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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주의 철학과 과학*†

1)

소 흥 렬
‡

1. 월주의, 물리주의, 자연주의

이라크 쟁의 충격은 최첨단 무기를 쓰는 미국의 침략을 당해낼 약소

국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러한 미국이 원하기만 하면 지구상의 어

떤 약소국가든 무력으로 령하여 친미 인 새 정권을 세울 수 있게 되

었다는 사실에서 온다. 그러나 더욱 충격 인 것은 미국의 그런 침략 

쟁을 반 하는 여론과 시 에 하여도 부시 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기

독교 인 명분을 내세워 무력 인 령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악의 집단을 제거하기 한 쟁이라는 것이다.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원하는 기독교의 하느님이 아니라 심 과 분노와 

보복을 한 쟁을 하게 하는 구약시 의 여호와 하느님으로 돌아간 것

이다. 기독교가 부족 종교처럼 우월주의와 배타주의에 지배됨으로써 다른 

종교들을 시하고 학살과 괴의 쟁을 하느님의 쟁으로 정당화하

고 있다. 신약시 의 기독교가 아닌 구약시 의 유 교를 보는 것처럼 변

질해 버린 미국의 기독교이다. 오늘의 유 인들은 그들의 형제 민족인 아

랍인들과의 갈등 때문에 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이

번에 수를 그들에게 팔아 넘긴 ‘가룟유다’는 부시 통령이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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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못 박  죽은 ‘ 수’는 미국의 폭격으로 숨진 이라크의 아이들과 어머

니들이었으며, 팔 다리가 잘려지고 온 몸에 화상을 입은 아이들과, 어머니

의 뱃속에서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어머니와 함께 죽은 아이들이었다.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에서 반  시 가 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

아 이라크 쟁에서의 학살과 괴, 그리고 약탈에 해 가장 크게 충격

을 받은 사람들은 서구의 기독교인들인 것 같다. 그들이 보는 부시 통

령의 기독교는 수가 없는 기독교일 것이다. 사랑이 없고 속죄가 없는 

구약시 로 돌아간 유 교  기독교일 것이다. 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기독교일 것이다.

유 교 인 배타주의와 우월주의는 기독교의 복음과 상반된다. 월

이고 인 여호와 하느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라는 신앙에서 우

월주의와 배타주의가 나온다. 수는 그런 유 인의 하느님을 모든 사람

의 하느님으로 보편화시켰다. 하느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직  사

랑과 용서와 구속을 한 실천, 즉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하느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우리들 에 와있을 수 있음을 실천

으로 보여  것이다.

수의 실천은 유 교  월주의가 아닌 기독교  내재주의로 이해될 

수 있다.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로부터 제외되는 개인이나 종족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수의 복음은 유 교  배타주의를 기독교  보

편주의로 치시켜 다. 이와 같은 기독교  내재주의와 보편주의를 기

본 존재론과 가치론으로 받아들일 때, 이라크 쟁에서의 학살과 괴는 

정당화될 수가 없다. 그것은 ‘문명  야만’이었으며, ‘합리  기’ 다. 과

학기술의 힘을 독 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괴와 학살을 자행할 수 있는 

미국을 온 세계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그것을 이유 있는 침

략이라고 표방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의 합리  단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다. ‘합리  기’에 의한 최첨단 무기의 무차별 이용이 의미하는 것

은 ‘힘의 지배’ 외에 어떤 질서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류사

회를 깊은 불안과 불신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라크 쟁은 쟁 같은 결을 불가능하게 하는 력의 불균형 때문

에 단기에 끝날 수 있었다. 그러기에 ‘문명  야만’이 되어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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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합리  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쟁동기는 등한 군사력

을 가진 문명국들과의 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미

국의 지배에 도 하는 어떤 다른 강 국도 허용할 수 없다는 패권주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쟁의 방이 다같이 최첨단 무

기를 사용하는 그러한 쟁이 가져올 살생과 괴의 규모를 상상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쟁에서 직  죽는 사람들의 수도 상상을 월할 수 있

겠지만, 쟁에서 괴된 생태계로 인하여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다른 생

명체들도 함께 멸하게 될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일종의 ‘종말’이 될 

수 있으리라고 감하지 않을 수 없다.

‘문명  야만’과 ‘합리  기’는 서구의 과학과 서구의 이성(理性)이 가

져다  잘못된 역사의 산물이다. 서구문명과 서구문화의 모순, 갈등  

혼란이 가져온 결과이다. 과학의 힘이 가능하게 해  과학기술문명과 

월주의  종교의 주의, 독선주의, 우월주의  배타주의가 합리화해 

 가치 의 갈등이 빚어낸 결과이다. 서구문명을 지배해 온 과학과 서구

의 정신문화를 지배해 온 종교 간의 갈등에서 생긴 문제이다. 그런데 이

러한 갈등의 문제를 그 근원에서 설명하자면, 문명의 힘을 가능하게 해 

 과학에서 그 원인을 찾지 않을 수 없다.

과학이 과학기술의 발 을 통하여 문명의 힘이 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그런 과학이 정신문화에 해서는 향을 주지 못했다는 데 

있다. 과학의 세계는 물리주의  세계이다. 물리학의 상세계를 기본으로 

하는 존재론을 말한다. 생명세계까지도 과학의 세계에 포함되지만 그 이

상의 세계는 ‘자연과학’의 역이라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종교, 술, 

문학  철학의 세계는 과학의 물리주의가 다룰 수 없는 세계로 남아있

다. 물리주의  환원주의로 인간의 의식세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시도는 결국 의식세계의 문제를 축소시켜서 

물리 상에 의존하는 의식 상의 측면만을 다루게 되었다.

그런데 ‘과학  세계 ’을 말하려면 과학  탐구의 상세계로 제한 할 

수가 없다. 물리세계와 생명세계에 한 과학의 탐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세계 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과학  세계 ’은 물리주의 , 환원주의  

세계 을 말하지 않는다. 종교, 술, 문학, 철학의 세계를 포함하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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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과학  진리에 근거해서, 그것을 연장, 확 하여 하나의 세계 으

로 설명하자는 것이다. 말하자면, 종교  세계 이 과학과 만날 수 있느

냐, 철학  세계 이 과학과 만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술  세계 이나 문학  세계 은 존재론  선택보다는 

가치론  선택과 표 에 치 하게 하므로 과학  세계 과 만나는 데에

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다.

문제가 되는 것은 종교  세계 에서의 월주의와 철학  세계 에서

의 월주의이다. 서구의 문화사에서는 유 교-기독교의 월주의와 라

톤의 월주의가 문제된다. 유 교의 월주의가 라톤의 월주의와 만

나서 그 로 기독교의 월주의로 해 내려온 것이다. 이러한 월주의

는 혼불멸에 한 믿음을 보장하기 때문에 부활과 승천, 그리고 천국에

서의 생을 약속하는 기독교의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다. 기독교는 기본

으로 내세주의 이다. 하지만 기독교의 역사는 세주의 인 집착으로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을 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싸워온 역사 으며, 이

러한 내세주의  신앙과 세주의  집착은 기독교 인 선이 되고 이

성이 되었다. 한 이것은 서구가 지배해 온 인류역사에서 가치 의 갈

등과 혼란의 문제로 나타났으며, ‘문명  야만’과 ‘합리  기’라고 한 이

라크 쟁에서의 갈등과 모순도 그러한 서구지배의 역사가 연장된 것이

다. 어쩌면 그런 역사의 마지막 장을 고하는 갈등과 모순일 수도 있다.

유 교-기독교의 월주의에 한 비 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스피노

자는 자신의 유 교 신앙에서 창조주의 월  존재를 비 했다. 창조주 

하느님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스피노자는 유 인 종족사회에서 원히 쫓

겨나는 문을 당했지만, 그의 이유는 지 까지도 타당하게 여겨진다. 창

조주와 피조물의 계에는 하느님의 창조행 가 있어야 한다. 창조행 는 

일종의 인과작용과 같은 것이다. 그 다면 원인으로서의 창조행 와 결과

로서의 피조물은 그런 특수한 인과작용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동질  

요소를 공유해야 한다. 완 히 서로 다른 실체들이라면 인과작용의 계

를 맺을 수 없다. 따라서 하느님의 월성은 그의 창조행 를 불가능하게 

한다.

스피노자는 ‘창조하는 자연’과 ‘창조되는 자연’을 구별하고 ‘창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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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을 ‘하느님’으로 이해했다. 자연주의 이고 내재주의 인 하느님을 뜻하

는 것이었다. 월 으로 존재하는 하느님이 아니라 특수한 존재양상으로

서 창조  기능을 하는 자연으로 하느님을 이해했다. 그러니까 무(無)로

부터 유(有)가 나오는 창조가 아닌 존재양식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하

느님이므로 ‘능산  자연(能産的 自然)’이 되는 것이다. 피조물 역시 무로

부터의 유가 아니므로 변화된 자연을 뜻하는 ‘소산  자연(所産的 自然)’

이라고 한 것이다.

라톤의 월주의도 스피노자의 비 을 피할 길이 없다. 완 한 이데

아(Idea)와 형상(Form)의 세계가 어떻게 불완 한 물질세계에서의 개체

 형태와 개념으로 표 되고 실 될 수 있는지 설명할 방도가 없다. 어

떤 식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야만 하는데 라톤의 월세계도 그것이 물

질세계와는 완 히 다른 월성을 갖는 세계라면 그러한 상호작용 는 

인과작용이 가능할 수 없다.

고르기아스(Gorgias)의 세 단계 회의론은 월 인  진리에 

한 의심의 근거를 말한 것이지만, 유 교나 라톤의 월주의에 한 회

의론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월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하느님이 존재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월  하느님의 존재를 알게 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가 없다.

라톤의 이데아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이데아 세계가 존재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이데아 세계를 알게 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

게 할 수가 없다.

고르기아스와 스피노자가 다같이 요구하는 조건은 인과작용, 상호작용, 

는 연기(緣起) 계 같은 것이 성립하기 해서는 동질 인 매체를 공유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을 정보기능 는 정보교환 

계로 말하자면 그런 정보기능의 매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느

님이 말 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 이 통하는 정보



소  흥  렬6

매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속성, 어떤 매체도 공유하지 않는 두 

세계는 서로 무 한 세계들이다. 월  세계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

계에 하여 아무런 상 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세계이다. 그

지 않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정보교환이 가능한 세계이어야 한다. 정보

기능으로 연결된 세계들이어야 한다.

과학  세계 이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도 정보기능으로 연결

된 세계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월  세계가 아닌 자연의 세계이어야 

하는 것이다. 스피노자처럼 존재의 양상을 다르게 하는 세계들일지라도 

정보기능으로 서로 연결된 세계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조

건은 한 과학  세계 을 물리  세계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층 , 

다원  세계로의 개방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물리주의  환원주의에 빠

지지 않으면서, 기존의 종교, 술, 문학, 철학이 설정해 온 세계들 에

서 과학의 물리세계와 부합되는 세계들을 수용하여 포 인 과학  

세계 을 세워볼 수 있게 할 것이다.

2. Science와 Metascience

Scientific American의 2003년도 첫 특집(Vol. 13, No.1)의 제목은 

‘The Edge of Physics’이다. 여기서 ‘edge’라는 말이 함축하는 뜻이 흥

미롭다. ‘가장자리’를 뜻하는 말이므로 ‘첨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edge’의 뜻에는 ‘한계’도 있고, ‘희망’이나 ‘욕망’도 있으며, ‘불안’도 있다. 

아마 이 모든 뜻을 함축하기 하여 ‘The Edge of Physics’라고 했을 

수 있다. 과학으로서의 물리학의 첨단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한계를 말하

고 있다. 제기되는 문제들 에는 과학의 역을 벗어난 metascience의 

문제들도 있다. 과학자들이 metascience의 문제를 제기할 때는 불안하게 

된다. 희망을 말할 수 있으나, 방법론이 그것을 뒷받침해주지 않기 때문

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 개념의 선택이나 사용에서도 혼동이 일어날 수 

있고, 제기되는 문제의 성격이나 역에 해서도 혼란이 생길 수 있다. 

Metascience의 역은 과학자들의 세계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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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철학자들과도 만나야 하고, 술가들이며 수도자들과도 만나야 하는 

역이다. metascience의 문제를 제기하는 과학자들이 철학자들과 만나

야 하는 몇 가지 를 보자.

“Guth's Grand Guess”1)는 앨런 구스(Alan Guth)의 ‘the inflation 

theory’를 다루어 주면서 몇 가지 문제 을 지 한다. 그러나 필자 래

드 렘 이(Brad Lemley)가 지 해 주지 않은 metascience의 문제들이 

오히려 더 심각한 혼동을 내포하고 있다.

The primordial ‘stuff’ of inflation.... is very likely a spontaneous 

creation, a no-strings gift that boiled out of absolutely nowhere 

by means of an utterly random but nonetheless scientifically 

possible process. Now that inflation theory is approaching 

dogma, it is bringing science to the brink of answering one of 

the largest questions of all: Why is there something rather than 

nothing?2)

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고 무엇이 존재하는 세계인가? 

우선, 존재와 무에 한 ‘왜’를 물어보는 것은 과학이 해답할 수 있는 문

제가 아니다. ‘Scientifically possible process’라는 표 은 과학  설명

이 가능한 상을 말하는데, 그러한 상은 이미 설명될 상인 물질세계

와 그것을 지배하는 법칙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다. 왜 그런 물질과 법칙

이 존재하느냐는 것은 과학  설명이 미칠 수 없는 metascience의 문제

이다. 철학  존재론의 문제이다.

구스는 ‘a spontaneous creation’이란 개념을 쓰면서 ‘out of 

absolutely nowhere’라고 수식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곧 ‘a pure 

vacuum’을 뜻하게 되고, ‘no space, no matter’의 상태로 설명이 된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시정이 된다.

To the average person it might seem obvious that nothing can 

happen in nothing. But to a quantum physicist, nothing is, in 

1) Lemley (2002), pp.31-39.

2) Ibid.,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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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something.... This means that things can materialize out of 

the vacuum, although they tend to vanish back into it quickly.3)

그러니까 ‘a pure vacuum’은 ‘from absolutely nothing’을 뜻하는 상

태가 아니라 입자화되기 이 의 순수에 지 상태일 뿐이다. 따라서 

‘creation’이란 개념도 잘못 사용된 것이다.

구스의 개념  혼동은 계속된다.

The positive energy of all matter in the universe could be 

precisely counterbalanced by the negative energy of all the 

gravity in the universe.... So the entire universe-creation 

scenario could unfold without breaking conservation-of-energy 

laws.... It is rather fantastic to realize that the laws of physics 

can describe how everything was created in a random quantum 

fluctuation out of nothing....4)

에 지총량불변의 법칙을 어기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물리  상을 

‘the universe-creation scenario’라고 한 것은 ‘creation’이란 개념이 본

래의 뜻처럼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의 것임을 말

해 다. 자연의 법칙을 따른 ‘창조’는 창조가 아니다. 자연 상일 뿐이다. 

창조는 ‘why’의 문제를 답하는 것이라고 했으나, 물리학의 법칙은 ‘how’

를 서술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 히 ‘out of nothing’이

란 표 을 사용하여 혼란을 래한다.

스티  와인버그(Steven Weinberg)의 “A Unified Physics by 

2050?”5)는 물리학의 미래에 하여 회의 이면서도 metascience으로서 

가능한 문제들을 제기한다. 물론 그런 metascience의 문제들 에는 미

래의 과학이 다룰 수 있는 과학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있다.

There is a chance the work of unification will be completed by 

3) Ibid., p.35.

4) Ibid., p.36.

5) Weinberg (2003), pp.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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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But can we actually do it?6)

The unified theory of all forces... will probably not be possible 

without radically new ideas.... How can we get the ideas we 

need to formulate a truly fundamental theory, when this theory 

is meant to describe a realm where all intuitions derived from 

life in spacetime become inapplicable?7)

The discovery of a unified theory that describes nature at all 

energies will put us in a position to answer the deepest 

questions of cosmology: Did the expanding cloud of galaxies we 

call the big bang have a beginning at a definite time in the 

past? Is our big bang only one episode in a much larger 

universe in which big and little bangs have been going on 

eternally? If so, do what we call the constants ― or even the 

laws― of nature vary from one bang to another?8)

지 의 물리법칙들과는 다른 법칙들이 지배하는 가능세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빛의 속도 ‘c’가 바뀔 수 있는 물리세계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빛의 속도에 해서는 지  이 우주의 역사에

서도 그것이 바 는 상태가 가능하다는 이론  가설이 이미 제기되고 있

다. “Was Einstein Wrong?”9)은 ‘varying speed of light’ 개념을 제시

하는 은 포르투갈 물리학자 J. Magueijo의 담한 주장을 소개하고 있

다. 뉴턴(Newton)의 세계가 아인슈타인(Einstein)의 세계로, 다시 아인슈

타인의 세계가 새로운 모습의 물리  세계로 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휠러(John Wheeler)는 90세를 넘긴 원로 물리학자이다.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동료 과학자 으며, ‘블랙홀(Black Hole)’이란 이름을 붙인 사람

이다. ‘Scientist and dreamer’라는 이름을 들을 만큼 그는 새로운 문제

를 제기하고 새로운 세계를 탐구해 가는 과학자이다. 생애의 마지막 단계

6) Ibid., p.6.

7) Ibid., p.10.

8) Ibid., p.11.

9) Folger (2003), pp.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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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 다고 생각하는 휠러는 이제 “How come existence?”라든지, 

“Why does the universe exist?”라는 존재론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는 것이다. “Does the Universe Exist if We're 

Not Looking?”10)은 휠러의 최근 생각을 정리하여 소개하는 인데, 

한 제목이면서, 매우 철학 인 제목이다.

철학에서는 18세기 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버클리가 제기한 문제 다. 

인식론  문제를 존재론  문제로 연결시켜 본 버클리는 “존재한다는 것

은 지각되는 것이다”라는 명제를 주장하기에 이르 으며, 이것은 곧 “지

각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존재의 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지각이 모든 존재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결국 ‘하느님의 지각’ 는 ‘하느님의 인식’으로 

신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하느님의 지 능과 무소부재를 제할 때, 

“존재한다는 것은 하느님에게 지각되는 것이다”라는 명제는 항진명제

(tautology)가 되어버린다.

휠러는 양자역학  에서 시작한다.

From the quantum perspective the universe is an extremely 

interactive place.11)

우리가 우주를 찰하는 것은 빛이 매체가 되어 해주는 우주의 상

이다. 빛을 매체로 하므로 양자 상의 차원을 통한 찰이 될 수밖에 없

으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찰하느냐에 따라서 그 빛이 하는 우주  

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주, 즉 물질세

계의 가장 아래 차원은 양자 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찰이 

그 상의 결과 는 결정에 향을  수 있는 것이다. 휠러는 이러한 

양자차원에서의 상호작용, 상호 향 계를 일반화하여 말한다.

Our observations, he suggests, might actually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physical reality. To Wheeler we are not simply 

10) Folger (2002), pp.44-49.

11) Ibid.,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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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standers on a cosmic stage; we are shapers and creators 

living in a participatory universe.12)

휠러 역시 ‘creation’이란 말을 무 쉽게 쓰고 있다. 그러나 ‘shaper 

and creator’라고 한 것을 보면, ‘creator’도 ‘shaper’와 별다름 없는 약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질세계의 상 는 상태변화에 향을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다면,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만 해

당되는 것이 아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우주를 ‘an extremely interactive place’라고 한 것

이나 ‘a participatory universe’라고 한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상호

계,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Wheeler is the first to admit that this is a mind-stretching 

idea. It's not even really a theory but more of an intuition 

about what a final theory of everything might be like. It's a 

tenuous lead, a clue that the mystery of creation may lie not in 

the distant past but in the living present.13)

여기서 휠러가 ‘the mystery of creation’이라고 한 것은 “How come 

existence?”나 “Why does the universe exist?”라는 문제에 한 해답

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휠러는 끝내 ‘why’의 문제를 ‘how’의 문

제로 바꾸어 다.14) 존재의 조건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무에서 유가 창

조되는 그런 조건이 아니다. 이 우주가 지 과 같은 상태로 존재하기 

해 필요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한 필요조건 에는 상호작용의 조

건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양자 상에서의 인간의 찰이 

상세계에 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정보교환’의 

조건을 뜻한다는 것이다.

Information may not be just what we lean  about the world, it 

12) Ibid., p.46.

13) Ibid., p.47.

14) Ibid.,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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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be what makes the world.15)

우리 인간에게 찰되지 않는 세계는 우리의 인식 속에 없는 세계일 

뿐이다. 하느님에게 찰되지 않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느님에 의한 찰’은 우리의 세계에 한 새로운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다. 휠러의 생각이 요한 것은 그것이 ‘정보’ 개념을 존재

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우리의 세계가 지

과 같은 상태로 존재하기 해서는 정보가 필요하고, 정보기능이 필요하

고, 정보 계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  가설이 아니다. 과학  이론 세계에서 제시될 

수 있는 가설이 아니다. 아직은 그 다. 아직은 과학자의 직 일 뿐이라

는 것이다. 휠러가 말한 ‘radically new ideas’의 하나일 수 있다. 그러니

까 지 은 metascience의 역에 속하는 생각이라고 해야 한다. 과

학에 바탕을 둔 문제이면서도 과학의 테두리 안에서는 탐구가 가능하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나 과학의 미래를 측하게 하는 문제이다. 미래의 

과학이 철학과 종교, 그리고 술과 만날 수 있게 하는 문제이다. 지 은 

과학자들을 혼돈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문제이지만, metascience에 

참여하는 과학자들에게는 곧 익숙해져야 할 문제이다.

3. 장회익과 펜로즈(Penrose)의 metascience

과학자들 에는 metascience의 문제를 과감하게 다루어 으로써 

술가로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과학 분야 안에서 훌륭한 업

을 성취해 낸 사람들이므로 metascience으로의 ‘외도’가 더욱 심을 갖게 

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름들을 들어보자. 쟈콥 로노 스키(Jacob 

Bronowski), 칼 세이건(Carl Sagan), 슨(E. O. Wilson), 스티  제이 

굴드(Stephen Jay Gould),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 재 드 다

15) Ibid.,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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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몬드(Jared Diamond), 스티  호킹(Stephen W. Hawking), 로  펜

로즈(Roger Penrose), 그리고 장회익 교수가 있다.

Metascience의 문제를 과학  에서 다루어 주는 이들의 견해와 

상상력은 철학, 종교, 문학, 술에 지 한 향을 주고 있다. 특히 펜로

즈와 장회익 교수는 우리의 세계에 한 존재론  모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metascience에서의 존재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인 펜로즈는 인간의 의식세계, 즉 마음에 한 그

의 을 통하여 철학자들의 심을 사기 시작했다. 물리세계에 바탕을 두

면서도 물리  상으로 환원하여 설명해 버릴 수 없는 의식세계를 이해

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의식세계에 한 그의 심은 인간의 의식능력, 

특히 수학  사유를 할 수 있는 의식능력의 요성과 특이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수학의 세계 는 수학  진리의 세계를 의식세계나 물리세계

와는 다른  하나의 독립된 세계로 받아들이게 한 것이다.

펜로즈의 3원  세계는 수학  진리의 세계, 물리  세계, 그리고 의식

의 세계로 이루어진 세계이다. 수학  진리의 세계는 라톤의 이데아세

계 는 형상의 세계와 같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 인간의 탐구

상이 되는 세계이면서 인간의 인식과 무 하고 그 자체로서 이미 존재하

는 진리의 세계라는 것이다.

의식세계는 물질의 세계가 생명의 세계를 출 시키고, 그 생명의 세계

가 진화하면서 나타난 세계이다. 의식의 세계가 진화하여 생긴 우리 인간

의 의식세계는 물질세계를 표상하고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학  

진리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의식능력은 수학  진리의 세계와 물질세계의 계에 한 것도 

악하고 설명함으로써, 펜로즈의 3원  세계와 같은 모형  세계가 가능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수학  진리의 세계를 라톤의 ‘형상계’로 이해할 때, 펜로즈의 3원  

세계는 ‘형상계’, ‘물질계’, ‘의식계’로 개념화될 수 있다. 왜 우리의 세계가 

이처럼 세 가지 세계로 분리되어 존재하게 되었느냐에 한 설명을 펜로

즈는 특이한 그들의 계를 들어서 말한다. 형상계의 수학  진리  일

부분이 물질계의 질서를 지배하는 법칙으로 표 되고 실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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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계 한 일부분만이 생명 상으로 진화하게 되어 의식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식계 역시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인간의 

수 에 이를 때 비로소 형상계의 진리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펜로즈의 설명이 형상계→ 물질계, 물질계→ 의식계, 의식계→ 형상계

의 계를 말해주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들 세계 간의 상호작용 계를 물

어볼 수 있다. 세계들의 계는 일방  계가 아닌 방  계이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형상계의 일부분이 물질계의 

질서를 한 법칙으로 실 되어 용된다면, 물질계는 그러한 형상계의 

존재를 한 매체가 되어 다고 할 수 있다. 라톤의 형상계와 같은 것

이라고 하지만, 펜로즈의 존재론이 월주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의식

계가 물질계를 바탕으로 하면서 기능 으로 독립된 세계가 될 수 있듯이, 

형상계도 어떤 방식으로든 물질계와의 계를 통하여 기능 으로 존재하

는 세계라고 해야 한다. 상호작용의 계를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세계라

는 사실 자체가 월주의를 불가능하게 한다. 존재방식 는 존재양상이 

서로 다른 세 가지 세계를 뜻하는 자연주의 는 내재주의로 이해하고 

설명하여야 하는 세계이므로, 기능  구별과 기능  상호 계를 통하여 

존재하는 세 가지 세계가 될 수밖에 없다.

물질계에 한 의식계의 기능은 표상  기능 는 표상  인식의 기능

이라고 할 수 있다. 지각경험  인식의 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형

상계로 부터의 인간의식에 작용하는 기능은 수학  진리, 라톤의 이데

아와 형상, 는 완 한 진리, 선(善), 미(美)의 가치 등이 이상(理想)으로 

추구되고 지향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펜로즈의 3원  세계에서 충분한 비 의 심을 받지 못한 

것이 생명의 세계이다. 의식계의 진화를 한 바탕이 되어 다는 생명의 

세계 정도로 이해되면서 생명계는 물질계와 의식계 사이에 묻 버린 결

과가 되었다. 하지만 의식계를 가능하게 한 생명계는 물질계와도 구별될 

수 있는 기능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한 의식계의 가치인식에 한 

한 생명의 문제가 요한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장회익 교수는 

이러한 생명의 기능, 생명의 세계, 생명의 조건, 생명의 단  문제를 심

으로 특이한 세계 과 존재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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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자 장회익 교수는 물리학의 세계를 넘어서 스스로 metascience

의 세계를 개척해 간다. 그는 우선 물리  세계 는 물리학의 세계를 넘

어서 물리-생명의 세계로 우리의 세계를 인식하게 한다. 이것은 생명 상

을 물리 상으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없음을 제한다. 그러면서 물리

상에 바탕을 두지 않은 생명 상의 설명도 불가능함을 함축한다. 물리

상과 생명 상은 연속-불연속의 계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하는 두 가

지 독립된 기능의 존재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물리 상으로 우

리의 세계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추상화된 세계를 보는 것이다. 탐구

의 상세계를 물리 상으로 제한하여 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온 하게 

우리의 세계를 보기 해서는 물리-생명의 세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존재하는 모든 개체를 질료와 형상이라는 두 측면에서 보던 

라톤의 존재론에서, 질료와 형상이라는 두 측면과 함께 동력과 목 이라

는 두 측면을 포함하여 4가지 원인으로 보는 아리스토텔 스의 존재론으

로 심화해 가는 것과 같다. 라톤의 개체는 기하학  상이었다면, 아

리스토텔 스의 개체는 생명체 다는 사실이 존재의 원인에 한 차이를 

말해 다.

물리-생명의 세계에서 개체의 생명이 존재하기 한 원인은 아리스토

텔 스의 4가지 원인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한 개체가 이러한 

4가지 원인의 작용을 통하여 특정한 개체로 형성되고 성장해 가는 데는 

유 자가 결정 인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유 자를 통하

여 4가지 원인의 조건이 충족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체의 

원인 조건에는 4가지 원인과 함께 유 자의 조건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

런데 한 개체가 특정한 유 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과정에는 진화의 역사

가 개입된다. 진화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유 자가 변화하면서 결정되

어 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화의 역사 한 생명체를 결정하는 

더 근원  조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물리-생명의 세계로 볼 때 우리의 세계는 진화의 역사가 결정

하는 세계이면서, 유 자라는 특수 기능체가 생명기능과 생명 상을 결정

하는 세계이다. 장회익 교수는 이러한 물리-생명의 세계를 보는 우리의 

이 지 까지 지나치게 개체생명에 치 해 있었음을 상기시킨다. 유



소  흥  렬16

자의 기능이나 진화의 역사만 하더라도 생명 상 체에 한 심을 갖

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뿐만 아니라 개체  생명의 존재가 체 생명세계

의 문제 때문에 을 받는 것이 지 의 시  문제 상황이기도 하다. 

장회익 교수는 이러한 에서 ‘온생명(the global life)’이란 개념을 제

안한다. 개체  생명에 못지 않게 체  생명세계가 요하다는 것이다.

장회익 교수는 그의 ‘온생명’ 개념에 한 존재론  근거를 동양 인 

통사상에서 찾고 있다. 동양  자연주의, 내재주의, 체주의, 집단주의 

 수용주의가 생명 상에 한 원자주의(atomism)가 아닌 연결주의

(connectionism)를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이다. 서구 인 월주의, 개체

주의  배타주의가 원자주의 인 것이라면, 동양 인 자연주의, 집단주의 

 수용주의는 연결주의 인 것이라는 뜻이다.

원자주의  에서 우리는 개체생명의 조건을 물어 볼 수 있다. 개체

생명의 질료, 동력, 형상(구조), 기능(목 )을 물어 볼 수 있고, 그런 원인

조건을 결정하게 된 개체의 유 자를 물어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근원

인 유 의 역사를 통하여 개체의 유 자가 선택되고 결정된 과정을 물어 

볼 수 있다. 지 은 유 자의 해독이 가능하므로 유 자의 조작으로 개체

의 생명을 결정하는 원인조건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 개체생명을 심으

로, 개체생명을 해서만 고려한다면, 어떤 유 자 조작도 허용될 수 있

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연결주의  에서 보는 생명세계를 간

과할 수 없다.

연결주의  에서 우리는 개체생명들의 질료  연결 계, 동력  연

결 계. 구조 (형상 ) 연결 계  기능 (목 ) 연결 계를 물어볼 

수 있다. 한 유 자  연결 계를 물어볼 수 있으며, 유 역사를 통한 

생명체들 간의 연결 계를 물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결 계가 없이는 

어떤 생명체든 존재할 수가 없다. 개체생명은 하나하나가 모두 특이하게 

결정될 뿐 아니라, 생명세계는 그러한 개체  생명들로서 실 되고 형성

되는 것이 사실이다. 원자주의  생명 이 필요하고 요하다는 것을 말

한다. 하지만 그런 개체  존재가 가능하기 해서는 생명세계 체를 연

결시켜주는 연결 계가 필수 이라는 사실도 요하다. 장회익 교수의 ‘온

생명’은 그런 체  연결 계의 생명 상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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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생명을 지구상의 생명세계를 단 로 하는 체생명으로 하는 것은 

질료  연결, 동력  연결, 구조  연결  기능  연결 계를 지구라는 

환경에 제한하여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구상에서의 진화의 

역사를 온생명의 조건으로 생각할 경우, 과연 그 역사가 지구상에서의 역

사로 제한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태양계의 역사와 은하계의 역사, 

그리고 우주의 역사에까지 연결되는 체 역사 속에서 온생명의 진화역

사를 설명하고 이해해야만, 그야말로 온 한 연결주의  이해가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진화의 역사를 통한 온생명의 연결 계는 태양계와 은하계 그리고 우

주의 역사에까지 확장하게 하는 반면, 유 자  연결 계를 통한 온생명

의 이해는 우선 유 자에 따라서 분류되는 생명 종으로 온생명을 축소하

여 구별하게 한다. 이러한 생물 종은 다시 유 자에 의한 분류에 따라 하

집단으로 나 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온생명은 유 자 인 

연결 계 따라 다양하고 다층 인 ‘집단생명’으로 나뉘어 진다는 것이다. 

사실, 생명 상과 생명기능에서 요한 것은 이와 같은 집단생명의 단

라고 할 수 있다. 생존경쟁의 문제만 하더라도 집단과 집단간의 경쟁이 

개체와 개체간의 경쟁보다 우선 이며 더 큰 비 을 차지하게 한다.

컨 , 생명의 존엄성은 당연히 개체생명의 존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집단의 생존문제가 제기될 때는 개인의 생명을 희

생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집단과 집단 간의 쟁

에서는 개인의 희생을 생명의 존엄성 문제로 생각할 수 없게 한다. 이것

은 가치서열의 문제인데, 아마 인류의 생존이 문제되는 종말 인 상황에 

이르게 되면 한 종족이나 한 집단의 생존까지도 문제시하지 않을 수 있

을 것이다. ‘온생명’이 요한 개념으로 제시되는 것은 이러한 가치서열의 

기 으로 보았을 때 지구상의 생명세계를 단 로 하는 온생명이 지 의 

진화 역사에서는 가장 요한 가치부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 자의 조작과 선택기술이 가져올 문제도 개체생명과 집단생명, 그리

고 온생명 간의 가치서열을 제할 때만 해결이 가능하다. 해결을 한 

단기 이 가능하다. 가령, 유 공학 으로만 가능하다면, 구나 등한 

능력과 비슷한 수명의 유 자를 타고나기를 원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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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사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등한 능력으로 비슷한 수명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그 집단을 해서 바람직한 일일까? 모든 개인들이 능력에 있어서

나 수명에 있어서 가장 평등한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그 집단을 한 선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평등사회가 

그 집단사회 자체의 질서와 발 을 한 최선의 선택일까? 그 집단내의 

다양한 기능 계와 력  조화를 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인가? 한 

다른 집단들과의 경쟁에서도 유리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남기 한 최선

의 선택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경쟁에서 하나의 특정 집단 사회를 한

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어떤 성질의 집단  경쟁이 바람직하

다고 할 것인가?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집단간의 경쟁이 인류사회를 

한 경쟁이 되기 해서는 어떤 선택이 필요한 것일까? 그런데, 인류사회

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다른 생물 종들을 희생시키

고 멸종시키면서 우리 인류가 번창해 가는 것을 말할까? 가령, 지구상의 

인구가 지 의 10배로 증가하는 것이 인류를 한 발 일까? 아니면 온

생명의 조건이 필요로 하는 인구증가의 제한을 우리 인간사회도 받아들

어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온생명의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의 존재의

미는 무엇일까? 우리 인간에게 허용된 존재의 부담은 어떤 것일까? 우리 

인간의 진화역사는 어느 수 의 어느 단계까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을 한 유 공학  선택의 기 은 집단을 한 선택기 에서 찾

아야 하고, 집단을 한 선택기 은 더 큰 집단이나 인류사회를 한 선

택기 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인류사회를 한 선택기 은 온생명을 

한 선택기 에서 찾아야 한다. 그 다면 온생명을 한 선택기 은 무

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세계를 물리-생명의 세계로 이해하고, 우주 인 

진화의 역사 속에서 우리 지구상의 온생명을 이해하는 데서 찾을 수 있

는 가치기 이다.

펜로즈의 3원  세계로 돌아가서 말하자면, 물리계의 진화과정에서 아

주 작은 일부분이 의식계로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의 온생명은 그러한 의

식계를 존재하게 하는 바탕이다. 온생명이 곧 의식계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요한 것은 그런 의식계에서 다시 아주 작은 일부분이 형상계를 

인식하게 된다는 데에 있다. 수학  진리의 세계이며 한 선과 미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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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치가 존재하는 세계인 형상계가 온생명의 의식계를 통하여 이해

되고 지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상계는 이상의 세계로 인식되어 의식계

의 진화가 그 이상을 지향하게 한다는 것이다.

장회익 교수는 우주의 지성  측면과 감성  측면을 이야기한다. 과학

이 탐구해온 것은 우주의 지성  측면이며, 술이 창작을 통하여 표 하

고자 한 것은 우주의 감성  측면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과학자- 술가

와 술가-과학자에 의한 더 온 한 우주의 이해가 요청된다고 한다. 그

런데 ‘지성  우주’와 ‘감성  우주’는 곧 ‘우주의 마음’을 뜻하지 않는가? 

물리-생명의 세계로서의 우주를 ‘몸으로서의 우주’ 즉 ‘우주의 몸’으로 말

할 수 있듯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우주는 ‘우주의 마

음’이라고 할 수 있다. 술가의 마음, 수도자의 마음, 철학자의 마음이 

지향하는 바의 ‘우주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자의 마음이 지향하

는 상세계도 이제는 ‘우주의 몸’만이 아닌 ‘우주의 마음’까지 포함하는 

존재세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자가 술가와 만나고, 수도자와 철학

자와도 만나는 그런 metascience의 세계에서 우리의 우주를 그려보자는 

것이다.

4. 정보-논리-시간-공간 연속체

‘역사’를 ‘기록된 과거’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곧 ‘기록되지 않은 과

거’도 역사라고 해야 한다. 우리 인간의 과학이나 기록에 상 없는 역사

가 있다는 뜻이다. 그 다면 역사는 과거의 것이라고만 할 수 없다. 과거

와 재와 미래는 우리 인간의 에서 나  것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역사’, ‘ 재역사’ 그리고 ‘미래역사’를 말할 수 있다. 그 다면 과거

역사를 왜 기록하느냐가 문제시되고, 미래역사를 왜 측하느냐도 문제가 

된다. 재역사가 역사  심의 상이 되는 이유도 문제가 된다. 변화

의 과정이라고 하는 역사가 왜 우리의 심사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

는 것일까?

우선 역사  변화의 과정에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사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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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측가능하다는 것도 논리가 있기 때문이다. 역사의 기록이 단순한 

기록 이상의 심사가 되는 것은 변화의 논리가 있기 때문이다. 재의 

역사가 심사가 되는 것도 우리 인간이 그 변화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

기 때문이며, 그런 참여가 가능한 것은 역사의 논리를 우리가 악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이 역사의 논리를 모의하는 사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 다른 동물들에게는 이런 역사  논리의 능력

이 없을 것이다. 역사에 참여하면서 역사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게 

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을 것이다.

우리 인간의 역사  사유, 역사  논리는 역사의 세계를 한 가능세계

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과거역사에 해서도 실제  역사와는 다를 

수 있는 가능세계로서의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미래역사에 해서도 

다양한 가능세계를 그려 볼 수 있다. 재역사에 해서도 마찬가지로 언

제나 다른 안  재의 세계를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  가능세계는 우리의 세계가 다양한 역사의 논리를 용

하고 있음을 말해 다. 다양한 논리에 의한 여러 가지 가능세계가 역사

으로 실 될 수 있음을 말해 다. 과거의 역사는 이미 결정되어버린 역사

라고 하더라도, 미래의 역사와 재의 역사는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내

포하고 있는 ‘개방 ’ 역사라는 것이다. 역사의 이러한 개방성 때문에 ‘역

사의 법칙’을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가 결정되었

다고 할 때, 그것의 결정원인을 고려하면 법칙  결정일 수 있다는 생각

을 하게 된다. 게다가 모든 상의 바탕에는 물리  상이 차지하고 있

다는 것도 환원주의  결정론을 믿게 하는 요인이 된다.

모든 상의 바탕에는 물리 상이 차지하고 있다. 폭발 이후의 우주

는 물리  상으로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주의 역사는 그런 물리  

상을 바탕으로 하면서 다른 상 차원의 상들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생명 상만 하더라도 물리-화학 상을 바탕으로 해야만 가능한 것이지만, 

생명 상이 물리 상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리  법칙만으

로는 생명 상을 충분히 설명해  수가 없다. 따라서 ‘법칙’을 ‘물리 상

의 법칙’으로 이해한다면 생명의 역사는 이미 그런 물리  법칙만으로 설

명될 수 없는 변화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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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법칙이 용되는 상은 법칙  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역

사  변화의 의미가 없는 반복  질서의 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물리  상으로 폭발 이후의 우주역사를 이해하고자 하면 역

사  의미가 문제 될 수 있다. 지 의 우리 우주가 보여주는 법칙  질서

가 용되지 않는 우주의 시간과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것은 폭발 직후의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폭발을 가능하게 할 

압축의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역사의 단 를 어떻게 보

느냐에 한 문제가 된다. 폭발까지 포함하는 우주의 역사에는 법칙  

반복의 역사라고만 할 수 없는 역사로서의 논리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한 우주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역사들은 물리  법칙에 

의한 질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양하고 복잡하고 다원 이

고 층 인 상을 ‘연출’해 내고 있다. 우리 인간의 의식기능, 즉 마음

의 능력이 가능하게 하는 모든 역사  상은 그러한 우주  역사가 연

출해 주는 것을 반  는 재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늘 아래 새

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이 인간의 능력과 자연의 힘에 한 상  계

를 표 해 다. 자연의 역사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 인간이 해낼 수

는 없다는 뜻이다.

역사를 설명하고, 역사를 이해하고, 역사를 측하고,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우리 인간의 논리는 다양하다. 가령, 체 역사가 연역논리

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는 탐정의 논리

가 용될 수 있다. 연역논리로 사건의 연결 계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

이다. 자연 상만이 아니라 인간사회의 상에도 법칙의 지배를 받는 원

인과 결과의 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인과  법칙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건들의 연결 계가 역사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때

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귀납논리  연결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하나의 사건이 그 이 에 가끔 일어났던 사건들에 한 새로운 

의미, 즉 연결 계를 자극하여 역사  사건이 되게 할 수 있다. 이처럼 

불확실한 경험에 근거한 모험이나 도박이라고 하는 역사  행 는 귀납

논리  역사의 이해를 근거로 한다.



소  흥  렬22

역사는 반복한다고 한다. 물론 꼭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는 없다. 비슷

한 상황이 반복된다고 할 수 있다. 유비논리의 용을 가능하게 할 정도

로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자연 상에서도 우리는 유비논리  

설명과 이해를 쉽게 용할 수 있다. 자연과 인간 사회, 인간 역사의 

계에서도 유비논리 인 비교가 가능하므로 자연으로부터의 교훈이 가능한 

것이다.

인간의 역사가 변증법 으로 발 한다는 것은 하나의 이상이면서 가능

성이다. 갈등, 립, 모순의 계를 변증법  종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

능성은 생존경쟁을 해야 하는 모든 생명세계에서 볼 수 있다. 인간의 역

사는 그런 생명세계에서의 진화의 역사를 새로운 차원에서 재 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연에서든 역사에서든 모든 갈등과 립이 변

증법 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연의 진화나 역사의 진보가 변증법

 사유의 개처럼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자연과 

역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증법  발 의 가능성을 인간의 사유가 모형

화할 수 있다는 것이 요하다.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말

하기 때문이다.

역사는 체 변화의 과정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역사  조망, 역

사  , 는 역사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역사라는 뜻이다. 이

러한 역사  을 통하여 우리는 잡다한 사건들을 체 으로 연결시

켜 볼 수 있게 된다. 하나하나의 개별사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의

미를 그러한 역사  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다. 연결된 의미나 

체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체화 는 포 화를 통하

여 부분들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게 하는 것이 귀추논리  사유이다. 

“모든 소설은 역사 소설이다”라고 하는 뜻은 역사를 귀추논리 으로 해석

해 보고자 하는 소설화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소설을 쓴다는 것은 역

사  사건을 귀추논리 으로 해석하여 이해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국가와 

민족의 역사만이 아니라 한 개인의 제한된 역사에 해서도 그러한 귀추

논리  해석이 가능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소설을 쓴다는 뜻이다.

역사의 궁극목 을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진화의 역사에서든 인간의 

역사에서든 목  지향 인 상이 있다. 그러한 목 이 인정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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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목 과 수단의 계로 이해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는 수

단이나 방법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목

이  다른 목 을 한 방편이 되는 기능상의 변화도 자연이나 역사에

서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목 과 수단의 계, 는 

목 이 수단으로 변하는 응 계는 모두 실천논리의 용을 필요로 한

다. ‘역사  실천’으로 말하자면 모든 유형의 논리가 실천  논리의 의미

를 갖게 되겠지만, 여기서 ‘실천논리’로 분류하는 유형은 목 과 수단의 

계를 결정하는 논리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역사에 한 인간의 논리가 와 같은 몇 가지로 제한된다는 뜻은 아

니다. 훨씬 더 다양한 논리의 유형이 인간의 역사  사유를 풍부하고 유

능하게 해  수 있다. 여기서는 역사  변화에 필요한 논리의 조건, 논리

의 차원을 보여주기 한 몇 가지 논리의 유형을 제시해 보았을 뿐이다. 

역사  상은 시간-공간의 연속체라고 하는 물리세계를 바탕으로 하여 

일어난다. 그러나 그런 시공간의 물리세계가 생명세계를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의식세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물리  법칙의 지배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 차원의 변화과정, 즉 역사  변화를 가능하게 했으며, 그러

한 역사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연역 -법칙  상만이 아닌 비연

역 , 비법칙  질서의 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다양한 비연역논

리의 유형이 용됨으로써 자연과 역사에서의 다원성과 층성에 의한 

변화과정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시간-공간의 물리세계가 논리-시

간-공간의 세계가 됨으로써 역사가 있는 물리세계로 실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다양한 논리가 필요한 역사의 변화이어야 했을까? , 그런 

다양한 논리의 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

하기 해서 우리는 역사  변화에 한  한 가지 조건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그러한 역사  변화는 우주의 역사가 개체화와 다원

화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양한 개체들과 

다원화된 개체들의 세계를 허용하면서 체 인 질서의 세계(cosmos)를 

유지해가기 해서는 그런 개체들 간의 상호작용이 필수 이다. 층 인 

차원별 세계들 간의 상호작용도 필수 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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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능 는 정보교환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보기능이 존

재와 역사의 기본조건이라는 뜻이다. “나는 속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이나 “정보 하나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이해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생각해 보자. 논리  사유의 기

능을 하는 우리의 마음은 기본 으로 정보기능 는 정보처리기능의 단

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의 정보기능은 물론 두뇌의 정보기능에 

의존된다. 두뇌의 정보기능은 뇌세포의 정보기능에 의존되며, 뇌세포의 정

보기능은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 분자의 정보기능에 의존된다. 이것은 다

시 원자의 정보기능에 의존되며, 결국 입자의 정보기능에 까지 이르지 않

을 수 없다. 이런 층  정보기능이 우리의 마음과 몸의 정보기능을 가

능하게 하는 기본조건이라는 뜻이다.

스피노자의 ‘소산  자연’과 ‘능산  자연’도 이러한 정보의 조건과 논

리의 조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자연 상에서 능산  기능을 하는 측면 

는 그런 존재의 양상은 ‘정보+논리’의 기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마음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로그램의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소산  기능은 시간-공간의 물리세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그러나 시간-공간의 연속체와 정보-논리의 연속체를 별도의 

존재세계로 생각하게 되면, 스피노자가 월주의를 거부하려고 한 바로 

그 비 에 되고 만다. 아무런 매체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순수 정보-

논리의 세계는 시간-공간의 세계에 향을  수 없다. 그러므로 시간-

공간, 즉 물리세계가 매체로써 기능하는 정보-논리의 세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것은 ‘능산  자연’이 사실은 ‘정보-논리-시간-공간의 연

속체’이어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6차원 연속체의 세계를 시간-공간의 4

차원 연속체로만 설명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추상화된 세계로 제한

한 상세계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수학  연역논리가 지배하는 상

세계로 제한한다는 뜻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말 이 천지만물을 있게 했다”는 말은 정보가 존재의 조건임을 의미

한다. 그러나 그 ‘말 ’ 는 그 ‘정보’가 어디서 왔느냐 라는 문제는 여

히 남는다. ‘논리’가 어디서 왔느냐는 것도 해답이 없는 문제이다. 그 게 

보면 시공간의 세계로 나타나는 물질의 세계, 는 그것의 다른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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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는 에 지의 세계는 어디서 왔느냐고 하는 질문도 해답이 없다. 하지

만 한 가지 요한 인식의 변화는 물질세계의 존재원인을 묻는 것과 ‘능

산  자연’이라고 한 정보-논리-시간-공간의 연속체인 세계의 존재원인

을 묻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스피노자의 자연주의는 물질세계, 즉 ‘소

산  자연’이라고 한 세계의 존재원인을 월세계에서 찾지 않고 자연 그 

자체에서 찾자는 것이다. 그 게 볼 때, 우리의 자연은 ‘능산  자연’이 

된다는 것이다.

불교의 존재론도 그러한 자연주의로 이해될 수 있다. 수행을 통하여 깨

달음에 이르는 경지는 마음의 논리가 자연의 논리와 조율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자연의 논리를 모형화하는 우리의 마음은 자연의 논리를 

잘못 모형화할 수 있다. 자연의 곡조와는 다른 곡조로 노래할 수 있다. 

선율이 불완 할 수 있다. 다른 가락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러므로 수행

의 과정을 통하여 자연의 논리와 마음의 논리가 조율되게 한다는 것이다. 

그처럼 조율된 마음은 그 기능이 자연스럽게 됨으로써 오히려 약화되고 

그 신 몸의 정보기능이 더 자유롭게 되어 자연의 다양한 정보에 더욱 

민감하게 된다는 것이다. 몸으로 자연을 체험한다는 것은 세포 차원만이 

아닌, 분자의 차원과 원자의 차원, 그리고 입자의 차원에서 자연과 교감

하는 정보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자연주의  존재론은 

이처럼 자연으로부터의 정보에 민감할 것을 요구한다.

일반 으로 동양 인 자연주의와 내재주의는 마음과 자연의 계가 조

화롭게 조율되고 연결되는 것을 지향한다. 자연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명확하게 구별짓지 않도록 개념화한다. 아래 개념들에서 ‘마음(心)’은 사

람의 마음이면서도 자연의 마음으로 이해될 수 있다.

童心 人心 春心 詩心
善心 誠心 眞心 良心
民心 天心 聖心 佛心

우리 마음의 변화를 지향하는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인가? 기독교의 정

보, 기독교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수가 인간의 죄를 해 십자가에 못 

박  죽었다는 사건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닌가! 십자가에 못 박  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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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고자 한 수의 마음이 기독

교의 메시지가 아닌가!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아니면 인류사회를 한

다는 핑계를 이유로 언제나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인간의 죄와 악을 고발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인간

들을 용서해 주라고 한 수의 마음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닌가! 그런 

수의 마음으로 오늘의 우리 세상을 볼 때,  다시 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권력으로 지배하는 강 국의 사람들이다. 첨단 쟁

무기를 과시하면서 죄 없고 천진한 이라크의 어린이들을 십자가에 못 박

은 사람들이다. 가공할 력의 무기로 무차별 폭격을 하여 죄 없는 어린

것들을 죽이고, 병들게 하고, 불구가 되게 한 사람들이다. 심지어는 어머

니 뱃속에 있던 아이들조차 죽이고, 병들게 하고, 불구자로 태어나게 했

다. 수의 마음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이라크의 어린 아이들 편에 

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강 국의 편에 있을 수가 없다.

하늘나라에 가 있는 수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런 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들 그것이 지  여기서의 우리와 무슨 상 이겠

는가? 만일 그것이 요하다면 수가 이 땅에 태어났어야 할 이유가 없

었을 것이다. 성령의 감동이 그런 수의 마음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

다. 성령의 감동은 살아있을 때의 수의 마음을 계속 우리로 하여  의

식하게 하자는 것이다.

월  하느님이 자기네 하느님이라고 하는 오만과 편견을 버려야 한

다. 좀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자 할 때 회의주의자의 

말이 들릴 수 있을 것이다. ‘ 월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월  하

느님이 존재하더라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다. 월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런 하느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수가 없다.’ 수가 보여  수 있었던 것이나 붓다가 보여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의 일이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었

다. 하늘나라의 일이 아니었다. 이 세상의 역사와는 무 한 월  세계

의 일이 결코 아니었다.

무차별 살생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순식간에 토화할 수 있는 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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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첨단무기를 만들어  과학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지 의 과학

은 역사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역사를 책임질 수 없다. 과학이 

metascience의 역에까지 확장이 되려면 수학이 지 의 비연역논리까지

도 수학의 논리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변증논리  수학, 유비논리  

수학, 귀추논리  수학 등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보

다 지능지수가 훨씬 높은 새로운 종의 출 을 기다려야 할 일인지 모른

다. 우리는 과학이 metascience의 역에서 철학과 종교, 술과 문학을 

만나 자연주의  세계 을 확고히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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