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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딩턴의 두 책상과 과학 실재론＊†

1)박 태‡

 과학 술  달하  감각적 경험에 해 그 존  접 할 수 없는 

들 나 과정들  나타나게 다. 에 라 과학 술  들과 감각적 경

험  계  어 게 정할 것 가에 한 철학적 논 가 나타나게 다. 에

  문제에 한 철학적 논  처  전개하 는  것   ‘에

  책 ’ 다.  논 는 1960년 에  라 가  ‘ 시적 과 과

학적 ’  나누어 다시 제 하  철학적  본격적  논 가 전개 었다. 

 논문 ,  문제  시적 과 과학적  동   문제   들  

충돌 문제  나누어, 라  투 라   비판하고 과학적 실  

에  내  수 는 해결책과 그 정당  논 한다. 라  투 라는 감

각적 경험에 한 접적 식  만  강조하는 식적 실 과 주

  비판하고 다. 그러나 들  , 신들  과학적 실  

 하고 다고 주 하 만, 든 찰적 경험   존적 라는 결

 함축할 수  문에 과학적 실   하는  다  족하다. 

 논문  과학적 실  에 , 에 존하  않는 약간  찰 경험

 가능하다는 실  에 존하  않고  시적 과 과학적  

동  할 수 ,  들  충돌  경 에  존 적 점과 식

적 점  나누어, 존 적 점에   식 적 점에  

보다 월하다는 점  주 한다.

【주 어】에   책 , 라  투 라, 과학적 실 , 존 적 

, 식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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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과학기술은, 우리들이 그 존재를 직 확인할 수 없는 이론 상

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더 문화, 추상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하여 웬만한 문 인 과학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면

과학기술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문가가 아닌 일상 인 보통의 사람

들이,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이나 노벨 물리학상이나 화학상 수상자

에 한 뉴스를 방송을 통해 듣게 되면 그러한 과학기술과 우리들의 일상

생활과의 련성에 해서 많은 궁 증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문제가 소 에딩턴의 두 책상에 련된 문제이다. 에딩

턴의 두 책상에 한 논의는 1927년 강의에서 에딩턴이 처음 제기하 으

며, 1937년에 스테빙(Stebbing) 여사가 칸트 인 에딩턴의 설명에 해 비

으로 다루었으며1), 셀라즈가 그의 1960년 강의 “철학과 인간의 과학

상(Philosophy and the Scientific Image of Man)” 서 제기하면서 철학 으

로 다시 본격 으로 부각되었다2). 사실, 과학철학의 요한 임무들 의

하나가 어려운 과학이론의 내용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주

는 것이라면, 에딩턴의 두 책상 문제로부터 제기되어진 상식의 세계와

과학의 세계 간에 생길 수 있는 철학 인 문제들을 진지하게 고찰하는

것은 매주 요하다고 생각한다.

에딩턴은 두 책상에 한 논의를, 1927년에 행한 기포드(Gifford) 강의의

내용을 담은 그의 책『물리 세계의 본성 The Nature of the Physical

World』(1928)에서 다음과 같은 구 들로부터 이끌어 내고 있다.3)

나는이 강의의 원고를 쓰려고, 나의 의자들을 나의 두책상들에 가까

1) Stebbing, L.S.(1937) ; Philosophy and the Physicists, Methuen, London.

2) 이 강의는 셀라즈의 논문집, Science, Perception and Reality,(1963)에 다시 수록

되었다. 이 책은 이 논문집에 수록된 논문을 인용하며, 인용 페이지도 이 논문집

에 따른다.

3) Eddington,(1929) ; p.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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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끌어 당겨서앉았다. 두 개의 책상이라니! 그래 (그 게보니) 내주

의모든 상에 해복제물들(duplicates)이존재하는구나.-두개의책상,

두 개의 의자, 두 개의 펜들.

-------------

두개의책상 에서하나는내가친숙한것같다. 이책상은내가 (이

제까지) 세계라고 불 던 그러한 주변 환경 속에 있는 보통의

(commonplace) 상이다. 이책상은 외연을 가졌고, 상 으로 오래 이

곳에 있을 것 같으며, 색깔을 가지고 있다.

--------------

책상 No.2라고 하는 것이 나의 과학 책상이다. 이 책상은 (과학이

발달한) 최근에 알게 된 것이며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는 상이다.4) 이

것은 앞서 언 한 세계-내가 을 뜨면 내 주 에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

------------

나의 과학 책상은 부분 비어있다. 그러한 비어있는 공간에 아주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많은 하들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다. 그러나 이

하들이 결합되어 있는 덩어리는 ( 에 보이는 보통의) 책상 크기의 10

억분의 1보다도 작다. 이러한 이상한 구성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

주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책상임이 명난다. 이것은 책상 No.1과

마찬가지로 내가 원고 쓰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우리들이 하게 되는 상에 해서, 에딩턴은 이상과 같이 ‘보통의

책상’과 ‘과학 책상’을 구별한 후에, “ 물리학은 신 한 검사와 냉정

한(remorseless) 논리학에 의해, 나의 두 번째 과학 책상이 실제로 존재

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나를 확신시켜 다. 그 지만 물리학은 첫 번

째 개념의 책상을 추방시키는데 성공하지는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다.5)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그러한 일상 개념의 보통 책상에 해서 이별을 고

해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친숙한 보통의 세계로부터 물리학에 의해 드러

나는 과학 세계로 우리들이 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상과 같은 에딩턴의 주장에 해, “그 책상들은 하나의 동일한 세계에

4) 이 을 쓸 때가 1929년이라는 것과, 1925년에 하이젠베르크의 역학이론과 슈뢰

딩거의 동역학방정식이 나온것을생각해보면, 친숙하다는 것과친숙하지 않

은 과학 이라는 말의 느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 Eddington(1929) ; p. 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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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 개의 해석이나 측면들이 아닌가요?”라고 반문을 제기할 수 있다.6)

이러한 반문에 해 에딩턴은, 궁극에 가서는 그 두 책상은 동일화되겠지

만, 물리학의 외부 세계가 인간 의식에게 친숙한 세계로 변화하는 과정은

물리학의 연구범 밖에 있는 것이며(때문에 동일화된다고 확답할 수가 없

다), 따라서 물리학이 탐구하는 세계는 물리학자들이 그에 한 탐구노력

을 마칠 때까지 (두 개의 책상이 하나의 동일한 세계인가에 해서는 확답

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의식에 친숙한 세계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그냥

간주하자라고 답하고 있다.7) 그의 말을 들어보면,8)

최근까지도 아주 가까운 연결이 있었다. 물리학자는 자신의 (탐구하

는) 세계의 소재(raw material)를 친숙한 (보통의) 세계로부터 빌려왔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게 하지 않는다. 그의 소재는 에테르, 자,

양자들, , 해 턴함수등이며, 이제그는이러한소재가다른세계로

부터 빌려온 개념들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데 조심스럽게 신 을

기하고있다. 과학 책상에 해서는 그와 응하는 친숙한 (보통의) 책

상이있으나그러나과학 자, 양자, 에 응하는친숙한 (보통의)

자, 양자, 는 존재하지 않는다. ----- 물리학자들이 세계 구성을 마

친 후에야 그러한 연결이나 동일화가 허용될 것이다. 그러나 섣불리 연

결시키려는 시도는 아주 험하다.

에딩턴은 비 으로 우리들이 물리 탐구의 주제가 되는 책상을 친숙

한 보통의 책상과는 분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고 있

다. 그래도 과학 책상은 보통의 책상이 말하고 있는 상과 같은 사물

에 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보통의 책상과 어떤 식으로든 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계에 해서 에딩턴은 과학 책상이란 보통의

책상에 해 그림자로서의 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에딩턴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9) 과학은 보통의 일상 경험 세계의 상징

6) 를 들면, 페이(Faye)같은 사람을 로 들 수 있다.(Faye J.(2000) ; p. 172)

7) Eddington(1929) ; p. xiv. ( )안의 내용은 자가 이해를 돕기 해 삽입한 것이

다. 에딩턴은 철학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도 물리학자가 철학자들에

제공하는 논의문제라고 말한다.

8) Eddington(1929) ; p. 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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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이 되는 하나의 세계를 구성하는 것을 목 하고 있다. 여기서 상

징이라는 것은 물리학의 언어가 추상 이지만 학습을 통해서 차 보통의

일상 경험과 연 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에딩턴은 “물리

학의 외부 세계는 그림자들의 세계가 된다고 말한다. 즉 나의 팔꿈치의 그

림자는, 그림자 잉크가 그림자 종이 를 흘러가듯이, 그림자 책상에 의지

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며 그리고 하나의 상징으로서 물리학자는

그 로 둔다.”라고 말한다.

두 책상에 한 에딩턴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책상은보통의일상세계에서경험하는일상 개념의보통책상 No.1

과 과학 탐구결과에 의해 알 수 있는 과학 책상 No.2가 있다.

2. 두 책상들 에서 과학 책상 No.2가 실제로 존재하는 책상이지만,

그 다고우리의 화나설명에서일상 인 보통의 책상 No.1이 추방

되지 않았으며, 이 책상이 궁극 으로 과학 책상 No.2와 일치하는

가와 그 추방의 여부는 이에 한 물리학자들의 탐구가 끝난 후에나

명난다.

3. 일상 개념의보통책상이 존재론 으로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

상 경험 차원에서 보면 과학 책상은 그림자이며, 보통의 일상

경험과 상징 으로 연계된다.

이상과 같은 에딩턴의 두 책상에 한 주장은, 먼 일상 보통의 책상

과 과학 책상을 구분하는 특성이 분명하지 않아, 이론용어와 찰용어의

구별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에딩턴의 두 책상에 한 문제를, 하나의

사물에 한 서로 다른 기술(description)의 문제로 오해하기도 한다. 우리

는 여기서 에딩턴의 두 책상 문제를 상식 세계와 물리 세계의 연

계에 한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생각해 볼 것이다.

9) Eddington(1929) ; pp. xv-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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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보통의 책상과 과학 책상이 하나의 사물에 한 것임을 어

떻게 알 수 있는가?

<문제 2> 보통의책상과과학 책상의기술내용이서로충돌할경우에

어떻게 처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경우에 어느 것을 우선시해

야 하는가?

에딩턴의 두 책상의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고 <문제 1>과 <문제

2>를 철학 으로 진지하게 검토한 것은 셀라즈이다. 다음에 셀라즈의 설명

을 고찰해 보자.

Ⅱ

셀라즈(Sellars)는 세계를 보는 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이러한 각

에 따라 나타나는 세계상을 ‘명시 상(manifest image)’과 ‘과학 상

(scientific image)’으로 구분한다.10) 명시 상은 에딩턴의 보통의 일상

책상처럼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상 인 경험이 축 하여 나타나거나 귀납

일반화와 같은 과학 방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상이다. 과학 상은 경

험의 귀납 일반화나 수학 계산이나 논리 추론 등에 의해 나타나는

상인데, 방법론 인 측면에서 명시 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과학

상은 지각될 수 없는(imperceptible) 상과 사건들을 제하여 설명하

고 있고, 명시 상은 그 지 않다는 이 과학 상과 명시 상이 구별

되는 결정 특성이다.11) 여기서 지각될 수 없는 상이란 우리들이 그 존

재를 감각 경험에 의해 직 확인할 수 없는 상들을 말한다. 그러면

셀라즈의 명시 상/과학 상의 이분법은 찰/이론의 이분법과 동일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비지각 상들을 제하는 과학이론들은, 찰

10) Sellars(1963) ; pp. 4-5

11) Sellars(1963) ; p. 7,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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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들이 왜 경험 법칙에 따르게 되는가를 설명하면서 찰 경험까지도

직 설명하기 때문에, 명시 상/과학 상의 이분법은 찰/이론의 이분

법과 다르다고 셀라즈는 설명한다.12)

셀라즈는, 명시 상과 과학 상이 세계를 보는 이고, 명시 상이

원시 상들(original images)을 경험 이고 범주론 으로 가공하고 다듬어

서 나온 이상화된 내용을 가진 것이라고 하는 설명을13) 통해서, <문제 1>

“보통의 책상과 과학 책상이 하나의 사물에 한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해서는 우리들이 직 으로 알 수 있는 원시 상의 개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정 으로 제하고 있다. 즉 셀라즈는 <문제 1>에

해 직 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문제 1>보다는

<문제 2>를 보다 진지하게 제기하고 고찰한다. <문제 2>에서 충돌한다는

것은, 같은 사물에 해서 명시 상과 과학 상이 서로 조화하지 않거

나 심지어는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를 들어 책상

이 딱딱하여 빈 공간이 없다고 주장하는 명시 상과 책상을 구성하는 분

자들 사이에는 많은 공간이 있다고 주장하는 과학 상에서 책상 내부에

공간의 존재에 하여 서로 상충하는 경우이다. 이 게 두 가지 상들이 충

돌하게 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입장들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 가능할 것이다.14)

<입장 1> 명시 상에 있는 상(entity)들만이 실제로 존재한다. 과학

상에 있는 비지각 입자들의 체계는 이를 표상하는 추상 이

거나 상징 방법에 불과하다.15)

12) 셀라즈는 명시 상과과학 상을이론의 수 , 과학 법칙의수 , 경험 일

반화의 수 , 개별 상들의 수 으로 나 어, 과학 상은 이론 수 과 과학

법칙의수 , 경험 일반화수 의상으로, 명시 상은과학 법칙의수 ,

경험 일반화의 수 , 개별 상의 수 의 상으로 보는 것을 비 한다. 셀라즈

는비지각 상을 제하는과학 상도개별 상들의수 의상과직 연결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Sellars(1963) ; pp. 119-121)

13) Sellars(1963) ; p. 7

14) Sellars(1963) ; p. 26. 셀라즈는 여기서의 입장 2를 입장 1로, 입장 1을 입장 2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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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2> 명시 상에 있는 상들은, 숲이 많은 나무들과 단순하게 동

일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과학 상에 있는 비지각 인

입자들의 체계와 동일하다.

<입장 3> 명시 상에있는 상들은과학 상이 제하고있는비지각

입자들의체계로구성된것이인간의정신에나타난 상들

이다.

<입장 1>을 보다 구체 으로 설명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명시 상

에 있는 상이라고 먼 제하고, 이러한 상들에 응하는 것이 과학

상에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은 허구(fiction)라고 주장하는 것이다.16) 이

입장은 과학 상에 제하는 상들에 해 실재성(존재성)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 실재론의 입장과 립한다. <입장 2>는, 기체의 부피

가 아보가드로수의 분자 덩어리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와 같이 명시 상에

있는 상과 과학 상에서 그에 응하는 상이 모두 실재한다고 간주하

는 입장이다. <입장 3>은 명시 상에 있는 상과 과학 상에 있는 상

에게 존재론 자질을 부여하지만, 명시 상에 응하지 않는 과학 상

이나, 과학 상에 응하지 않는 명시 상이 있는 경우에 취하는 입장이

다. 이러한 <입장 3>에 해 셀라즈가 제시하는 하나의 를 들어 보면,

분홍색 얼음 덩어리로 나타나는 명시 상과 분자 차원에서 분홍색을 갖

지 않는 얼음덩어리로 나타나는 과학 상의 경우이다. 이때 분홍색은 과

학 상에 나타난 얼음 분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분홍색은 빛의 반사에 한 이론이 우리의 신경계에 해 가지는 자극

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 인간의 정신에 나타난 상으로

보는 것이다. <입장 1>, <입장 2>, <입장 3>이 명시 상과 과학 상의

우선성에 한 <문제 2>에 해 각각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고찰해 보

자.

15) 이내용과에딩턴의설명을비교하면과학 실재론에 한에딩턴의입장이애

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 Tuomela(1985) ;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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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선성에 한 <문제 2>는, 신뢰성의 측면에서 우리들이 명시 상과 과

학 상 에서 어떠한 것을 우선 으로 신뢰하는가에 한 문제이다. 명

시 상의 상들만이 실재한다고 제하는 <입장 1>은 당연히 명시 상

의 우선성을 주장한다. <입장 2>와 <입장 3>은 과학 상의 우선성을 주

장하고 있다. 여기서 제기하는 우선성의 문제는, 비지각 상에 한 존

재론 자질 부여의 여부를 논하는 것과는 별개이다. 왜냐하면 명시 상

의 우선성을 주장하면서도, 과학 상에 있는 비지각 상의 존재론

자질을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를 들어

도구주의자는 우리들의 감각 경험에 의해 그 존재를 직 확인할 수 없

는, 과학 상에 나타나는 비지각 상에 해 존재론 자질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 상의 우선성을 주장한다. 반면에 상식 실재론자

들은 과학 상에 있는 비지각 상의 존재론 자질을 인정하면서도,

그 인식의 확실성 때문에 명시 상의 우선성을 주장할 수 있다. 를 들

어 다음과 같은 무어의 말을 고찰해 보자.17)

우리들이 일상 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의자, 책상, 등은 지각

성질들을 결여하고 있는 입자들의 체계들에 한 상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의자들, 책상 등이 존재하고 있고 이것들이 지각될

수 있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자, 책상 등의 구조체제 특성

(framework feature)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무어의 말은, 상식 인 세계에 있는 사물들이 지각될 수 있

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상 인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라면

구나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비지각 상들의 상으로 아

는 것이 이것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7) 무어의인용문은그인용한곳이명기되어있지않아서직 확인하지못하 고

인용되어진 셀라즈 논문에서 재인용하 다.(Sellars(1963) ;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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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어의 설명방식과 달리, 반 라 (van Brakel)은 과학 상이 명시

상에 우선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 존재를 확실

하게 알고 있는 명시 상이 과학 상에 우선한다고 주장한다.18) 반 라

은 세계에 한 이론 인(pretheoretic) 명시 상19)과 과학 상을 구

별하고, 이로부터 자연과학의 존재론이 상식 인 사람의 존재론의 배후에

서 어떻게 놓여 있으며, 모든 상들이 하나의 세계로 어떻게 조화하는가에

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 가지 시도로

서, 명시 상은 잘못된 것이며 그래서 명시 상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세

계 속의 상들을 지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

받침하기 해 도입하는 개념이 수반(supervenience)의 개념이다. 수반 개

념은 때로는 과학 상이 주어졌을 때 제거가 없는 환원주의를 주장하여

명시 상을 보존하려고 할 때 등장한다. 이러한 수반 개념에 의해서 두

가지의 상들이 근본 으로 다르지만 같이 법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다만 존재론 으로 명시 상이 과학 상에 존재론 으로 의존한다는 측

면에서 두 가지 상들에 의해 기술된 세계가 하나임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반 라 은 수반의 개념은 명시 상과 과학 상의 계

에 한 설명으로서는 불충분20)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는

두 가지 상들의 계를 구체 으로 설명하기 해 정신분열증과 색깔의 경

우를 사례로 하여 그는 다른 방식으로 고찰한다. 이 결과, ‘정신분열증’의

지시체는, 정신분열증의 표 인 명시 특성에 의해 지시되는 의학 증

세들에 의해 결정되며, ‘빨강’과 같은 색깔의 경우에는 기본 인 차원(뉴런

을 자극하는 차원)에서 ‘빨강’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식이 어떤 것이 빨갛게

보인다고 말하는 것(명시 상의 내용)과 상호 계하는 내용을 조사하는

18) 이하 반 라 의 주장은 드 그트의 논문(De Regt(2002) ; pp. 178-180)에 있는

반 라 의 인용문과 드 그트의 부분 인용문에서 인용한 것이다.

19) 반 라 은 셀라즈의 명시 상이 이론 개념이 아니라 구조체제

(framework)로서 이론을 가지고 있는 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한 것 같다.

20) 두가지상의병존이가능한 계라는것은이해될수있는데, 이로부터더나아

가 두 가지 상들의 계에 해서 존재론 동일성의 계인지, 인과 계인

지, 보다 구체 인 설명이 없다는 을 반 라 이 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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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반 라 은 결론짓는다. 결국 반 라 은 최종 으로 과학

상의 이면에 있는 것은 명시 상이며, 명시 상이 과학의 설명 구조체

제(framework)에 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이러한 반 라 의 주장이나 무어의 주장은, 결국은 인식의 확

실성을 더 많이 보장하는 명시 상의 우선성을 주장하고 있다. 즉, 이들

은, 명시 상을 제공하는 상식 경험이, 인식 상에 한 직 이고 즉

각 인 인식과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식론 으로 확실하므

로, 명시 상이 과학 상에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투오멜라(Tuomela)는 무어와 같은 상식 실재론자들의 설명에서 상식

경험이 인식론 으로 확실하다는 제는, 상에 한 직 인 인식이

가능하다는, 소 ‘기정(旣定)의 신화(the Myth of the Given)’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고, 이 신화에 한 비 을 통해 명시 상의 우선성을 논박한다.

투오멜라의 ‘기성의 신화’에 한 비 논증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21) 일

상 사유는, 우리들의 정신에 직 반 되어지면서 간 으로 언어에 반

되어지는 그러한 명확하고 고정된 구조를 외부 세계가 우리들의 인식이

일어나기 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간주하고 있다. 이러

한 막연한 일상 생각이 기정의 신화와 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투오멜라의 지 이다. 기정의 신화는, 세계가 선천 인(a priori) 근거에서

안정된 범주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험 인(transcendental)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즉 세계가 궁극 으로는 상들(나무들, 고양이들, 사람들,

책상들 등), 이러한 상들의 각기 다른 속성들이나 이러한 상들의 계

들로, 경험에 앞서 이미 선천 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

다. 이러한 일상 생각은 (인식에 앞서) 존재론 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개념 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실제 세계가 존재한다고 제하고 한다.

이러한 제로부터 세계는 인식 주체가 어떠한 개념 틀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직 지각하여 인과 으로 지식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나오게 된

다. 즉 개념 체계가 없이도, 기정 (旣定的)으로 만들어져 있는 세계에

21) Tuomela(1985) pp.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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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하여 인식할 수 있고 인식의 내용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기정의 신화이다.

이러한 신화의 잘못된 에 하여 투오멜라는 다음과 같이 지 한다.

세계에 해 가장 최선의 기술(the best description)은, 가장 최선의 설명

이론-그러한 이론이 설령 있다면-에 기 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에 실제

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러한 세계의 구성요소들이 서로 어떤 계를

맺고 있는가를 이 이론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과 설명의 이러한

연결 계를 받아들이면, 설명하는 것은 이해로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해는 개념 체계로 연결된다. 그러나 어떤 개념 체계든지 자연에

한 어떤 인 종류의 개념 체계는 없다. 그런데 만약에 세계가 기정

으로 그리고 선천 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면, 그 세계는 서로 다른

여러 방식들로 다양하게 기술될 수 없고 기술의 방식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념 체계라는 것이 무용지물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들은 여러

가지로 다른 개념 체계들에 따라 세계를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다. 따라

서 우리들은 세계의 구조는 기정 (ready-made)이지 않고 세계의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분 으로 우리들의 개념체계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

할 수 있다. 즉 개념 체계나 선입견이 없이는 어떠한 지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정의 신화는 우리들의 지식 체계에 부

합하지 않는 잘못된 제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다.

이 게 기정의 신화가 무 지게 되면, 비지각 상을 지시하는 이론용

어도 찰 상에 한 증거 인 역할(evidential role)을 할 수 있어, 세계

를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개별 주장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세계에 한 기술(記述)에서 찰만이 오로지 요하다고 말하는

경험주의자의 주장도 거부할 수 있다.22) 그리고 개념 체계가 없이도 인

식 상을 직 으로 즉각 이고 직 인식할 수 있다는 인식 확실성의

근거에서 명시 상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상식 실재론자의 주장도 설득

력을 상실하게 된다.23)

22) Tuomela(1985) p. 51

23) 상식 실재론자의 인식론에서 드러난 기정의 신화에 한 문제는 찰과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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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보면, 명시 상과 과학 상의 우선성에 한 문제는 각각의 상

들이 근거하고 있는 개념 체계나 구조체제의 신뢰성에 한 문제로 생각

할 수 있다. 이에 해 셀라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24)

이 말(물리 상은 실제로 지각 성질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주

장)은하나의 구조체제내에서 (명시 상에 해 가지는) 하나의믿음을

부정하기보다는 구조체제 자체에 해 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각

상의구조체제와일상생활의명시 구조체제가일상생활의목 에 해

서는 충분하다(충분하게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궁극 으로는, 생각해

낼 수있는모든사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는것으로서는불충분

하고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명시 상과 과학 상은 모두가 개념체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이 드러난다. 그 다면 명시 상과 과학 상의 차이는 개념체계가 비지

각 상을 제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기정의 신화의 거부에

따라 우리들이 상들을 직 인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모든 인식

은 개념 체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셀라즈와 투오멜라의 입장은, 세계 내의

상은 개념체계와 독립 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과학 실재론자의

입장과 상충하는 것처럼 보인다.25) 한 이러한 셀라즈와 투오멜라의 입장

에 따르면 명시 상과 과학 상을 굳이 구분해야 할 필요성에 해 의문

을 제기할 수 있다.26)

을혼동하여이것들을동등하게 간주하 다는 을지 하기도한다. 찰은이

론을 제하지만, 지각은 반드시 이론을 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를 들어 망

원경이나 미경을 통해 찰하는 도구 찰은 지각이라고 볼 수 없다. 찰

을 지각된 것으로만 한정시키고 동시에 지각되어진 것에만 존재론 자질을 부

여한다면이는 버클리 인 인식론에빠지게 된다. 한 망원경이나 미경에의

해 찰하는 상의 존재론 자질을 해석하기가 어렵게 된다.(Agazzi E. and

Pauri M. ed.(2000) ; p. 4)

24) Sellars(1963) ; p. 27

25) 이 문제에 해, 셀라즈는 칸트 인 요소의 도입에 의해서, 투오멜라는 사회

행 개념에 의해서 지시의 안정을 설명하고 있다.

26) 투오멜라는 인식의 질서(order of conceiving)와 존재의 질서(order of being)을

구분하여명시 상은인식의질서에서, 과학 상은존재의질서에서우선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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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명시 상과 과학 상 모두에 해 존재론 자질을 부여하는 과학

실재론은, <문제 1>에 해서는 명시 상에 근거하여 답한다. 그러나

이러한 답이 가능하려면 먼 기정의 신화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이론

립 인 찰이 있음을 논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지 않으면 개념 체

계에 따라 동일한 사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야 하는데, 이

입장은 세계는 개념 체계와 독립 으로 존재하는 구성요소들을 가진다

는 과학 실재론의 근본 제와 상치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투

오멜라의 기정의 신화에 한 반 논증은, 개념 체계가 없이 지각들로부

터 직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는 주장을 비 한 것으로서, 이로부터 모든

찰이 이론(개념) 의존 이라는 주장이 도출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러나 모든 찰이 아니라 약간의 찰 경험이 이론 의존 이라는 것을

논증하게 되면, <문제 1>(보통의 책상과 과학 책상이 하나의 사물에

한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해서, “이론 립 인 약간의 찰

경험에 의해 가능하다.”는 답을 하게 되고, 명시 상과 과학 상에

해 같이 존재론 자질을 부여하는 과학 실재론의 입장이 정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들은 모든 찰이 이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약간의 일부 찰들

은 이론에 향을 받지 않는다는 을 다음과 같은 뮐러리어(Müller-Lyer)

그림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27)

< >

> <

의 그림에 나타난 두 선분을 아무런 선입견이 없이 그냥 처음에 볼 때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Tuomela R.(1985) ; p.13)

27) Ladyman(2002) ;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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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 길이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게 된다. 이후에 어떤 심리학자가 이

선분의 길이는 실제로는 서로 같은데, 길이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를 지

각이론에 의해서 이론 으로 설명해 주었다고 하자. 만약 모든 찰이 이

론 의존 이라면, 심리학자의 설명을 들은 후에 우리들이 그림을 다시

보았을 때 이때의 찰 경험의 내용은 앞서의 찰 경험의 내용과 달

라져야 할 것이다. 즉 두 선분의 길이가 같은 것으로 찰해야만 할 것

이다. 그러나 심리학자의 이론에 따라 이 선분을 찰하려고 해도. 두 선분

의 길이가 달라 보인다는 우리들의 찰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를 통해 말할 수 있는 사실은, 이론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 으로 찰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이 공통 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찰의

상은 이론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세계 내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러한 뮐러리어 그림에 의한 설명을 통해 우리들은 모든 찰이 이론에 의

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에 의존하지 않는 약간의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28) 이러한 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가 를 들었듯이

공장의 굴뚝은 뉴턴의 이론에 의해 3차원의 상으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 성 이론에 의해 4차원의 상으로 기술되든지 간에, 우리들은 두 기술

어가 같은 동일한 상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29) 이 게 이론에 의

존하지 않는 약간의 찰 경험이 존재한다는 것은, 에딩턴이 말하 던

내용, 즉 “ 물리학이 첫 번째 책상(책상 No.1)을 추방시키는데 성공하

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일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 이러한 찰에 의한 인식론 인 확인이 가능하면, 명시 상과 과학

상이 하나의 동일한 사물이나 사건에 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도를 확보하게 된다.

<문제 2>의 우선성의 문제에 해서, 과학 실재론은 명시 상과 과학

28) 이론에의존하지 않는 것은 찰 경험이지, 찰용어가아니라는 을 명심해

야 한다.

29) 러셀의 직 면에 의한 직 인 인식처럼, 퍼트남도 내재 실재론을 버리고,

비트겐슈타인의 사용(use) 개념을 수용하여, 개념 체계가 없이 직 인 인식

이 가능하다는 자연 실재론(natural realism)을 제시한다.(Putnam H.(1999) ;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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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모두에 해 존재론 자질을 부여하기 때문에, 우선성의 문제를 인

식론 과 존재론 으로 나 어 주장한다. 이러한 과학 실재론

의 설명에 따르면, 지식의 진리에 한 신뢰도에서는 존재론 우선성이

인식론 우선성보다 우월하다고 간주한다. 그래서 과학 상은 명시 상

에 비해서 거짓이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명시 상과 비교하여 존재론

인 우선성을 가지며, 따라서 지식의 신뢰도에서 명시 상보다 우월하다

고 본다.

명시 상과 과학 상의 계는, 이 상들이 근거하고 있는 개념 구조

체제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를 들어, 질병의 증상(명

시 상)과 이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나 비루스(과학 상)의 계와 같

은 인과 계, 기체의 부피(명시 상)와 아보가드로수에 근거한 분자 덩

어리(과학 상)의 계와 같은 동일성 계, 분홍색을 띤 얼음덩어리(명시

상)와 분홍색이 없는 얼음 분자와 빛의 장(과학 상)과 같은 설명

계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명시 상과 과학 상의 계에 한 이러

한 논의는, 과학이론들의 계에도 용하여 말할 수 있다. 를 들어 뉴턴

역학이론과 아인슈타인의 상 성 이론의 계에 용할 수 설명할 수 있

다. 빛처럼 빠른 속도를 가진 상의 경우에는 뉴턴 이론과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상충하지만 일상 으로 찰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가진 물체의

경우에는 오히려 뉴턴 이론에 의해 설명하는 것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다. 뉴턴 이론이 아인슈타인의 존재론과 배치되지 않는 한, 뉴

턴 이론과 아인슈타인 이론의 계는, 뉴턴 이론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비해 존재론 제약(물체의 속도가 일상 으로 측정할 수 있는 속도에 있

을 때)을 가지지만, 상 으로 인식론 우선성을 가질 수 있는 계로 설

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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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이제 에딩턴의 두 책상들에 해 제기된 <문제 1>과 <문제 2>에 해

과학 실재론이 취하는 입장을 정리해 보자.

- 보통의 책상과 과학 책상이 하나의 사물에 한 것임을 약간의 이론

립 인 찰에 의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에서 명시 상과 과학 상

의 구분은 필요하다.

- 보통의 책상과 과학 책상의 기술 내용이 충돌할 경우에, 인식론

과 존재론 으로 나 어 우선성을 고찰하여 이를 조화시킬 수 있다.

즉, 명시 상은 인식론 우선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 을, 과학 상은

존재론 우선성을 가지고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

서 존재론 심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과학 상이 우선 으로 신뢰를

받고 있다. 인식론 으로 우선성을 가지는 명시 상이라 하더라도 존재

론 측면에서 과학 상과 조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지식의 역

에서 추방된다. 그러므로 존재론 우선성을 가지는 과학 상이 지식의

신뢰도에서 명시 상보다 우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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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ABSTRACTS

Eddinton's Two Tables and Scientific Realism

Young Tai Park

Eddington`s two table discussion is about the relation between

scientific table and ordinary table. Sellars renames this problem as

manlfest image and scientific image and discusses their relation and

ontological priority. Sellars and Tuomela argue that scientific image is

more real than and ontological priority to manifest image. But it is

possible to derive theory-laden observation from their argument. So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object that manifest image and scientific image

refer to as same.

I argue that all observations are not theory-laden but there are

theory-neutral on the basis of the interpretation of Müller-Lyer image.

And I argue that scientific image has ontological priority and reliability,

but manifest image has epistemological priority in the crash of scientific

and manifest image. From this argument I will defend scientific realism.

[key words] Eddington`s two table, Sellars and Tuomela, scientific

realism, ontological priority, epistemological prio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