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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와 전체의 관계에 대한 존재론적 고찰*†

1)

이 지 훈‡

전일론의 관점의 존재론적 전제를 고찰한다 우리는 전체를. ‘부분들에게 원

인으로서의 영향을 미치는 단위’ 양상으로 규정했다 이것은 역사성으로서의.

사건과 연결되는데 후자를, ‘전체 맥락에 의존’적인 변화로 규정했고 이에,

상응하는 전체의 성격을 비결정적 혹은 탈개체주의적 성격으로 규정했다, .

다음으로 잠재성을 ‘한정되지 않는 능력’으로 존속하는 지향성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사건 개념을 둘로 분류했다 각각 개체 생성과 전체 생성의 측면.

을 강조한다 우리는 두 사건 범주가 상호 규정하는 동시에 구분됨을 살펴보.

았다.

주요어 전일론 존재론 부분 전체 사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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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1.
이 글은 자연과학과 관련한 전일론 관점에서 개체와 전체 개(holism)

념을 고찰하려는 목표로부터 출발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다음 두 가지.

관점에 대립하는 입장으로부터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것은 개체주의.

와 환원주의이다 물론 우리는 개체 및 환원주의의 정당(individualism) .

성 일반을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이런 개념들이 잘 적용되지 않는 몇몇.

영역에 주목하여 그 영역의 해명에 필요한 존재론적 전제들을 검토하려,

한다 또한 이 검토에서는 가급적 순수 형이상학 에 의존하지 않고 되도. ‘ ’ ,

록 과학연구의 실제 차원에서 멀지 않은 존재론을 구성하려 한다.

거칠게 규정할 때 본 논의에서의 환원주의란 부분 들을 개별 독립적으‘ ’

로 이해함으로써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관점이다 한편 이 관점.

에서 가정하는 부분 들의 존재론적 위상을 개체주의라고 규정한다 다시‘ ’ .

말해 환원주의가 개별 독립적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간주한 부분 들을 바‘ ’

로 개체주의가 전제하는 개체 로 규정한다 이렇게 볼 때 본 논의에서 환‘ ’ .

원주의와 개체주의는 불가분의 연관 속에 들어있다 그럼에도 둘의 성격. ,

에는 차이가 있다 상대적으로 환원주의가 인식론 내지 방법론에 대한 관.

점임에 비해 개체주의는 그 관점이 상정하는 존재론적인 전제에 대한 입

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일론과 연관된 개념들을 존재론적으로 고찰한다는 이 글

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개체주의에 대립하는 관점을 고찰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고찰 방식에 있어서도 존재론적 원리 차원에 집중하는 것. ,

다시 말해 인식론 방법론 차원과는 구별되는 존재론적 원리를 직접 규명,

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1) 그럼에도 이 글은 우회의 방식을 포함한다, .

환원주의와 연관된 몇 가지 인식론적 개념들의 대조를 병행하면서 논의를

진행한다 그 개념들이란 특히 결정론적 예측성 에 대비되는 비예측성. ‘ ’ ‘ ’

1) 이 대목에 관한 문창옥 교수님 조인래 교수님의 비판과 조언에 깊이 감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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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것인데 물론 이러한 요소들과의 대비가 전일론을 직접 옹호해주리,

라고 믿지는 않는다 다만 이런 대비를 포함하면서 우회적으로 전일론의.

존재론적 윤곽을 설정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보다 본질적인 존재론적.

원리를 규명하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서의 토대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일론이 성립하는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살핀다 다음으로는 전일론의 전체 개념을 잠정적으로 규.

정해본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과학에 관한 철학적 성찰에 있어 전체 개. ,

념이 논의되는 문제의식들을 선별하여 검토한다 특히 역사성 잠재성 사. , ,

건 등의 개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전일론의 의의에 대한 존재론

적 의미에 덧붙여 그것이 과학 탐구의 방법과 연결되는 인식론적 윤곽을,

부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창발론 유기체론 복합성2. , ,
창발론2.1.

일반적으로 전일론은 부분들의 합이 곧 전체는 아니다 라는 명제에 바‘ ’

탕을 둔 이념으로서 전체에 대한 의존성 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 ’

있다.2) 그런데 이렇게 넓게 규정해두고 나면 그만큼 넓은 범위의 개념들,

이 전일론으로 귀속될 수 있다 자연과학에서만 보아도 미시적인 양자역.

학이나 양자장이론에서는 물론이며 거시적으로는 심지어 한 물체의 관성, ‘

질량 이 전체로서의 우주 속에 포함된 물질 분포에 의해(inertial mass)

결정됨 을 주장하는 마흐 의 원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생물학 영’ (Mach) .

역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상황은 용어의 남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러했다, .

따라서 전일론을 자연과학과 연관하여 고찰한다는 이 글의 목표에 비추

2) 발상 자체는 오래된 형이상학 전통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 용어가 과학과

관련하여 도입된 것은 대개 스머츠 의 전일론과 진화(Smuts) (  Holism
and Evolution 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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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볼 때 먼저 이 용어가 사용되어 온 사례들을 분류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전일론은 특히 창발론 유기체론 복(emergentism), (organicism),

합성 등의 개념과 혼용되어 온 듯하다 이에 따라 전일론을(complexity) .

위의 세 가지 개념과 관련지어 역사적으로 고찰해보려 한다.

먼저 자연과학에서의 창발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년대 모건 알렉산더 브로드1920 (Morgan), (Alexander), (Broad)

등의 논의 이후라고 알려져 있다.3) 여기서 창발 이란 대개 한 계가 변화‘ ’

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변화 단계들에서 관찰된 속성들을 통해서는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속성들이 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자연은 이때.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구조로 진화해나가는 전체성 으로 묘사된다 또한‘ ’ .

자연은 여러 차원의 위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차원은 그보다 하위 차,

원의 속성들로 환원될 수 없는 저마다의 고유한 속성들을 가진 것으로

묘사된다.

유기체론2.2.

이 개념의 사상적 연원은 대단히 오래된 것이지만 좁은 뜻에서 과학탐,

구와 연결하여 이 용어가 도입된 것은 특히 생물학 영역이라고 할 수 있

다 그 배경을 지적하자면 물리학과 구분되는 생물학의 고유성 그 대상. ,

과 방법의 자율성을 옹호하려는 시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시도 자체는 이미 세기 생기론 에 의해 다양하19 (vitalism)

게 제기된 바 있다 그 전개 양상을 크게 실체론 에너지론 목적론으로. , ,

요약해볼 수 있다 실체론이란 일반적인 무기물질에는 없으며 오직 생명.

현상에게만 고유한 실체가 따로 있다는 주장 에너지론이란 생명 고유의,

힘을 전제하는 주장 끝으로 목적론이란 생명의 진화과정에서 목적성을,

전제하는 주장을 지칭한다.4)

3) Morgan, C. Lloyd, Emergent Evolution, Williams & Norgate, London

1923. Review of Holism and Evolution, Journal of Philosophical

Studies 2222 (5) (1927), 93-99. Alexander, S., Space, Time and Deity,

Macmillan & Co. Limited, London, 1920. Broad, C. D., The Mind and

its Place in Nature,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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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무기물질에 환원되지 않는 생명영역의 고유함을

내세운 반면에 과학 연구의 차원보다는 전통 형이상학이나 범정신주의

차원에 더 깊이 연결되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므로(panpsychism) . 20

세기에는 대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세 번째 목적론 가설만큼은. ,

이후에도 다양하게 변형되어 발전한 듯 한 인상을 준다 물론 생기론의 형.

이상학적 전제들과 단절한 상태에서 그러한 예로서 베르나르. (C.

의 생리학 가설을 들 수 있다 소위 생기론적 기계론 이라는 기Bernard) . ‘ ’

획이 그 존재론적 실체를 함축하지 않은 채 일종의 작업가설로 변형된 것,

으로 간주될 측면이 있다 나아가 시스템 이론 그리고 생물과 환경의 상. ‘ ’ ,

호결정에 관한 관점과 더불어 자기생성 과 자기조직(autopoiesis) (self-

등에 대한 주장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크게 볼 때 유기체organization) .

론과 복합성 이론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전자를 살펴보자.

이 개념이 도입된 것은 년대 생물학자 리터 와 홀데인1920 (Ritter)

의 논의 이후라고 알려져 있다(Haldane) .5) 기본적으로 생물학과 관련해

제기된 것으로서 특히 생물 개체의 형태와 생성을 설명하는 문제와 연관

이 있다 즉 한 생물을 전체 로부터 고립시키고서는 그 본성과 행동을. , ‘ ’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과 연관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유기체.

론은 전일론과 직접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유기체론을 보다 넓은 영역.

4) 실체론은 가령 뷔퐁의 유기적 분자 나 이후의 프로토플(orgamic molecule)

라즘 드리쉬 의 발생학이 보여준 가설 등을 들 수(protoplasm), (Driesch)

있다 에너지론은 당시 물리학의 에너지 이론에 다분히 영감을 받은 것으.

로서 가령 킬마이어 무엘러 등의 생기(Kielmeyer), (Mueller) (Lebenskraft)

를 들 수 있다 목적론은 크게 볼 때 블루멘바흐 의 형성충동. (Blumenbach)

라마르크 테이야르 드샤르뎅의 가설을 포함한다고 볼(nisus formativus), ,

수 있다 이때 블루멘바흐를 수동적 물질론과 목적론을 통합하려는 기획에.

서 보아야 함을 지적해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5) Ritter, W. E., The Unity of the Organism or the Organismal

Conception of Life, R. G. Badger, Boston 1919. Russell, E. S., Form

and Function: A Contribution to the History of Animal Morphology,

John Murray, London 1916. Haldane, J. S., Mechanism, Life and

Personality: An Explanation of the Mechanistic Theory of Life and

Mind, 2nd ed., Hodder & Stoughton, London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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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또한 존재론적인 차원으로 일반화해보려는 시도가 종종 있었는데,

그 가운데 대표를 베르탈란피 의 시스템 이론 에서 찾을 수(Bertalanffy) ‘ ’

있다.

후자 역시 생물학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유기체론을 바탕에 두었고 특,

히 생기론과 기계론을 대신하는 대안으로서의 시스템 이론을 염두에 두

는데 우리는 그 중요한 주제를 세 가지로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유기적, . ,

조절 에 관련된 생명체의 전체성 둘째 생명체의 내적 위계(regulation) . , .

특히 각 차원의 고유한 법칙들의 상호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조직화,

의 양상 셋째 열린계로서의 생물체가 진화하는 양상 여(organization) . , .

기서 유기적 전체의 각 부분이 보여주는 행동들은 단지 자신과 동일한

차원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상위 혹은 하위 부분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각 부분의 속성들을 결정하는 것은 전체 라는 주장이. ‘ ’

제기된다.

복합성2.3.

복합성 개념은 어쩌면 이러한 사상 조류들을 종합해서 등(complexity)

장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복잡함 에 관. (complication)

한 개념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복잡함 이 수많은 요소들과 그 상호작용으. ‘ ’

로 이루어진 계의 상태를 가리킨다면 복합성 이란 이런 상식적인 용례를, ‘ ’

넘어 실질적으로 한 계의 통합적이고 전일론적인 관점을 요청하는 상태

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처음에는 분리되어있던 수많은 개체들.

이 집체적이고 정합적인 과정을 형성하는 한편 이전의 개체들에게서는,

찾지 못한 어떤 결정적이고도 새로운 현상을 보여줄 때 그것을 복합성이

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이때 복. ,

합적이란 것은 다만 그 현상을 기술하는 데 소요되는 계산과정이 복잡하

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에 그친다면 단지 복잡한 상태 이다 이미 확립. ( ‘ ’ .)

된 모델만으로는 미리 그 현상의 창발 을 예측할 수 없으며 후자를 설명‘ ’ ,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추가정보를 덧붙여야 하는 경우를 가리킨

다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이 포괄하는 범위는 매우 넓다 자기생성 동. (autoconstitutive)



개체와 전체의 관계에 대한 존재론적 고찰 63

역학을 포함하는 다양한 계와 이것을 기술하는 수학적 알고리듬을 모두

포함하는 패러다임이다.6) 이것은 광범한 수학적 형식화의 가능성을 토대

로 하여 환원주의를 극복하고 전일론을 지지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전체와 그것의 내적인 관계 의 연구는 이 패러다임이 포함한 대표 주제‘ ’

이며 자기 생성이나 자기 조직 등에 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7)

복합성 패러다임은 창발론과 유기체론에 비교할 때 여러 측면에서 겹

친다 가령 한 개체와 환경 사이의 상태를 상호 결정하는 관계의 연구. ,

또한 유전체 의 표현을 연결하는 복잡한 후성 단계(genome) (epigenetic)

의 연구 등은 모두 세 개념이 겹치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

다 나아가 복합성 개념에서 이루어진 성과는 창발과 유기체의 의미를 구.

체화하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 가령 자기생성 조직 의 연구. ( )

는 시스템적 되먹임작용 의 역할을 구체화해줄 뿐만 아니라(retroactivity) ,

생기론의 형이상학에 기대지 않고도 창발 적 속성의 의미를 이해하게 해‘ ’

주는 측면이 있는 듯하다.8)

세 개념은 모두 환원주의에 반대한다 그럼에도 셋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창발론과 유기체론은 가령 시스템적인 전일론 은 받아들인. ‘ ’

다 해도 기본적으로 분석 의 한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반(analysis) .

면에 복합성 개념은 시종일관 알고리듬의 가능성을 견지하며 일종의 보

편적이고 형식화된 전일론 을 추구하는 듯하다 한편 유기체‘ (formalized) ’ .

론은 복합성 개념처럼 거대한 우주론을 전제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전자는 물론 생물과 환경의 관계를 고찰하며 한 개체의 생태적 지위,

6) 물리학에서는 혼돈이론 생물학에서는 생명물질의 기원에 관한 생물리학,

개체발생 세포와 신경계 구조의 안정화 산타페 연구소의 인(biophysics), , ,

공생명 마투라나 의 생명조직화 연구뿐만 아니라(artificial life), (Maturana) ,

경제학과 경영학에서의 문제들을 모두 포괄한다.

7) Kauffman, S., At Home in the Universe 혼돈, Viking, London 1995, 
의 가장자리 사이언스북스 서울, , 2002. The Origin of Order,

Dordrecht, London 1997. Maturana, H., Varela, F., El arbol del

conocimiento 인식의 나무 자, Editorial Universitaria, Santiago 1985, , 
작아카데미, 1995.

8) Rosenberg, A., “A Field Guide to a Recent Species of Naturalism,”

British Journal for Philosophy of Science 47 (1996),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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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 상호연관성을 전 지구 차원에서 고려한다 또한 생명의 질(niche) .

서가 창조되고 창발적인 속성들이 발생하는 거시적 상호관계를 고찰한다.

그러나 그 주제는 생물이라는 단위 또한 그 내적 부분들의 상호연관성으,

로 비교적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으며 우주적 단위에서의 총체성 전체 을, ( )

전제하지는 않는 듯하다 어떻게 보면 유기체론은 생명과학 영역에 특화.

되어 있을 뿐 대뇌로부터 은하계에 이르는 광범하고도 우주론적인 정합,

성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세기 초반에 물리학은 양자역학을 시초로 하여 전체론과 환원주의에20

대한 논쟁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으며 이후에 이어진 복합성 현상의 연

구들은 이런 논쟁을 가속화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세기 초반. 20

생물학은 이미 물리학 이전에 자기조직 생성 을 비롯한 복합성 현상을 연( )

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나온 것이 유기체론이라고 할 때 우리는 후자.

야말로 다른 두 개념의 발생적 모델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는 유기체론이 가장 좁은 외연을 가진 대신에 가장 안전 한 영역을 확보‘ ’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전일론의 잠정적 규정 인과적 양상으로서의3. :
전체와 그 범위

적어도 순수한 형이상학과 거리를 두고 과학의 방법론과 인식론 또한,

거기에 상응하는 존재론적 전제에 국한한다면 앞의 세 개념은 중요한 시

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그 셋이 보여주는 한계와 일반성을 성찰하.

여 그것을 다시금 개념화하는 것에 주력해보자 그렇다면 전일론의 성격.

을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형식적으로는 환원주의에 대한 반대 즉? ,

반환원주의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존재론적 내(anti-reductionism) .

용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을까 우선 우리는 전체 라는 것을 일종의 양? ‘ ’

상 양태 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양상을 인과 작용 속에서 파악하는( ) . ‘ ’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즉 자신의 부분들에게 인과적 원인 으로서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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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위 로서의 양상을 띠는 전체를 과학과 관련한>

존재론적 전체론 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때 인과적 원인은 위‘ ’ . ‘

로부터 아래로 의 방향임을 우선 지적해 두고자 한다 다른 한편 반환원’ .

주의에 관해서는 그 전체가 가진 인과적 원인으로서의 능력이 결코 부분,

들이 가진 인과적 원인으로서의 능력들을 통해서는 예측 불가능한 것으

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전체의 이해는 부분들의 이해에 덧.

붙여 새로운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체의 규정에 복합성과 창발의 계기를 결합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때 전체는 사물들의 중립적인 군집 또는 단순히. (aggregation),

함께 모인 상태를 그 고유한 계기로 삼지 않는다 이러한 전체의 규정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느슨하긴 해도 일단 인과 작용을 미칠 수 없는 형이, ‘

상학적 전체 를 배제하는 동시에 환원주의에 관한 대립 성격을 함께 만족’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전체의 범위를 생각해보자 이것은 곧 단일한 단위 또는 통일.

체로서의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가 하지만 과학의 존재론에서 고려되는?

전체를 어떤 무조건적인 통일체로서의 우주 로 설정한다는 것은 과도하다‘ ’

고 생각한다 가령 단순한 군집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의 영향력을. ‘ ’

행사하는 단위를 전일론의 고유한 전체로 간주할 때 자연계 전체가 곧,

전일론의 전체 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자연계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 .

이러한 전체 가 발견된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전일론이라‘ ’ .

고 해도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일하고도 보편적인

하나의 전체 를 설정하기는 어려우며 단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전체의‘ ’ ,

양상을 띠는 현상을 보편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생각은.

앞에서 전제한 전체가 일종의 양상 이라는 언급과도 일치한다 전체란 어‘ ’ .

떤 크기나 양적인 개념이 아니다 다시 말해 전체가 필연적으로 거대한.

크기를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전체라는 양상이 중요하며 이러한 양상. ,

을 보일 때 그것을 전일론의 의미에서 전체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전체의 규정을 인과 작용과 관련해서 한정할 경우 모든 개별과,

학의 연구 영역에서 동일한 전체가 상정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령.

생물학과 천체물리학이 동일한 전체를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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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에 따라 전체의 규모는 달라질뿐더러 탐구 대상에 따라 문제되는 인,

과 작용의 측면 역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체 일. < >

반이 아니라 개별과학에 따라 조건부로 한정되는 여러 전체들 을 생각, < >

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한 개별과학의 영역이라 해도 그 고려되는. ,

측면과 규모에 따라 전체의 성격과 규모 또한 다양하리라고 생각한다 생.

물학의 예를 들자면 전체로 보아야 할 차원이 온 지구 생태계만이 아니,

라 세포가 될 수도 성체 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유전자 풀, (adult) , (pool)

혹은 온 태양계를 전체로 보아야 할 상황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전체의 존재론적 규정을 계속 진행해볼 수 있다 전.

체는 개별과학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는 단위로서 자기 내부의 부분들,

에게 인과적 영향을 행사하는 통일체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인과적 영향. ‘ ’

의 성격을 다시 생각해보자 이것은 일종의 이차원 적 작용이라고. ( )異次元
해도 좋을 것 같다.9) 한편으로 전체는 자기 내부의 수많은 부분들과 그

들 사이의 연결 상호작용 에 의존한다 즉 후자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 .

다 그러나 마치 하나 로서의 단위 통일체처럼 행동한다는 측면에서의. ‘ ’ ,

전체는 자기 부분들 각각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전체의 속성.

이 자기 부분들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은 오직 단위 통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각 부분들의 속성과 관계들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

전체가 부분에게 행사하는 영향은 자신이 후자에게서 받는 영향과 같은

차원 즉 대등한 상호작용이 아니라 그것과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차원적 영향의 담지자 를 전체라고. ‘ ’(vehicle)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체는 곧 주체 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subject) .

여기서 주체란 상대적으로 자기원인 으로서의 실체 즉 자기‘ ’(causa sui) ,

행동 진화 변화 의 원인이 스스로에게 내재적으로 주어진 통일체를 가리( , )

킨다 물론 이 주체의 경계는 어디까지나 개별과학의 영역과 탐구 측면에.

따라 다양하며 무조건적으로 미리 우주적인 차원에서 유일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필요가 있다 탐구하는 전망에 의존한다는.

뜻에서 인식론적으로도 존재론적으로도 상대적인 자기원인의 주체이다.

9) 일단 논의진행을 위해 이차원적 이라는 표현을 쓴다 절에서 재론될 것이다‘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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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한 주체는 다른 주체와 상호작용할 것이며 이들은 다시 미지의, ,

더 큰 주체 속으로 포섭될 여지를 언제나 갖기 때문이다 이때 한 주체는.

다시 다른 단위의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에서 주체로서의 전체는.

어떤 실체라기보다는 조건부이며 한시적이고 잠정적인 양상 이라고 할 수‘ ’

있다.

전체의 역사성4.
전일론적 사건4.1.

우리는 앞에서 전체를 인과 작용과 연관해서 규정했는데 이것은 전체,

를 정태적인 구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성 속의 양상으로 이해하려

는 관점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전체에서는 주체의 양상뿐만 아니라 역사.

성 의 양상도 고려해야 한다 역사성은 특히 생물학과 그 철(historicity) .

학적 반성에서 오래 전부터 다루던 개념으로서 생물학의 고유함을 이해

하려는 시도와 무관하지 않은 동시에 오늘날에는 복합성 연구를 통해 보

다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인문학 일반에서 사용되는 역사나 역사.

주의 같은 용어와 마찬가지로 이때 역사성도 곧잘 모호하게 사용되는 듯

하다 일단 시간에 따른 속성의 변화 라는 의미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 ‘ ’ .

러나 이 정도라면 거의 모든 과학 연구의 전제이다 따라서 역사성 개념.

이 전일론의 존재론적 고찰과 연관하여 긍정적인 의미를 얻으려면 조금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먼저 이 용어의 일반적인 용례를 살펴보자 적어도 네 측면이 있을 듯.

하다 첫째는 결정론적인 일반법칙이 없다는 측면 한 계의 변화에 있어. .

비결정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는 한 사건 현상 계 모델 의 고유함과. ( , , )

일회성이라는 측면 결정론적인 법칙이 없을 때 한 사건의 의미는 우선.

반복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셋째는 이에 따라 한 사건을 서술. , ,

할 뿐이라는 측면 마치 역사학이 그러하듯이 일반법칙에 따라 연역적으.

로 설명 하지 않고 다만 사건으로서의 특정한 창발 현상을 기술 할 뿐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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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이다 넷째 변화 과정의 비가역성 이것은 역시 사건의 고유함과. , .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측면을 볼 때 일단 역사성이.

단순한 변화보다는 비결정성 사건 등을 동반하는 현상을 지칭하고 있음,

을 알게 된다.

이러한 측면들은 이제 전일론의 존재론적 고찰이라는 목표에 맞추어 한

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우선 전체라는 맥락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변. <

화 로써 역사성의 기본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이것은 부분들의 차원만> .

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변화들을 전일론의 역사성 범주에서 제외하자는

제안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역사성이 비결정성 사건 등과 연관된 변화. ,

를 지칭한다면 이 개념들 역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일단 후자에는 최소, .

한 두 가지 계기가 있다고 간주된다 그것은 중대한 변화 비예측적인 변. ,

화이다.10) 이 계기들과 더불어 역사성의 기본 범위를 결합함으로써 전일

론의 존재론적 고찰에 유의미한 사건 개념을 규정하고자 한다 그것은.

전체라는 맥락에 의존적이며 비예측적인 동시에 중대한 현상 이다< > .11)

달리 말해 전체라는 단위의 창발과 연관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특히 사건으로서의 역사성 개념을 살펴볼 것이

다 다음 절에서 다루겠지만 역사성을 굳이 사건으로 제한하여 고려하는. 4

까닭은 사건이야말로 전체의 특성 혹은 부분들로 환원되지 않는 통일적, (

단위로서의 전체 부분의 관계를 잘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이 논의에 들) / .

어가려면 사건과 연관된 중대한 현상 과 비예측성 계기를 검토해야 한‘ ’ ‘ ’

다 전자의 의미와 양상은 역시 절에서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비예측성. 4 ,

이 전일론과 맺는 의미만 검토해보자.

이때 비예측성은 고전적인 뜻에서 결정론적인 일반법칙이 확보되지 않

는 까닭에 엄격한 예측성이 없다는 뜻이다.12) 이것은 전체 의 존재론적‘ ’

10) 여기에는 단기적인 변화 비가역성 이라는 계기들도 있지만 고려하지 않‘ ’, ‘ ’ ,

았다.

11) 사전적 의미에서 주목 받을만한 뜻밖의 일 이라는 성격과 상통하되 오직‘ ’

전체 맥락에 의존적인 경우로 한정된 것이다.

12) 가령 혼돈이론은 예측불가능성을 포함하는 결정성 을 고려한다 따라서 전‘ ’ .

일론과 연관된 비예측성에는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 점을 지적.

해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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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재규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에서는 사물들의 중립적인 군. 2.1 ‘

집 을 전일론의 고유한 전체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비예측’ ,

성의 의미와 관련해 중립적 군집 의 성격을 밝힐 수 있다 후자를 우선‘ ’ .

결정론적 결합 으로 구성된 상태로 규정할까 한다 이는 전체를 구성하는‘ ’ .

결합의 성격에 있어 특히 예측 가능성 여부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면‘ ’ .

이 규정을 통해 분명해지는 내용은 무엇인가?

가령 결정 처럼 안정된 결합상태를 중립적 군집의 극단적인 예(crystal)

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차이는 또한 중립적 군.

집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둘의 차이가 탄소원소들 각각으로.

환원되지 않고 원소들의 결합방식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그들을 전체 의‘ ’

차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판단에서 상정하는 전체는 기존.

환원주의에서도 충분히 수용할 것이며 굳이 전일론을 내세울 필요가 없,

을 것이다.13) 나아가 거시세계의 질서 가운데 선형계를 다루는 선형방정

식으로 기술할 수 있는 전체의 결합은 또한 전일론의 전체에서 배제될

것이다 선형성이 보장된다면 그 전체는 부분 개체들로 분해될 수 있고. ,

또 역으로 그 요소의 합으로 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전체라는 단위와 사건의 의미를 동시에 고려한다면 전일론에서,

의 전체를 새로운 현상의 예기치 못한 출현 즉 사건 과 관련지어야 할 것( )

이다 바꿔 말해 결정론적으로 예측 가능한 상호작용의 총체 가 전일론. , ‘ ’

의 고유한 전체 개념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

식론적 개념에 상응하는 비예측성을 통해 전체의 존재론적 성격을 추론

해볼 수 있다.

이때 비결정성에 상응하는 전체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존재론적 의미에

서 개체주의에 대립하는 탈개체주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그것‘ ’ .

은 특정한 시공간으로 국지화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시공간(localization)

상에 널리 펼쳐져 있는 잠재적인 물리적 상태 전체를 가리킬 것이다 이.

것은 국지화 가능한 개체 를 전제하는 개체주의에 직접 대립한다 엄격한‘ ’ .

의미에서 탈개체주의 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비결정성에 상응하‘ ’ .

13) 물의 결합에서도 창발성 을 고려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른 기회에 검‘ ’

토하도록 하겠다 이 점을 환기해주신 이상욱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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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체는 또한 단일인과 계열로 규정되지 않는 물리‘ ’(mono-causality)

적 상황 전체를 가리킬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엄격한 의미에서 탈개체주.

의를 함축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현상을 구성하는 요소 각각의 국지화는.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구성. ,

요소 자체가 아니라 그 요소들의 전체가 이루는 상관관계의 맥락이다 따.

라서 이러한 물리적 상황은 역시 전체 맥락으로부터 분리된 요소와 인과

관계를 전제하는 개체주의와 양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느슨한 의미에서.

탈개체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잠재와 현행4.2.

전체의 이러한 속성과 관련하여 우리는 잠재 와 현행(potential) (actual)

개념을 새롭게 조정할 필요를 느낀다.14) 특히 기계론의 전통을 수용하는

과학이론 속에서 이 개념들은 비록 생성 운동 과정을 전제하되 잠재 현( ) , /

행 각각을 하나의 상태 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현행은 사실상 완‘ ’ .

결된 현행화 결과로서의 상태로 간주되었다 즉 한 사물의(actualization) .

본질이 발현 완성된 상태를 가리켰고 따라서 더 이상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한편 잠재란 이 현실상태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여.

겨졌다 그리하여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잠재성은 자기 의미를 다하였다. .

베르그송의 표현을 빌리면 이때 전통적인 잠재 현행은 가능성/ (possibility)

과 현실화 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현행이란 아직 세계(realization) .

에 존재하지 않고 다만 가능성 으로만 있던 무엇이 현실화한 상태로 생‘ ’

각되었고 이때 잠재성의 의미와 역할은 끝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

고 잠재와 현행이라는 이 두 정지된 상태들 사이에서 현실태를 향하는( )

단일하고 일방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15)

14) 을 현행 으로 옮겼다 만약 그것을 현실 적이라고 할 경우 과 혼actual ‘ ’ . ‘ ’ real

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은 현행화라고 한다. actualization .

과 구별하기 위해서이다realization .

15) 물론 잠재 현행의 완결성 개념을 근대과학 전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 17

세기 기계론적 과학에 최고로 상응할 것이며 이후에 전개된 유기체론적,

과학 흐름에는 잘 상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을 지적해주신 심사위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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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설정이 함축한 현실화 과정은 전일론의 존재론과 상응하

지 않는다 우리는 절에서 국지화할 수 없는 잠재적 전제성 그리고. 3.1 ,

단일 인과 계열로 파악되지 않는 전체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속성은 곧‘ ’ .

잠재성의 새로운 규정으로 이어진다 비예측적 창발과 연관될 뿐만 아니.

라 잠재와 현행 을 완결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없다는 존재론으로 이어, ‘ ’

진다.

프랙털 기하를 모델로 삼아 고찰해보자 이것을 모델로 드는 까닭은 단.

순히 기하의 범위를 넘어 복잡계의 동역학에서 끌개 의 표현(attractor)

방식이기도 하기에 여러 영역의 자연현상에 적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가장 간단한 것으로서 코흐 도형을 생각해보자 여기에. (Koch) .

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첫째는 시각적 효과 결과 로서의 평면이다 둘째. ( ) .

는 무한히 이어지는 갈래치기 과정이다 셋째는 이러한 선들(bifurcation) .

의 분할을 무한하게 계속할 때 생성될 코흐 먼지 또는 무 를 향한 차원‘ ’ ‘ ’

이다 이 세 차원은 동시에 존재한다. .16) 전통적으로는 첫째 차원 평면( )

또는 셋째 차원 무 을 현실태 라고 불렀을 것이다 특히 첫째 차원일 것( ) ‘ ’ . (

이다 그러나 완전한 평면 또는 무는 이미 프랙털이기를.) 그친 것이다그친 것이다그친 것이다그친 것이다....

프랙털 자체는 평면이나 무가 아니며 다만 특정한 효과 속에서 그렇게

기능할 뿐이다 프랙털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둘째 차원이다 다시. .

말해 끝없는 분할 과정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 분할로서의 과. ,

정은 둘째 차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첫째 셋째 차원을 가능. ,

하게 해주는 동시에 양자의 시각적 차원 아래 여전히 존속한다 평면으로.

이행할 때 프랙털은 자신의 속성을 잃어버리지만 실제로는 그와 동시에,

무를 향한 분할을 계속한다 즉 평면과 무를 향한 양방향 생성의 경향으.

로서 존속한다.

프랙털의 한 상태가 하나의 물리적 사건 사물 현상 계 모델 에 해당한( , , , )

다고 할 때 한 사건은 이처럼 완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잠재 현행 범주와 관련해서 고찰해보자 전통적인 관점에. / .

감사드린다.

16) 이렇게 프랙털의 세 차원을 설정한 것은 의 논Massumi, B. (1992), 21-23

의와 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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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잠재적인 것은 이미 현실화 된 것 을 중심에 놓고 역으로 사유된 것이‘ ’

라고 할 수 있다 즉 잠재적인 것의 의미는 현실화를 위한 전단계로서 추.

정되었다 그러나 프랙털 모델은 오히려 잠재성을 중심에 놓게 한다 현행. .

보다 그 시간 공간적 범위가 더 크며 그 의미가 더 근원적 것으로 간주, ,

된다 그리하여 잠재와 현행 을 끝없는 생성의 관점에서 파악하게 한다. ‘ ’ .

그 존재론적 함축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 사물의. ,

현행성 이란 완성 정지한 상태가 아니라 생성 속에 있는 일시(actuality) ,

적인 지속으로서 과정으로서의 지속 을 가리킨다 반면에 전통적으로 현‘ ’ . ‘

실태 로 여겨진 사물들은 마치 프랙털에서의 평면과 무처럼 일종의 수반’ ‘

효과 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잠재성을 오직 현실화’ . ,

된 상태에서만 나타나는 무엇 다시 말해 완성된 상태로서의(realization) ,

현행을 위한 준비 상태로 보지 않는다 잠재성은 완성태가 이루어짐과 동.

시에 소멸하는 상태가 아니라 현행하는 것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여,

전히 존속하고 내재한다 물론 존속 이라는 표현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 ’ .

잠재성은 실재적 이다 반드시 현행하는 것과의 상호 전제 속에서 존(real) .

재한다 그러나 언제나 지속적인 분할 과정 속에서만 성립하는 것이므로.

결코 현행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굳이 말하.

자면 존속할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파악된 잠재성의 성격이 전일론적 전체의 성격에 상응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잠재성을 일종의 한정되지 않는 능력 으로. ‘ ’

규정했으면 한다 후자를 작용 의 관계 속에서 말한다면 잠재성은. (action) ,

외적 작용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인 동시에 외부로 작용을 줄 수 있는 능

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잠재성을 한정되지 않는 능력 으로 본다는 것은 특. ‘ ’

정하게 국지화된 현실화의 준비 단계로만 보지 않고 수많은 생성을 낳는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이며 이것을 외부와 연관된 작용을 통해 규정하는,

까닭은 하나의 실체 를 고립되고 닫힌 것으로 보지 않고 언제나(entity)

외부 외부 실체들과 그 연관성 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고려하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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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해의 두 방향5.
이제 전일론적 사건 개념을 검토하고자 한다 절에서 사건은 전체에. 3

의존적이며 비예측적인 동시에 중대한 현상으로 규정되었으며 이때 전체

라는 맥락은 탈개체주의적이라고 했다 또한 후자에 속하는 두 종류를 거.

듭 말하면 계의 전체 로서의 속성이 국지화되지 않고 오히려 시공간a) ‘ ’

상에 널리 퍼진 잠재적인 상황이거나 혹은 단일 인과계열로 파악되지, b)

않으며 그 전개양상이 비선형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유형을 적어도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것은.

부분과 전체 에 관한 존재론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한다 바로 이 점‘ ’ .

때문에 우리가 사건 개념을 고찰하는 것인데 부분과 전체 범주에서 볼, ‘ ’

때 위의 는 상이한 전망을 보여준다 는 부분 의 생성 변화 는a), b) . a) ‘ ’ , b)

전체 의 생성 변화를 드러낸다 는 주로 개체화 현행화‘ ’ . a) (individuation)

측면 는 전형적으로 복합성 측면과 연결되어 있다 사(actualization) , b) .

건의 유형에서 보이는 이런 차이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에서도 미묘한 차

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두 유형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는 불가.

능하다 둘은 존재론적 전제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들을 바탕. .

으로 사건의 존재론적 문제를 각각 살펴보기로 하자.

개체 생성으로서의 사건5.1.

먼저 개체화와 현행화로서의 사건 전체와 부분 에서 볼 때 특히 새로. ‘ ’

운 개체 부분 의 생성에 관련된 사건이다 이때 우리 사고의 방향은 전체( ) .

적 생성으로부터 출발하여 개체 형성의 과정을 향한다 개체주의처럼 자.

체 완결된 개체들을 전제하고 그들로부터 전체를 구성하고 다시금 이들, ,

을 전체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이다, .

코흐 도형의 모델을 다시 생각해보자 프랙털의 분할 과정은 곧 물리적.

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분할을 어떤 지점에서라도 멈.

출 수 있는데 각각의 멈춤은 동일한 프랙털의 연산 을 내포하,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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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서로 다른 계의 상태를 지시한다 이것이 개체의 형성 즉 개체화의. ,

모델이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개체는 프랙털의 과정 속에 있는 한 지.

점에 상응할 것이다 즉 다양한 잠재적 힘들의 종합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오직 특정한 내용과 맥락 속에 존재한다. .

이때 후자를 상대적 전체 라고 부를 수 있다 그것은 프랙털의 알고리듬‘ ’ .

형식을 통해 하위 부분들에 대한 인과 작용의 통일적 단위로서의 양상을

띠는 동시에 그 작용의 양태가 비결정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전일론에.

있어 유의미한 전체로 간주될 수 있다 한편 부분으로서의 개체는 자족. ,

적인 실체가 아니라 이 상대적 전체가 활동하는 과정에서의 잠정적인 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개체의 발생은 또한 앞서 규정한 전체에 의존.

적이며 비예측적이므로 전일론적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개체 생성의 양상은 절에서 규정한 잠재 현행의 관계를 만족3.2 /

하는 여러 영역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열역학에서도 개.

체 생성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개체는 일종의 준평형.

계라고 할 수 있다 간단한 예로서 물을 가열하는 경우를(metastable) .

생각해보자 열원에 가까운 하층부가 상층부보다 더 뜨거워짐에 따라 평.

형상태가 교란된다 하지만 특정 수준으로 가열할 때 물은 갑자기 무질서.

로부터 질서가 산출되는 에너지 문턱에 다가간다 여기서는 등질화가 아.

니라 분화가 일어난다 물의 어떤 영역은 자기 내부로 선회하여 핵화.

하고 경계를 형성하여 소용돌이 대류를 이룬다 열전도를 통해(nucleate) .

평형을 되찾는다는 원칙 외에 중력 조건이 개입했기 때문이다.17) 이에 따

라 물은 엔트로피 평형으로부터 멀어진다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등질적.

이지도 않다 이때 물의 영역들은 분화했다고 할 수 있다 열전도나 중력. .

각각이 작용할 때보다 높은 수준의 체계적 활동성을 보여준다 이론상으.

로 이러한 자기조직 질서가 유지될 확률은 매우 낮다 그러나 실제로는.

만약 가열 온도를 계속 높일 경우 두 번째 에너지 문턱에 접근할 수 있,

다 소용돌이들이 계속 분화해서 물 전체로 확산하면 새로운 질서 구조. (

화 가 생기며 질서에 대한 교란들에게 일종의 시스템 으로서 반발하며) , ‘ ’

17) 하층부 분자운동이 증대하면 주어진 부피 속에서 밀도가 떨어진다 그 결과.

상층부의 차가운 분자는 아래로 내려오고 하층부 분자들은 위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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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를 보존한다 즉 매우 높은 불안정성의 조건 속에서 구조적 안정성에.

도달한다.

이 새로운 질서 구조화 는 중력법칙과 열역학 제 법칙을 위배한 것이( ) 2

아니라 오히려 결합하여 얻어낸 질서라고 볼 수 있다 즉 두 종류의 잠재.

성을 결합하여 새로운 현행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구조화는 열전도.

나 중력 각각의 인과적 결과와는 다른 수준의 체계적 활동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구조화된 개체는 다시 안정성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보다 더

평형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이것은 전체의 제약 내부 에서 창출되는. ‘ ’

비결정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제약 내부에서 나온 비결정성 을 사건이라. ‘ ’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체에 의존적이며 비예측적이고 중대한 변화 라. ‘ , ’

는 조건을 만족하는 동시에 개체화 양상을 띠므로 전일론적 개체화의 사

건이다.

이런 양상은 다양한 영역에서 발견될 수 있을 듯하다 비록 앞에서는.

프랙털 기하와 열역학을 모델로 삼아 논의했지만 개체 생성 현상이 굳이,

이런 복합성 패러다임이 함축하는 비선형성 을 필연적으로 전제할 필요는‘ ’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사례로서는 양자 영역의 경우를 들 수 있다. .

미시 물리계에서 미립자들은 일종의 잠재적인 것들이다 이들은 실재.

하지만 거시 세계의 법칙이 적용되는 차원 아래 에서 존속하고 있(real) ‘ ’

다 과학자의 지각 실험조작 측정 행위는 이러한 잠재적 입자를 현행화. ( , )

한다 이렇게 산출된 개체 로서의 입자는 두 실재들 가령 실험기구와 양. ‘ ’ ,

자의 만남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비선형적인 영역.

에서 현행화로서의 개체 형성 을 보여주는 사례는 특히 양자장 이론의‘ ’

영역에서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으로 전체의 잠재성이 국지화되며 한 개체를 생성하는 사건 을 검‘ ’

토해보았다 이 과정을 전체로부터 개체를 사고하는 방향이라고 했는데. ,

이 표현을 약간 해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사고의 방향 이 곧 전체에서 개. ‘ ’

체로 향하는 결정론적 인과관계를 가리키지는 않는다 가령. 프랙털의 분

할은 어떤 지점에서라도 멈출 수 있다 이것의 물리적인 의미는 한 시공.

간적 지점을 국지화하는 사건이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즉 비예,

측성에 있다 이 점은 열역학과 양자 영역의 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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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전일론에서의 전체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잠재성 개념을 재규정

한 까닭은 또한 여기에 있다 전통적인 잠재 현행 즉 가능성 현실화가 결. / , /

정론적 연관성을 전제한 반면에 전일론에서 고려하는 잠재성으로서의 전,

체는 그 잠재성이 한정되지 않는 능력으로 규정된다고 했다 그 편재성과.

복합적인 인과계열의 종합 가능성은 개체화 과정을 비예측성 곧 창발로,

서의 사건으로 이해하게 해준다.

전체 생성으로서의 사건5.2.

사건의 또 다른 의미는 이를테면 개별 사건이 역사 전체에 가져오는

중대함에 견줄 수 있다 인과계열의 복합성과 더불어 주체로서의 전체 의. ‘ ’

본질이 급격히 바뀌는 상황과 연관된다 여기서는 부분 전체의 상호작용. /

가운데 특히 전체의 생성이 중요하다 가령 평형에서 먼 준평형계에서의.

작은 변동이 전체 양상을 변화시키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베르나르 대류. ( ,

나비효과 같은 경우 이 현상들은 즉각적으로 부분 전체 범주를 유인하.) /

는데 특히 부분의 능동적 역할을 생각하게 한다 한 계가 어떤 분화의, .

임계점에 있을 때 부분의 역할은 매우 클 수 있다 전체의 본질적 인 특. ‘ ’

성을 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부분이 언제나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에서 전체. 2.1

가 부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위로부터 아래로 의 이차원적이라고 했다‘ ’ .

전체는 이차원 적 영향을 부분에게 행사함으로써 자신을 유지시킨다 일‘ ’ .

종의 자기제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유기체는 내부기관들에 대한 자기.

감시를 실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복합성을 띤 전체가 특정한 임계점에 있.

을 때 작은 부분의 변동은 전체의 본성을 바꿀 수 있다 또한 이것이 곧.

복합성의 정의이기도 하다 이 현상의 수학적 근거는 대개 비선형 방정. (

식에서 반복점진법과 관련된다 이런 이중성에 관해서 우리는 전일론의.)

전체에게 적용한 표현을 다시 적용해볼 수 있다 모든 부분이 전체의 본:

질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러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그런 사건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그러면 부분 전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일단 이렇게 정리/ ?

해볼 수 있다 전체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부분의 역할은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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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체의 특정한 상태에서 부분은 전체의 성질을 바꾸며 새로운 전체,

로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부분의 중요성은 특히.

한 전체가 다른 전체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일견 역설이.

있는 듯하다 부분의 변동이 전체 속성을 바꾼다는 것은 마치 부분을 전.

체와 분리 가능한 개체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가 혹은 전체의 변화를 부?

분 차원으로 설명하는 관점이 아닌가 나아가 개체주의와 환원주의를 지?

지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는 않다 전체를 바꾸는 부분의 중요성은 궁? .

극적으로 부분 자체에 기인한다기보다는 모든 부분들이 조직된 양상 에‘ ’

기인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자가 곧 전체이다 따라서 전. .

체가 전체 수많은 부분들의 조직 양상 에게 의존한다고 할 수는 있어도(‘ ’)

전체가 특정한 부분에게 의존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부분으로 환.

원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개체주의를 배제한다. .

개체주의를 지지하는 예로서 기계를 생각해보자 비록 간단한 기계라.

해도 부품이 하나 바뀌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부분.

의 변동에 따른 전체의 변동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전자를 통해 후자.

를 설명할 수 있다 즉 전체 맥락으로부터 분리된 요소와 그것이 다른. ,

요소들과 맺는 단일한 인과 관계를 통해 전체의 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요소가 바뀔 경우 전체의 변화 결과를 미리 예상할 수 있으며,

그 역도 가능하다 반면에 지금 고려하는 사건에서 부분 전체의 연관은. /

다르다 단일한 인과계열로 규정되지 않는 복합 연관이기 때문이다 굳이. .

비유하자면 부품이 바뀔 때 기계가 처음처럼 작동하지 않을 수도 혹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즉 기계 자체의 질적 변환의. ,

문제이며 전체 변환의 결과 즉 무슨 기계로 바뀔지 를 예상할 수 없는, ( , )

상황에 관한 문제이다 이것이 전일론적 전체 생성의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다 이때 유의미한 부분 전체 연관은 부분 자체 혹은 개체주의가 전제하. / ,

는 결정론적 결합을 고려 대상에서 배제한다.

부분이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런 복합 연관 속에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사건의 첫째 유형 개체생성 과 비교할 때 전체생성 에서 부분( ) , ‘ ’

은 상대적으로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이 능동성은 역시 전체. ,

의 비결정적 복합적 상관관계 속에서만 발휘될 수 있다 전체의 이차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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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작용에 관해 말한다면 이때 부분의 활동은 위로부터 아래로의 작용‘ ’

을 위배하지 않는다 후자가 없다면 능동성을 발휘할 수도 없으며 그 활. ,

동이 새로운 전체를 생성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생성이라는.

사건은 오히려 부분의 활동이 이차원적 작용이라는 전체의 제약 내부에

서 창출하는 비결정성을 보여준다.

인식론 관점에서 볼 때 비결정성은 부분과 전체 모두에게 있다 말하자.

면 복합성 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부분들의 조직 양상을

일종의 패턴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결정론적 법칙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그 세세한 부분들을 모두 알아낼 수 없다 일기예보의 경우처럼 전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부분의 의미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이에 따라 부분들과 그 관계에서 일단 부분들의 불확정성은 전체를.

부분으로 환원할 수 없게 만든다.

이렇게 정리해보자 부분의 의미는 중요하다 전체의 양상을 바꿀 수. .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요소가 그 중요한 부분이 될지는 미리 알 수.

없다 따라서 전체 양상의 변화를 미리 알 수도 없다 다만 몇 가지 가능. .

성의 유형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전체생성으로서의 사건 그. ,

창발성은 부분의 불확정성 또한 이에 의존하는 결과의 비예측성 이 결‘ ’, ‘ ’

합한 데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다.

결론을 대신하여6.
처음에 전체의 의미를 잠정적으로 규정할 때 전체는 부분들에게 원인‘

으로서의 영향을 미치는 단위 로서의 양상이었다 이것은 주체성과 함께’ .

역사성을 갖는데 후자의 범위를 전체 맥락에 의존적인 변화 로 한정했, < >

다 아울러 사건을 전체 맥락에 의존적이며 비예측적인 동시에 중대한. <

현상 으로 규정했고 이에 상응하는 전체의 존재론적 성격을 비결정적> , ,

혹은 탈개체주의적 성격으로 규정했다 다음으로 잠재 현행 개념을 살펴. /

보았는데 앞서 규정한 전체와 맞추어 잠재성을 한정되지 않는 능력 으로, ‘ ’

서 존속하며 열린 지향성 으로 조정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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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건 개념을 둘로 분류했다 각각 개체 생성과 전체 생성의.

측면을 강조한다 먼저 전자는 다양한 잠재적 힘들의 종합 이 만들어내는. ‘ ’

한 지점을 가리키는데 이 종합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으로서의 특정 맥락,

을 우리는 전체로 간주했다 이때 개체화는 곧 전체의 제약 내부에서 일.

어나는 비결정적 사건으로서 전체의 잠재성이 현행 국지 화되는 과정이, ( )

다 사건의 다른 범주는 특정 부분의 변동이 전체 속성을 바꾸는 경우이.

다 다만 이 부분 이 의미를 갖는 것은 오직 부분들이 특정하게 조직된. ‘ ’ ‘

양상 속에서이다 그런데 후자의 양상은 곧 특정한 전체 를 가리킨다 그’ . ‘ ’ .

러므로 이 사건 범주의 특성을 우리는 불확정한 부분 이 촉발하는 변화‘ ’

의 불확정적 결과로서의 새로운 전체 라고 요약했다‘ ’ .

그런데 두 사건 범주는 전체 부분의 관계를 보는 시각에 있어 차이가/

있음에도 상호 규정하는 측면이 있다 먼저 둘째 범주는 시점을 특히 한, .

전체에서 다른 전체로 변화하는 과정에 맞추었으며 이에 따라 특정 부분,

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강조된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전체라는.

맥락에 대한 의존성을 첫째 범주와 더불어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첫째 범주는 전체에서 개체가 산출되는 과정에 시점을 맞추었다 그러므.

로 전체의 종합적 능동성과 산출되는 개체의 수동성이 대비된다 그럼에.

도 특정 개체를 생성하는 과정은 곧 전체가 변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

가령 끓는 물의 조직화는 반대급부로 그 용기 속의 물을 둘러싼 환경의

엔트로피를 높임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특정한 개체화는 그 자체로 전체.

를 변화시킨다 물론 이 변화는 둘째 범주만큼 본질적이거나 급격하지 않.

다 만약 급진적인 변화를 낳는다면 그것은 곧 둘째 범주로 이해되어야. (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두 범주는 상호 규정되는 동시에 구분되는 것.)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무엇보다 전체의 개념에서 이차.

원적 상호작용은 보다 명확한 규정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실제적인 설명.

을 동반하는 존재론적 범주들이 포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목적론 범주.

가 그러한데 가령 위로부터 아래로의 원인 작용을 일찍이 칸트가 생물, ‘ ’

에 부여한 것과 같은 목적인 과 연관시킬 수 있는지도 검토되어야 하리‘ ’

라 믿는다 한편 화이트헤드 또한 시사해주는 바가 있다 그는 현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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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 가 목적인 을 준거로 과거 여건 의 제약으로” (subjective aim) “ (data)

부터 일탈 함을 언급했다” .18) 그는 이 끊임없는 창조적 일탈 또는 창조“ ” “

적 자기원인성 에서 유기체론의 존재론적 원리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 .

개념이 비예측성과 사건 그리고 부분 전체의 이해에 연관될 가능성은 다, /

음 기회에 연구해보기로 하겠다.

18) 문창옥 화이트헤드의 자연철학과 물리과학의 환원주의 특히(2002), “ ,” 260

쪽 이하 이에 따르면 화이트헤드가 비예측성 같은 인식론적 범주를 넘어.

존재론적 원리를 정립한 근거는 바로 현실적 계기의 창조적 자기원인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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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154

On the Ontological Relation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Whole

Jihoun Lee

In the light of some ontological basis for the contemporary

sciences, the ontological interpret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the

“Whole” and the “Individual” would be one of the important

issues. Firstly, we defined the “Whole” as a mode, acting like a

unity of causal power on to the parts, whose main properties

would be the subjectivity and historicity. And the latter relates to

concept of “event”: a crucial and non-deterministic change

depending on a whole-context. This concept reveals some

essential figures of the relation between the “Whole” and the

“Individual”. After having redefined several terms, such as the

potential and actual, we classified the “event” into two categories.

The one relating to an “individualization” or an “actualization, and

the other to “becoming of the whole” which means the radical

change of the whole triggered by a ‘part’. Finally we claimed two

kinds of the “events” differ in perspective but have a common

ontological basis.

[Key Words][Key Words][Key Words][Key Words] holism, ontology, reductionism, whole, ev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