톤주의이다. 놀랍

게도 래디먼은 수학에 대한 플라톤주의와 구조적 실재론의 간극이 사

라질 가능성을 언급한다.42) 그러면서 수학과 물리 구분을 무시하는 입

장을 고집한다.

무엇이 어떤 구조를 수학 아닌 물리 구조로 만드는가? 이것은 우

리가 답하기를 거부하는 문제이다. 이것에 대해 빈말이 아닌, PNC
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얘기할 것은 없다. ‘세계 구조’
는 그저 있는 것으로 우리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우리는 이것을 

이론을 통해 수리-물리적으로(mathematico-physically) 표상할 뿐이

다.43)

하지만 나는 PNC의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수학 구조와 물리 구조

의 구분은 유효한 문제로 남는다고 생각한다. 얽힘 상태의 수학 표현

에 대응하는 물리 세계(또는 현상)의 구조는 무엇인가? 양자역학의 힐

42) Ladyman and Ross (2007), p. 237.
43) Ibid.,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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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트 공간 구조는 물리 세계에 과연 (어떻게) 반영되어 있을까? 아
니면 그것은 그저 계산이나 예측을 편리하게 하는 형식적 장치에 불과

한가? 이렇게 ‘수학이 경험 세계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여전히 의미 

있는 과학철학적 질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실재론자나 반실재론자 모

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다. 반실재론자 또한 이론의 수학 

구조와 물리 현상의 구조를 구분하기 때문이다. 반 프라센의 경험적합

성(empirical adequacy)에 대한 해명이 바로 이 구분을 유지하면서 수

학의 적용을 설명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반면 이 구분을 흐리는 OSR
에서는 수학의 적용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는다. 세계가 이미 

이론적으로 표상된 수학 구조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현대물리학이 점차 추상화되어 두 구조의 구분이 흐려졌다

는 래디먼의 응답44)은 불충분하다. 예를 들어 끈 이론에 대해서도 그

것이 경험적으로 시험 가능한 이론이 아닌, 수학 형식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여러 차례 표명되었다(보이트 2008). 이러한 우려는 21세기 물

리학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수학과 물리 사이의 구분을 시사한다. 따라

서 ‘자연주의’ 형이상학이라면 오히려 이 구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했을 것이며, OSR과 같은 과격한 존재론에 이르지는 못했을 

것이다.
카오(Cao 2003) 또한 수학 구조와 물리 구조를 몇 가지로 대조하며 

OSR을 비판한다. 첫째, 수학 구조는 형식적 구조로 세계의 질적 측면

을 추상해 버리며, 인과적 영향을 행사하지 못한다. 반면 물리 구조는 

구조로서의 인과적 효력을 행사한다. 둘째, 수학 구조는 자체로 물리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그것이 물리적 의미를 지니려면 별도의 해석 

규칙에 따라서 해석되거나 예화 되어야 한다. 셋째, 수학 구조를 이루

는 항(term)은 일종의 자리지킴이(placeholder)로 다른 항과의 관계만

이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서로 동형(isomorphic)인 수학 구조는 같은 

구조로 구별할 수 없다. 반면 물리 구조의 부분은 자리지킴이가 아니

며, 동형 구조로 특징짓지 못한다. 넷째, 수학 구조의 의미는 그 구조

가 만족하는 공리에 의해 소진된다. 특정 수학 구조란 그 구조에 관한 

44) Ibid., pp. 1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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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를 만족하는 그 무엇(보통 집합론적 구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예를 들어 자연수 구조는 페아노 공리를 만족하는 무한수열 이상도 이

하도 아니다. 반면 물리 구조는 바이스만(Waismann 1945)이 말한 “열
린 짜임새”(open texture)를 지니며 어떠한 서술에 의해서도 소진되지 

않는다. 전자(electron)는 풍부한 의미를 지닌 물리적 대상이다. 그것을 

구조라 해도 과학의 발전에 따라 그 의미는 얼마든지 수정되고 변화한

다. 전자에 관한 서술을 소진하는 공리와 같은 것은 없다.
수학과 물리 구조의 이러한 차이에 구조적 실재론자는 어떻게 응답

할까? 프렌치와 래디먼45)은 구분 흐리기를 인정하면서도 둘이 같지 

않다고 한다. 물리에 쓰이지 않는 수학도 많으므로 둘은 시시하게 구

분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물리에 쓰이는 수학 구조이다. 곧 물

리에 수학을 적용할 때에도 여전히 둘을 구분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

한 응답도 여러 가지이다. 손더스46)는 OSR의 수학 구조가 단지 수학

적이기만 하지는 않다고 한다. 보트시스47)는 OSR의 수학 구조가 이미 

어느 정도 해석된 구조로 순수하게 형식적이거나 구문론적(syntactic) 
구조는 아니라고 한다. OSR에서 인과의 지위에 대한 논쟁도 진행 중

이다. 래디먼은 인과는 일상적이고 고차적인 패턴으로 근본 물리학 구

조의 특성은 아니라고 한다. 반면 에스펠드(Esfeld 2009)는 OSR은 형

이상학적으로 인과 구조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실로스(Psillos 
2012)는 이를 반박한다. 나는 여기서 이러한 응답을 일일이 평가하고 

싶지 않다. 우선 각각에 대한 OSR의 입장조차 논의만 분분할 뿐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또한 문제가 문제를 낳은 부분도 있다. 수학과 물리 

구조의 구분이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잘못된 문제의식에서 공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그들을 꽤 괴롭혔던지 래디먼은 이후 글에서 조금 다른 

응답을 한다. “경험 세계의 근본 구조는 수학 구조가 아니라 통계 구

조이며, 순전히 형식적이기만 한 통계는 없다”48)(원문 강조)는 것이다. 

45) French and Ladyman (2003), p. 75.
46) Saunders (2003), p. 129.
47) Votsis (2007), pp,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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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자체가 “환원불가능하게 통계적이다”.49) 래디먼의 새 응답은 그 

자체로 흥미롭지만 여전히 원래의 논점 구걸이다. 통계라고 해도 순수

수학의 분과로서의 통계와 경험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응용 통계가 구

분되기 때문이다. ‘통계’라는 분야의 양면성만 가지고는 이러한 철학적 

난점을 피해가지 못한다. 래디먼과 함께 OSR을 처음 주창한 프렌치50) 
또한 수학과 물리 구조의 ‘붕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장황하게 다루지만 결국 원래 논점으로 회귀한다. 이 구분이 뚜렷하지 

않거나 문제 자체가 답이 없는 사이비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것은 OSR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 자체의 문제인가?
나는 수학과 물리 구조의 구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사이비 문제

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붕괴 문제는 되려 OSR의 실재론에 대한 위협

이지 결코 묵살될 문제가 아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OSR의 구조를 순

수 수학이 아닌, 이미 해석된 구조라고 하자. 그렇다면 이론 변화 과정

에서 수학 구조만이 아닌, 해석 또한 보존되어야 한다. 보존되는 구조

에 존재론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구조적 실재론의 원래 취지이기 때문

이다. 그런데 해석의 보존은 수학 구조의 보존보다 훨씬 더 논쟁적이

다. 어떠한 구조적 실재론자도 물리적 해석이 온전히 보존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이 이론 변화시 폐기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구

조적 실재론자는 수학 구조에 대한 최소한의 해석만이 보존된다고 해

야 한다. 그렇다면 이론 변화 시 보존되는 최소한의 해석은 무엇인가? 
폐기되는 이론적 해석(에테르, 개별 입자 등)과 보존되는 해석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에 대해 대부분의 실재론자51)는 예측적 성공에 필수적인 부분이 

보존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필수적인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어

떻게 가려낼 것인가? 문제는 이것이 대개 사후적으로 판명된다는 것이

다. 곧 이론 변화 시 폐기되는 부분이 정확히 예측에 불필요한 부분이

48) Ladyman and Ross (2013), p. 148.
49) Ibid., p. 148.
50) French (2014), Ch. 8. 
51) Psillos (1999), pp. 110-2; Chakravartty (2007), p. 51 이후; Votsis (2011).



자연주의 형이상학은 가능한가? 27

었다고 이야기된다. 하지만 이러한 응수는 원래의 실재론적 직관을 약

화시킨다. 이런 식이라면 보존되는 부분과 예측에 성공하는 부분 애초

부터 일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실재론은 사후약방문과 같은 시시

한 주장이 되고 만다. 성공하는 부분이 실재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실재론자는 이론 변화 시 보존되는 부분을 사전에 그려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실재론자 자신들도 미해결 문제로 인정한 채 남

아 있다.52)

결론적으로 수학과 물리 구조의 붕괴는 실재론에 실질적인 위협으

로 돌아온다. 그렇다고 구분 자체가 사이비 문제라는 납득할 만한 이

유가 제시된 것도 아니다. 구분 문제를 진지하게 취급하면서도 형이상

학이 아닌 대안적 과학철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 대안이 존재하

기 때문에 해답을 형이상학 안에서만 찾을 필요는 없다. 마지막 절에

서는 이들 대안을 간략히 검토한다.

6. 조율의 문제와 비형이상학적 대안

래디먼은 기존 형이상학에 대한 불만에서 출발해 OSR이라는 자연주

의 형이상학에 이르렀다. 하지만 OSR의 실재론과 구조 개념 모두 문

제가 있다. 이것은 일정 부분 그들이 형이상학의 기획을 떠맡으며 생

긴 부담이다. 반면 형이상학과 과감히 단절하는 과학철학도 언제나 있

어 왔다. 지난 세기의 논리실증주의가 그러했으며, 우리 시대에는 반 

프라센의 경험주의와 프리드만의 신칸트적 과학철학이 그러하다. 반 

프라센은 어떤 형태의 과학적 실재론에도 분명 적대적이며, 프리드만

은 최소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한다. 특히 둘 모두 이론 변화와 관련해 

기적 논변의 직관을 거부한다. 따라서 이 논변과 관련된 IBE 추론이나 

설명주의의 문제에서 자유롭다. 그렇다면 OSR의 다른 문제로 지적한 

수학과 물리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이들 과학철학이 OSR이 

52) Saatsi (2017); Chakravartty (2017), pp. 3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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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한 수학과 물리 구분을 어떻게 다루는가?
먼저 반 프라센의 경험주의는 철학적 형이상학이나 인식론이 아니

라 과학에 대한 경험주의적 해명이다. 그는 실재의 본성이나 지식의 

원천과 같은 전통 철학의 문제를 내버려 둔다. 그러면서도 ‘과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과학철학 고유의 문제에 답할 수 있다고 본다. 그의 경

험주의는 과학 이론이나 가설을 통합하려는 철학적 교설이 아니라, 과
학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메타과학적 자세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러한 

자세 경험주의에서도 정확한 수학적 인식이 경험과학에 성공적으로 적

용된다는 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그가 심각하게 제기하는 

‘조율’(coordination)의 문제이다.53)

조율의 문제를 현대물리학과 관련해 처음 제기한 이는 라이헨바흐

(Reichenbach 1965)이다. 라이헨바흐의 고민은 다음과 같다. 상대성 

이론의 추상적인 수학 형식이 어떻게 구체적 경험 세계에 적용되는가? 
예를 들어 상대성 이론에서 시공간은 거리(metric)가 정의된 미분가능

한 다양체(differentiable manifold)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의 수학적 

형식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것이 경험 세계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

는지는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한 해석 없이 우리의 경험 세계가 곧바

로 미분가능한 다양체라는 말은 의미 없는 빈말이다.
여기서 조율의 문제와 관련해 실재론자의 흔한 오해가 있다. 조율의 

문제는 세계가 수학 구조를 ‘가지고 있다’거나, 세계를 수학 구조로 

‘표상한다’는 말로 해결되지 않는다. 또는 수학 구조와 물리 세계(또는 

현상) 사이의 ‘사상(mapping)’이나 ‘동형사상(isomorphism)’과 같은 또 

다른 수학 함수를 정의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은 모두 조율의 

문제에 대한 논점 구걸이다. 세계가 이미 수학 구조와 비슷한 무엇이

라고 은연 중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54) 그러나 문제는 애초부터 수

학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험 세계에 대한 정 한 인식이다. 조율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다음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곧 과학 

이론의 수학 구조가 그 구조와는 사뭇 다른 세계(현상)의 요소와 조율

53) Van Fraassen (2008), p. 115 이후.
54) 비슷한 문제제기로 Bueno and Colyvan (2011), p.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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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아예 그러한 요소를 처음부터 새롭게 규정해

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러한 요소는 별도의 측정 과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과학적 인식의 장에 편입된다.
예를 들어 기체 법칙 PV = RT을 생각해 보자. 여기서 T에 대응하

는 물리적 상관물은 무엇인가? 분명 그것은 온도이지만 따뜻하고 차가

운 ‘감각’은 아니다. 기체 법칙이 서술하는 것은 조잡한 감각의 상관관

계가 아니다. 오히려 온도계의 눈금과 같이 정확히 측정되는 물리량이

다. 그렇다면 ‘온도’는 처음 어떻게 물리적 측정량이 되었을까? 앞서 

말한 대로 여기에는 과학자들의 시행착오의 역사, 또는 온도를 측정량

으로 길들인 ‘조작화’ 과정이 있다(장하석 2013). 그리고 이러한 측정

량을 이론적으로 규정된 온도(예를 들어 평균 분자 운동에너지)와 연

결시킨 것은 또 다른 역사적 과정이다. 이렇게 물리량마다 실험적 측

정과 이론적 규정이 뒤얽힌 역사적 궤적이 있으며, 이것은 사례별로 

특수하게 취급해야 한다.
반 프라센은 측정을 통해 특정 물리량이 안정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과학 내적 관점으로 그린다.55) 그리고 경험주의자로서 이에 대한 철학

적 해명을 시도한다. 측정된 물리량은 일차적으로 어떤 변수에 관한 

표나 좌표로 표시된다. 이것을 데이터 모형이라고 한다. 이를 곡선 맞

춤(curve fitting)과 같은 과정을 통해 가공하면 표면 모형이 된다. 이 

표면 모형(예를 들어 직선이나 이차곡선 그래프)은 이미 어느 정도의 

수학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수학 구조를 물리 이론의 하부구조로 ‘끼
워넣는(embedding)’ 것이 ‘경험적합성’을 성취하는 과정이다. 주의할 

것은 ‘끼워넣기’는 ‘사상’이나 ‘동형사상’과 같은 수학 구조 사이의 관

계라는 것이다. 반 프라센에게 이들 개념은 이론의 내적 정합성에 관

한 것이지, 이론과 세계(현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다. 조율

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론의 수학 구조는 어떻

게 현상을 표상하는 온전한 물리 구조가 되는가?
여기서 반 프라센은 지시적(indexical)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것은 과학 이론뿐 아니라 표상 일반에 대해서 성립하는 논점

55) Van Fraassen (2008), p. 92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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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예를 들어 지하철 노선도와 같은 표상을 생각해 보자. 이것이 어

떻게 ‘실제’ 전철의 선로를 나타내는가? 물론 노선도는 부분적으로 선

로(역들 사이의 관계)를 닮아 있다. 하지만 역들 사이의 위상적 관계를 

제외한 거리나 방향 등은 노선도 상에서 완전히 변형된다. 그럼에도 

환승역을 찾는 행인의 실용적 목적을 고려하면, 노선도는 역들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나타낸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노선도가 그 목적에 맞

는 정보를 담고 있고, 또한 행인이 노선도 위에 자신을 위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곧 행인은 노선도의 특정 위치를 가리키며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지시적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과학 이론이 현상을 표상하는 것도 지시적 판단의 

역할이다. 이론의 수학 구조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수학 구조에는 표상

의 의도와 기능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론을 어떤 목적에 맞

게 사용하려는 과학자의 지시적 판단이 개입한다. 예를 들어 지수 함

수와 같은 수학 함수가 경제 성장이 아닌, 개체군의 성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과학자가 그 표상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나는 이것이 어떠한 실재론적 해명보다도 과학의 실제에 부합하며, 
‘표상과 실재’의 철학적 문제에 대한 계몽적 해결책이라고 본다.56)

조율의 문제에 대한 또 다른 해결책은 선험 원리에 호소하는 칸트적 

해결책이다(프리드만 2012). 프리드만은 이론 변화 과정에서 수학 구

조가 보존된다는 점에서는 실재론자에 동의한다. 물리 이론이 사용하

는 수학 구조는 더 일반적인 구조 안에 편입되는 방식으로 확장된다. 
그런데 아무리 일반적인 수학 구조라도 그것이 예측적 성공을 거두려

면 경험 세계와 적절히 조율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학 구조나 경험 법

칙 이외에 이러한 조율을 담당하는 별도의 물리 원리가 필요하다. 라
이헨바흐를 따라 이것을 구성 원리 또는 조율 원리라고 부른다. 이것

은 빛 원리나 등가 원리, 보른 규칙처럼 수리물리 이론이 경험적 내용

을 가지기 위해 반드시 전제하는 원리이다. 조율 원리는 이론 변화 과

정에서 수정되지만 그 자체가 경험적으로 시험되지는 않는다. 곧 수정

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절대적은 아니지만, 경험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

56) 조금 더 자세한 논의는 이정민 (2014b)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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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선험적이다. 칸트가 말한 인식의 형식인 셈이다.
칸트적 과학철학은 과학적 인식의 형식과 내용을 구분한다. 하지만 

그 구분은 구조적 실재론처럼 대상 세계 안의 구조와 내용 구분이 아

니다. 오히려 형식이나 구조를 담당하는 수학과 조율 원리는 우리(주
체)의 기여이다. 반면 인식의 내용 또는 질료에 해당하는 경험 법칙은 

대상 세계의 기여이다. 수학 구조는 연속적으로 확장되는 반면, 물리적 

조율 원리는 혁명적으로 변화한다. 특히 조율 원리의 변화는 수학 구

조나 방정식이 경험 세계와 연결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경험 

세계가 재편되는 것이 쿤의 ‘세계 변화’이다. 여기서 수학 구조와 물리 

구조(조율 원리 또는 경험 법칙으로 표현)는 원리적으로 구분되며 ‘붕
괴 문제’에 맞닥뜨리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견해는 둘을 날카롭

게 구분한 칸트와 라이헨바흐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이상이 조율의 문제에 관한 두 해결책이다. 물론 나는 이 둘만이 해

결책이라거나, 각 해결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내 

논의의 유일한 목적은 붕괴 문제 자체가 사이비라는 OSR의 주장을 

논박하려는 것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조율의 문제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실재론자는 조율의 문제를 너무도 쉽게 철학적 지칭이나 

진리의 문제로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철학적 논변이나 형이상학이 손

쉬운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물론 철학적 논변은 논변 자체로 옹호되거

나 반박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결과적 함축이 과학의 실제와 어긋난

다면 논변은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수학과 물리의 구분을 시시하게 

만들어 버리는 철학은 어디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콰인 이후의 자연주의는 특히 형이상학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자연

주의자는 한편으로 ‘다른 철학과 다르게’ 현대과학에 충실하다는 자의

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면서 현대과학과 독립적인 ‘제일 철학’으로서의 

형이상학을 포기한다. 철학적 탐구도 과학의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과학과 철학적 존재론의 경계는 흐려진다. 그러다가 과학의 

‘존재론적 개입’을 명목으로 형이상학적 존재론이 슬그머니 뒷문으로 

들어온다. ‘자연주의 형이상학’이라는 형용모순은 그렇게 탄생했다. 괴
물과 싸우다 자신이 괴물이 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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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이미 괴물을 내버려 두는 과학철학을 알고 있다. 논
리실증주의 이래 한 세기 가까이 과학철학은 형이상학 없이도 잘 해왔

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자연주의의 이름으로 형이상학을 재개하려는 

것일까? 그것은 어찌 보면 형이상학 내부의 분란에 그치는 사태일 수

도 있다. 칸트의 예견대로 그것은 서로 한 뼘의 땅도 차지할 수 없는 

교착 상태의 전장인 것이다. 세계 전체를 차지하려는 이성의 야심은 

실제로 어떤 평화도 가져오지 못했다. 다행히 우리 시대의 과학적 철

학은 이 내란에 가담하기보다 형이상학의 미련을 포기하는 쪽을 택했

다. 과학철학자로서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으며 할 가치가 

없는 것은 잘할 가치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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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Naturalistic Metaphysics Possible?

Jeongmin Lee

Recently Ladyman et al. (Ladyman and Ross 2007) criticized 
contemporary metaphysics for being “scholastic” and proposed their 
own version of “naturalistic metaphysics.” While the existing 
metaphysics is based on ontological assumptions conflicting with 
modern physics, their own metaphysics is claimed to be the best 
possible alternative consistent with it. While I sympathize with their 
criticism that contemporary analytical metaphysics is scholastic, I 
doubt it can be replaced by a form of naturalism. Especially, Ontic 
Structural Realism (OSR), which is the core of naturalistic 
metaphysics, ha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the realist argument of 
OSR, the so-called ‘no-miracles argument,’ has a problem hitherto 
unacknowledged. Second, OSR blurs the crucial distinction between 
mathematical and physical structures. I argue that these unsolved 
problems pose real threats to OSR’s realism. As an extension of my 
criticisms, I discuss non-metaphysical alternatives compatible with 
modern physics that resolve the two problems of OSR. In conclusion, 
naturalist metaphysics is not the best alternative to the existing 
metaphysics.

Keywords: naturalistic metaphysics, structural realism, ontic 
structural realism, no-miracles argument, problem of 
coordin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