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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의 본성에 대하여*

― 구멍 논변을 심으로 ―
1)

천  득
†

시공간의 본성에 대해 실체론과 관계론은 오랫동안 대립해왔다. 노튼

(Norton)과 어만(Earman)이 제시한 “구멍 논변”은 시공간 실체론이 급진적 비

결정론으로 귀결되는 딜레마에 빠진다고 주장함으로써, 관계론의 손을 들어주

었다. 이 글의 일차적 목표는 그들이 제시한 구멍 논변의 구조를 일목요연한 

형태로 보여주는 데 있다. 구멍 논변은 세 종류의 전제들로 구성된다. 하나는 

시공이론에 대한 전제들이고, 둘째는 실체론에 대한 전제들이며, 세 번째는 

결정론에 대한 전제들이다. 나는 각 전제들을 분석함으로써 주된 쟁점이 무엇

인지를 드러내고, 가능한 실체론적 대안들을 검토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나

는 구멍 논변이 실체론을 결정적으로 논박하지는 못했으나 실체론을 옹호하

기 위해서는 치러야할 대가가 적지 않음을 보인다. 

【주요어】실체론, 관계론, 구멍 논변, 일반상대론, 비결정론

1. 들어가기

시간과 공간의 본성에 한 논의는 사상사에서 매우 오래되고도 끈질

긴 논쟁거리들을 제공해왔다. 특히, 그것의 존재 양식에 해 두 가지 견

해가 립해 왔는데, 하나는 실체론이고 다른 하나는 계론이다. 실체론

은 시공간이 그것에 담겨진 사물들이나 과정들에 독립 으로 존재하는 

실체로서, 내용물들의 존재와 계없이 존재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반해, 

계론은 시공간이란 존재하고 있는 사물들과 과정들의 상호 계에 의존

해 있기 때문에, 그것들 없이는 시공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철학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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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논의에서 매우 요한 하나의 이정표는 근  역학을 종합해낸 

뉴턴이었다. 그는 자신의 역학체계를 정비한  린키피아에서 시간

과 공간을 옹호했다. 이를 둘러싸고 뉴턴의 변자 클라크와 륙의 

라이 니츠는 서신 교환을 통해 열띤 논쟁을 벌인 바 있다.(배선복 2005)

이 같은 실체론과 계론의 립은 여 히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Rynasiewicz 1996; Teller 1991). 노튼(J. Norton)과 어만(J. 

Earman)은 아인슈타인이 일반상 론을 고안하던 과정에서 발견했던 “구

멍 논변”을 재정식화 함으로써, 시공간 실체론과 계론의 논의에 새로이 

불을 지폈다.(Earman and Norton 1987; Earman 1989; Norton 1988) 

고  역학이 담당했던 역할을 일반상 론이라는  시공간 이론이 

신하면서 실체론- 계론 논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어들었다. 구멍 논

변에 따르면, 일반상 론을 비롯한 의 국소  시공이론에서 실체론을 

유지하면 과도한 가를 치러야한다. 그것이 진  형태의 비결정론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을 얻기 해서는, 논변이 제하

고 있는 다양한 가정들의 건 성과 추론의 타당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바

꾸어 말하면, 실체론자가 그 가정들  어느 것 하나라도 거부하게 된다

면, 구멍 논변의 결론을 피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비 들이 이 경로를 

따라 이루어졌다. 이와 련된 모든 논의를 빠짐없이 다루는 것은 이 

의 범 를 넘는다. 신, 이 의 일차 인 목표는 구멍 논변을 재구성하

여 그 구조를 명료한 형태로 드러내는 데에 있다. 그럼으로써 구멍 논변

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후의 논쟁들을 일목요연하게 보는 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각 제들의 건 성과 추론의 타당성, 그리

고 실체론자들의 가능한 응방식들에 해 검토한다. 

이를 하여, 2 에서 나는 약간의 수학  장치를 도입하고 구멍 논변

의 구조를 제시한다. 3 에서는 제들의 건 성과 그 제들  일부를 

거부하는 실체론  안들을 검토한다. 4 에서는 비결정론이 실체론의 

포기를 얼마나 강하게 요청하는지 따져본다. 그리고 간단한 결론으로 

을 맺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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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멍 논변의 구조

2.1. 논의를 위한 약간의 수학적 장치들

구멍 논변이 어떠한 제들로부터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내는지 살펴보

기 에, 약간의 수학  장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구멍 논변이 펼쳐지

는 배경은 일반상 론을 포함하는 국소  시공이론이다. 편의를 해 일

반상 론을 기본 인 이론으로 상정하자. 일반상 론에서 하나의 모형은 

삼 체 <M, g, T>로 주어지고 이는 특정한 물리  상태를 표 한다. 여

기서, 첫 번째 요소 M은 4차원 미분가능 다양체이다. 거칠게 말해서, 다

양체란 국소 으로 보았을 때 유클리드 인 상 공간을 말하고, 다양체

가 미분가능하다는 것은 그 다양체 에 정의된 각 에 유일한  공간

(tangent space)이 존재함을 말한다.(Martin 1991, 60-65) 두 번째 요소

인 g는 한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의 과거인지 재인지, 사건들 사이의 

경과시간은 얼마인지, 어떤 사건들이 동시인지, 동시 인 사건들은 얼마만

큼의 공간 인 간격으로 떨어져있는지 등에 한 거리구조(metrical 

structure)를 나타낸다. 거리구조는 각 에 거리함수 텐서(metric 

tensor)를 할당하는 거리함수 마당에 의해서 상술된다. 세 번째 요소 T

는 변형력-에 지 텐서(stress-energy tensor)로, 시공간 상에서 물질이 

분포되어있는 바를 표 한다. 물질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세계선으로 표

될 수 있다. 

논변에 필요한 핵심 개념은 미분동형사상(diffeomorphism)이다. 강 

말해서, 다양체 M 의 미분동형사상이란 M의 들을 매끄럽고 역-사상

이 가능한 방식으로, 즉 일  일로 M의 에 할당하는 사상(map)을 말

한다. 를 들어, 일반상 론의 한 모형이 <M, g, T>라고 하면, 그것을 

미분동형사상 d를 통해 변환시킨 사본은 <M, d*g, d*T>가 될 것이다. 

구멍 논변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미분동형사상의 특수한 경우인 

구멍 미분동형사상(h)이다. 일단 다양체의 임의의 근방으로 “구멍”을 선

택한다. 그리고 미분동형사상은 그 구멍 밖에서는 항등 사상(identity 

map)을 용하고, 구멍 안에서는 매끄럽게 다르도록 사상한다. 그 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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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한 물질의 세계선도 변경되고, 물질 분포도, 거리함수 마당도 모두 옮

아갈 것이다. 그 결과 모형은 <M, h*g, h*T>가 될 것이다. 이것이 가

능하다면, 다양체 실체론자들이 진  형태의 비결정론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구멍 논변의 핵심이다. 

2.2. 구멍 논변의 전제들

이제 구멍 논변의 구조를 살펴보자. 나의 재구성에 따르면, 구멍 논변

의 제들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일반

상 론을 포함한 시공간 이론에 한 제들(T1-T4)이고, 두 번째 부분

은 실체론에 한 제들(S1-S2)이다. 세 번째 부분은 결정론의 포기와 

계된 제들(D1-D3)이다. 먼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하는 제들

은 다음과 같다.

T1. 시공간의 본성은 국소  시공이론을 통해서 논의되어야 한다. 

T2. 게이지 정리는 일반상 론의 일반공변성 원리와 동등하다. 

[게이지 정리] 만일 <M, g, T>가 국소  시공이론의 임의의 모형이

고, d가 그 모형의 다양체 에 정의된 임의의 미분동형사상이

라면, 미분동형  사본 <M, d*g, d*T>도 그 이론의 모형이다.

T3. 구멍 따름정리는 게이지 정리의 단순한 따름정리로서 성립한다. 

[구멍 따름정리] 다양체 M과 M의 임의의 근방 H를 가진 국소  시

공이론의 한 모형이 있다면, H 안에서만 다른, 무수히 많은 별

개의 모형들이 M 에 존재하게 된다. 

T4. 미분동형  모형들은 찰을 통해 구분될 수 없다.

S1. 실체론자는 모형의 다양체가 시공간을 표상한다고 생각한다. 

S2. 실체론자는 라이 니츠 동등성을 거부한다. 

[라이 니츠 동등성] 미분동형  모형들은 동일한 물리  상황을 표상

한다. 

의 여섯 가지 제를 모두 받아들인다면, 실체론은 딜 마에 빠진다. 

만일 <M, g, T>가 이론의 한 모형이라면, 우리는 구멍 미분동형사상 h

를 통해 미분동형  모형 <M, h*g, h*T>도 얻게 된다. 실체론에 따르

면, 다양체가 시공간을 표상하며, 두 미분동형  모형들은 물리 으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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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시공간을 표상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런데 이들은 경험 으로는 

구별되지 않는다. 이로부터 두 가지 (잠정 인) 결론이 따라 나온다.1) 

 

검증주의 딜 마: 제 T1, T2, T4, S1, S2를 받아들이면, 실체론자

는 (a) 찰을 통해 구별할 수 없는, 별개의 상태들

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거나 (b) 실체론을 거부해야 

한다. 

비결정론 딜 마: 제 T1, T2, T3, T4, S1, S2를 받아들이면, 실체

론자는 (c) 국소  시공이론에서 진  국소 비결

정론을 받아들이거나 (d) 실체론을 거부해야 한다. 

실체론자는 (a)를 선택함으로써 검증주의 딜 마를 피할 수 있겠지만, 

비결정론 딜 마에 다시 직면한다. 그것이 비결정론 인 것은 시공간의 

어떤 근방에 해, 그 밖의 모든 마당들을 규정해도 그 안의 마당은 결정

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것이 진 인 것은 구멍이 얼마나 작은지 그리

고 외부를 얼마나 범 하게 명시했는지에 무 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론, 결정론이 옳다고 단순히 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비결

정론이 나타난다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발생하는 방식에 있다. 

결정론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물리학의 이유 때문이어야지, 실체론  공약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c)를 수용함으로써 실체론을 구하려는 시

도는, 시공이론에 아무런 경험 인 내용을 더해주지도 않으면서 지나치게 

많은 가를 치르는 것이다. 차라리 라이 니츠 동등성을 받아들이고, 비

결정론을 수학  기술의 미결정성으로 간주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고, 이

는 실체론을 포기하는 것이다. 어만과 노튼에 따르면, 구멍 논변은 시공

간 실체론을 논박한다. 

 1) 여기서 “잠정 ”이라고 표 한 이유는, 검증주의 딜 마와 비결정론 딜 마

가 최종 단계의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다. 노튼과 어만이 의도한 최종 결론

은 “다양체 실체론은 거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련된 분석

은 4 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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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멍 논변의 전제들에 대한 검토

앞의 제들(T1-T4, S1-S2)로부터 비결정론의 딜 마를 이끌어내는 

것은 타당한 연역논증으로 보인다. 그래서 실체론자가 모든 제를 받아

들이면, 딜 마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러한 결론을 이끌어내려

면, 각 제들의 진리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에서는 제들의 내용

을 하나씩 살펴보고, 이것들이 얼마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지를 검토한

다. 

3.1. 시공이론에 대한 전제들

첫 번째 제 T1은 국소  시공이론을 통해서 시공간의 본성을 논의

하자는 제안이다. 왜 하필 국소  시공이론인가? 일반상 론의 인상 인 

성공은 임의의 시공이론을 국소  시공이론으로 정식화하도록 북돋아

다. 우리가 시공간에 한 최선의 이론이라고 여기는 일반상 론의 경우, 

그것의 모든 알려진 정식화들이 국소  시공이론이거나 그것으로 환원될 

수 있다. 게다가 모든 고  시공간 마당 이론들도 국소  시공이론으로 

정식화할 수 있다.2) 국소  물리학을 우선 으로 구축하고, 그 에 상

으로 험부담이 큰 우주론을 세우는 것이 명할 것이다. 그 다면 국

소  시공이론을 출발 으로 삼자는 제안은 큰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구멍 논변이 일반상 론의 고유한 특성에서 야기되는 문제가 

아니라, 폭넓은 맥락에서 발생하는 형이상학  문제라면 어떻게 할 것인

가? 모들린에 따르면, 명명할 수 있는 실체를 포함하는 임의의 존재론에

서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멍 논변이 야기하는 시공이론 고

유의 문제란 없다.(Maudlin 1989) 하지만 나는 이것을 심각한 반론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인데, 만일 그것이 일반 인 형이상학 문제라면, 구체

인 일반상 론의 맥락에서도 하게 용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3) 

 2) 특수상 론의 경우, 다른 방식의 정식화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는 불필요

한 역  가정들을 채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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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우리는 형이상학  치환 논변을 그 자체로서 다루지 않고, 그것

이 어떻게 일반상 론에 용되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그것은 충분히 의

미 있는 일이 된다. 

T2는 게이지 정리에 한 가정이고, T3은 게이지 정리의 단순한 따름

정리로서 구멍 미분동형사상에 한 주장이다. T3은 T2로부터 간단하게 

따라나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 T2를 받아들이는 한, T3

을 거부해야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면 주된 쟁 은 일반상

론의 게이지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일반상 론의 법칙들

은 임의의 좌표 변환 하에서 같은 모양을 유지한다(일반공변성). 우리는 

임의의 좌표 변환을 자유롭게 사용해, 새로운 좌표계에서 동일한 것을 기

술할 수 있다. 이를 소극  일반공변성(passive covariance)이라 부른다. 

어만과 노튼은 소극 으로 해석된 일반공변성과 그것을 극 으로 해석

한 게이지 정리(active covariance)는 사실상 동일하다고 본다.(Noton 

2008) 극  일반공변성이란, 한 좌표계에 펼쳐진 다양체의 기하학  구

조를 좌표변환이 가능한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펼칠 수 있음을 말한다. 

한 좌표계에서 기하학  구조의 펼침이 일반공변  법칙을 만족한다면, 

좌표변환을 수행한 두 번째 좌표계에서도 그 게 된다. 

극  일반공변성, 즉 게이지 정리는 다양체 M 의 미분동형사상 

하에서 마당 방정식이 유지된다는 사실로부터 증명된다. 간략히 말해, ‘0’

이 되는 텐서는 임의의 미분동형사상 하에서도 ‘0’이 되는데, 이런 사실은 

‘0’인 텐서의 성분들은 임의의 좌표변환 하에서도 ‘0’이 된다는 일반공변

성에 응된다. 왈드에 따르면, 미분동형사상에 한 극  과 소극

 은 개념 으로는 다르지만, 실천 으로는 완 히 동등하다. 그리고 

“미분동형사상은 어떤 시공간 다양체 에 텐서장의 용어로 정식화된 임

의의 이론에 한 게이지 자유를 의미한다. 특히, 미분동형사상은 일반상

 3) 만일 우리가 일반상 론을 쉽게 거부할 수 없다면, 이런 요구는 정당하다. 

일반상 론의 결론이 보다 넓은 형이상학  논의의 결과와 충돌한다면, 단

순히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철학  논의가 

어도 과학만큼의 확실성을 추구한다면, 일반상 론과 같이 단히 성공

인 이론을 논의의 출발 으로 삼는 것은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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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게이지 자유를 포함한다.”(Wald 1984, 438-439) 따라서 우리는 

게이지 정리를 받아들일만한 좋은 이유가 있다.(Belot 1996) 

하지만 미분동형사상을 통해 생성된 모형이 모두 가능한 상황을 표상

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 모들린이 주장하는 본질주의

에 따르면, 시공간 들이 본질 으로 거리구조를 지니기 때문에 한없이 

유연한 것이 아니라 가소성의 한계를 지닌다.(Maudlin 1989) 그런데 구

멍 미분동형사상은 물질이나 마당만을 재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들 사

이의 거리함수  계까지 변경하면서 거리구조 자체를 변경시킨다. 이

게 만들어진 모형은 형이상학 으로 불합리하다. 미분동형사상을 통해 수

많은 모형들이 생성될 수 있지만, 실제 세계에 응하는 모형은 단 하나

이다. 다른 모든 모형들은 논리 으로 가능한 세계조차 기술하지 못한

다.4) 그 다면 미분동형  사본도 세계에 한 일반상 론의 모형이라는 

게이지 정리는 부정된다. 이런 주장은 받아들일 만한가?5) 

우선, 이 주장은 극  일반공변성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지 했듯이 소극  일반공변성과 극  일반공변성을 분리해서 다

루어야 할 근거는 별로 없다. 그 다면 모들린은 일반상 론을 포함한 국

소  시공이론이 제하고 있는 일반공변성의 원리를 면 으로 부정하

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의 시도가 성공할 수 있기 해서는, 일반

공변성을 가정하지 않으면서 매우 성공 인 국소  시공이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두 미분동형  모형 에서 하나만이 세계를 

표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짜로부터 진짜 모형을 구별해낼 수 

있는지 답할 수 있어야 한다.(Noton 1988, 63) 그런데 두 모형은 미분동

형 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찰 귀결들을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

 4) 모들린(Maudlin 1989)에 따르면, 이론은 세계를 잘못 그리는(mis-describe) 

것이다. 그 다면 그가 해결해야할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논리  불가능성

을 물리  가능성으로 잘못 읽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병리  해석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5) 모들린의 주장은 시공간이 텅 빈 다양체(bare manifold)가 아니라는 견해

와 맞닿아있다. 하지만 다양체가 시공간인지에 한 논의는 이후로 미루고, 

여기서는 미분동형  모형들 에서 단 하나만이 가능 세계를 표상할 수 

있다는 주장에 해서만 검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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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되는 물리  속성들도 없다. 즉,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물리 으로 요한 특성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모들린에게는 두 

문제에 한 설득력 있는 안을 제시해야할 부담이 있다.6) 

이제 시공이론에 한 마지막 제를 살펴보자. T4는 미분동형  모형

들은 찰을 통해 구별될 수 없음을 말한다. 사실, 시공간의 치는 그 

자체로 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찰할 수 있는 것들이란 시공 다

양체 에서 정의되는 구조들 사이의 계들 혹은 그것들의 부분집합일 

뿐이다. 그리고 이런 계들은 미분동형사상 하에서 변하지 않는다. 따라

서 미분동형  모형들이 찰을 통해 구분될 수 없다는 주장은 논란의 

소지가 다.7) 실체론자이든 계론자이든지 이 제를 의심하는 이들은 

 6) 버터필드는 본질주의를 비 하면서도 모들린과 유사한 주장을 펼친

다.(Butterfield 1988; 1989) 그에 따르면, 라이 니츠 안 세계(각주 14)는 

가능한 세계가 아니다. 그는 루이스의 응물 이론을 받아들이되, 간세계  

동일성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간세계  동일성의 거부

는 임의의 이 꼭 한 세계에만 속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로부터 L-동등

한 세계(즉, 라이 니츠의 안세계나 미분동형  모형) 에서 하나만이 

물리  가능 세계를 표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게이지 정리가 말하는 

“모형”들이란 단지 가상 인 것이 아니라, 물리 으로 가능한 세계를 표상

하도록 구성된 수학  구조물이라는 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 다면 그

는 모들린에 가해졌던 것과 유사한 비 을 피할 수 없다. 즉, 일반공변성의 

원리를 부정했을 뿐 아니라 “가짜 가려내기” 문제를 풀어야하는 부담을 안

게 된 것이다. 만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게 해  물리 으로 유의미한 기

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버터필드의 제안은 모들린과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7) 이를 조  더 자세히 보면 두 단계로 볼 수 있다. 일단 두 모형은 모든 불

변  속성(invariant property)들에서 일치한다. 불변  속성들이란 공간  

만곡 에서의 거리, 은하의 세계선을 따르는 시간, 은하의 정지질량 등의 

기하학이나 동역학에 고유한 속성들뿐만 아니라, 시공간이 거리함수 으로 

평평한지 아니면 휘었는지 등과 같은 다수의 다른 속성들도 포함한다. 마당 

방정식과 같은 시공이론의 법칙들은 형 으로 불변  속성들 간의 계

를 진술한다. 따라서 한 모형이 그 법칙을 만족한다면, 미분동형  모형도 

그 법칙을 만족시킨다. 그리고 모든 찰가능량들은 불변량들로 환원될 수

가 있다.(Norton 2008) 그 다면, 두 미분동형  모형들은 모든 불변량들에

서 일치하므로, 모든 찰가능량에서도 일치한다. 따라서 찰을 통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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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보인다. 

시공이론에 한 네 가지 제들을 검토해보았다. 이상의 분석이 옳다

면, 시공이론에 한 제들은 비교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일반공변성 자체를 부정하는 실체론  응이 얼마나 성공 일 수 

있는지는 추후의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3.2. 실체론에 대한 전제: 다양체 실체론

구멍 논변이 실체론을 궁지로 몰아넣기 해서는 실체론의 핵심 주장

이 무엇인지 가정해야 한다. 첫 번째 문제는 실체론자들이 무엇을, 구체

으로 말해 시공이론의 어떤 부분을 시공간으로 간주하는가 하는 것이

다. 어만과 노튼에 따르면, 실체론자는 모형의 다양체가 시공간을 표상한

다고 생각한다. 왜 다양체인가? 시공간 실체론이란 거칠게 말해, 시공간

이 그 내용에 무 하게 독립 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시공간이 사물들

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면, 물질은 그릇에 담기는 내용물이다. 그런데 다양

체 M을 제외한 기하학  상들( , g 혹은 T)은 편미분 방정식에 의해 

결정되는 마당이므로, 텅 빈 다양체(bare manifold)가 이런 마당들을 담

는 그릇, 즉 시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8) 

반면, 시공간이 단지 다양체가 아니라고 생각할 이유들도 있다.9) 먼 , 

될 수 없다. 

 8) 거리함수는 그릇의 일부가 아니라 내용물의 일부라는 어만과 노튼의 주장

은  다른 근거를 갖는다. 만일 거리함수가 그릇의 일부라면, 실체론이 사

소해질 잠재  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험성이 잠재 인 까닭은 

아직 성공 으로 정식화되지 않은 통일장 이론을 가정하는 경우에만 문제

가 되기 때문이다. 만일 통일장 이론이 성공이게 되면 모든 물질은 거리함

수 텐서로 표 될 수 있는데, 그 경우 시공간이라는 그릇 속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게 된다. 즉, 텅 빈 그릇만 남게 된다. 그 다면 거리함수를 그릇

의 일부로 포함하는 실체론은 공허한 주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 심사

원은 “거리구조 없는 다양체를 시공간이라고 보는 것이 공허한 주장이 되

는 것은 아니라”고 조언을 주었는데, 본 논문의 고에서 실체론이 공허한 

주장이 될 수 있다고 썼던 것은 다양체 실체론에 한 것이 아니라 ‘다양체 

+ 거리구조’ 실체론에 한 것이었음을 밝  둔다. 

 9) 우리는 구멍 논변의 제들로 제시한 여섯 가지 제들을 살펴보았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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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체만으로는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거리 같은 개념을 표 할 수 없

다. 그런 속성들을 갖지 않는 시공간이 있을 법하지 않다면, 실체론자들

이 다양체 실체론을 받아들인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약화시킨다. 둘째, 거

리구조는 그러한 속성들에 한 정보를 지니며, 시공간에 있어서 본질

인 것으로 보인다. 모들린은 거리함수 마당이 물질 마당과 같은 다른 마

당들과 마찬가지라는 견해에 반 하며, 거리함수가 상 론에서 필수불가

결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Maudlin 1989) 한마디로, 거리구조가 

없는 시공이론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거리함수는 동 인(dynamic) 

상인데, 어떻게 시공간에 본질 인 것인 것일 수 있을까? 모들린은 그것

이 동 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 히 본질 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거리함수가 동 이라는 의미는 사건 치들이 자신들의 거리함수를 변

화시킨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그것이 물질의 분포와 경계조건에 

법칙 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치에 따라, 모형에 따라 달라지

기 때문에 동 인 것이다. 만일 시공간 들이 자신들의 거리함수  

속성들을 본질 으로 갖는다면, 우리는 시공간 들 역시 우연  존재

자들이라고 말해야 한다. 특정한 들은 한 모형에서는 표상될 수 있

지만, 다른 모형에서는 표상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연 이고 동

으로 생성된 존재자가 본질  속성들을 못 가질 이유는 없다. 나는 

우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간됨(humanity)은 내게 본질 이

다. 그것은 내가 나타날 때 혹은 나타날 수 있을 때마다, 인간성도 따

라와야 한다는 의미에서만 필연 이다. ‘ ’을 ‘필연 ’, ‘본질 ’과 

같게 놓고, ‘동 ’을 ‘우연 ’, ‘우발 ’과 같게 놓는 것은 모호한 얼버무

림에 의존하는 것이다. 시공간 들의 거리함수  속성들은, 비록 시공

데 여기에 한 가지 제를 덧붙여야 할지도 모른다. S1을 거부하는 실체론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히 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

튼은 S3을 덧붙인다.(Norton 1988, 59-60) “S3. 실체론자는 ‘다양체 + 추가 

구조’가 시공간을 표상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추가  구조는 뉴턴 이론

의 경우 시간, 유클리드  공간 거리함수, 아핀(affine) 속을, 특수상

론과 일반상 론의 경우는 거리함수일 것이다. 문제는 그 추가구조가 어

떤 공통된 칭성(공간  균질성, 등방성)을 포함하는 경우, 국소 시공이론

에서 구멍 논변이 도달했던 것과 유사한 형태의 비결정론이 발생한다는 것

이다.(Norton 1988) 이 문제는 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

문에, 나는 (S3)에 해 더 자세히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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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들이 이고 필연 인 존재자가 아니더라도 그것들에게 본질

일 수 있다.(Maudlin 1988, 88)

그의 주장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실체 A가 동  속성 P를 

본질 으로 가진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A는 (동 인 속성을 가지므로) 우

연  존재일 것이다. 그 지만 어떤 우연  존재자 A는 본질 인 속성을 

지닐 수 있다. 그러므로 동  속성 P가 A에 본질 이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거리함수가 동 인 상이라는 이유로, 본질 이지 않다

고 비 하는 것은 과도해 보인다. 

이 같은 고려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다양체가 아니라 “다양체 + 

거리구조”가 시공간을 표상한다는 실체론  안이 가능하다는 이다. 

즉, 거리구조는 내용물이 아니라 시공간의 일부일 수 있다. 문제를 어렵

게 만드는 것은 거리함수가 가진 이 인 성격이다. 거리구조가 시공간

에 본질 이라면, 그것을 시공간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

인다. 반면, 일반상 론은 거리함수 마당을 다른 마당들과 차별 으로 다

루지 않고, 시공간 안의 물리  마당으로 다루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

면, 거리함수는 에 지와 운동량을 운반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에 지

와 운동량은 시공간의 다른 물질 마당들과 자유롭게 교환된다.10) 별이 붕

괴하면 복사 혹은 열의 형태로 엄청난 에 지가 방출되는데, 그 원천은 

거리함수 마당이 운반하는 에 지와 물질 마당의 교환에 있다. 에 지와 

운동량을 운반하면서 물질 마당과 교환된다고 해서, 거리함수 마당이 물

질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그릇이기

보다는 내용물에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그릇이 

10) 한 심사 원이 지 한 바와 같이, 에 지와 운동량을 교환한다는 것은 “비

유”  표 이다. 즉, 교환의 당사자들이 독립 으로 존재하고 그들이 능동

으로 교환물(즉, 에 지와 운동량)을 교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비유  

표 의 사용이 실체, 내용물, 독립  존재와 같은 개념을 논의하는 데 방해

가 될 수 있다는 지 은 옳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지 이 본 논문의 논지

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요한 것은 교환된다는 상 혹은 

사실이고, 그를 통해 물질과 거리함수가  다른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교환한다”가 아니라 “교환된다”는 표 이 사용된 것

에 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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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물과 자유롭게 교환된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다양체만으

로 시간과 공간의 독특한 특성을 포용하지 못하더라도, 시공간이 내용과 

독립 인 그릇이라면, 그러한 독립성은 다양체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이유가 있다. 

거리함수는 한편으로는 본질  시공간  속성을 가짐으로써 시공간의 

일부로 생각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에 지와 운동량을 운반하는 

물질의 일부로 생각된다.(Norton 2008) 우리는 어떠한 결론으로 나아가

야하는가? 나는 일반상 론을 포함하는 국소  시공이론을 출발  삼아 

논의를 시작했다. 따라서 일반상 론 학자들의 작업방식을 들여다볼 필요

가 있다. 이 과정에서 시공간 들의 동일성과 개별화는 거리함수를 포함

한 마당 속성들을 용하기 이 에 결정된다.(Earman 1989, 201) 어만은 

만일 모들린의 본질주의가 “ 들의 동일성이 거리함수 마당에 의존한다”

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미분기하학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지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한 본질주의는 일반상

론의 한 특성인 “거리함수의 동 인 특성”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를 들어, 태양의 질량이 갑자기 증가한다면, 태양 주 의 시공간의 곡률

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시공간 들의 거리함수 속성이 본질 이라면, 

그런 반사실문은 거짓이 된다.11) 게다가, 모들린의 본질주의는 등거리가 

아닌(non-isometric) 모형들을 다루지 못한다.12) 모들린은 실제 세계의 

들에만 심이 있고, 실제  들이 다른 실제 들과 본질 인 거리함

수 계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등거리가 아닌 모형들은 우리의 최

선 이론인 일반상 론에 고유한 것이다. 만일 모든 이론의 모든 모형들이 

11) 유사한 입장으로는 Brighouse(1994, 119)를 보라. 
12) 등거리사상(isometry)과 동형(isomorphism)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Butterfield (1989), 5-6쪽을 참조

만일 모형 <M, Oi>의 거리함수 구조를 지정하는 기하학  상들 에 

어떤 Oj들이 미분동형사상 d에 의해 변경되어도 모형 <M, Oi'>의 응되

는 상들(Oj')과 일치하게 되는 미분동형사상 d가 존재한다면, 두 모형은 

등거리(isometric)이다. 

다른 기하학  상들과 물질 마당까지 모두 등거리일 경우, 두 모형은 동

형(isomorphism)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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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거리라면, 실체론자는 모든 모형들에 동일한 하나의 “다양체 + 거리구

조”를 가정하여 이론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일반상 론은 등거리가 아닌 

모형들의 짝들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것들은 비-미분동형 인 모형들이

다.(Butterfield 1989, 13) 이는 거리함수를 그릇이 아닌 내용물의 일부로

서 취 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이유를 제공해 다.

이 문제를 더 이상 고 나가는 것은 이 의 범 를 넘는다. 다만, 어

만과 노튼이 다양체를 실체론의 상으로 삼은 것은 나름의 근거가 없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나름의 입증의 부담을 가지기는 하

지만 모들린의 본질주의가 다양체 실체론에 한 한 가지 가능한 안이 

될 수 있다는 도 여겨 볼 필요가 있다.13) 다양체 실체론 가정에 

한 우리의 입장이 모호하지만, 다행히 실체론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실

히 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다. 그것은 실체론자들이 라이

니츠 동등성을 거부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딜 마를 가져올 

수 있다.

3.3. 실체론에 대한 전제: 라이프니츠 동등성의 거부

실체론에 한 두 번째 가정은 실체론자들이 라이 니츠 동등성을 거

부한다는 것이다. 사실 실체론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엄 하게 정의하기란 

쉽지 않지만, 실체론자들은 자신들의 세부 인 주장과 상 없이, 라이 니

츠의 안 세계가 이 세계와 별개의 세계인 것으로 간주한다.14) 어만과 

노튼에 따르면, 라이 니츠 안세계에 한  시공이론의 응물이 

바로 미분동형사상이다. 따라서 실체론자는 미분동형  모형들이 서로 다

13) 혹은, 거리함수 마당의 이  성격이 더 진 인 가능성을 열어 둔다고도 

볼 수 있다. 왜냐면 거리구조는 그릇이냐 아니면 내용물이냐 하는 이분법에 

항하고 양자의 성격을 모두 지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내용물

과 독립 인 실체로서의 시공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문제시할 수도 있을 것

이다. 모들린의 본질주의는 그런 까지 포용할 수 있는 실체론  입장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14) 라이 니츠 안세계란 라이 니츠가 클라크와의 서신교환에서 생각해낸 세

계로, 상들의 모든 계  성질은 유지하면서 동과 서가 바 다던지, 갑

자기 3m 동쪽으로 이동한 세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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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세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라이 니츠 안 세계와 미분동형

 모형 간의 응은 일견 그럴 듯 해 보인다. 하지만 모들린의 입장은 

그러한 응을 의문시한다. 그는 라이 니츠의 안세계를 별개의 세계로 

인정하면서도, 미분동형사상이 그것의  응물이라는 을 거부하

기 때문이다. 그는 라이 니츠 안 세계가 형이상학 으로 가능한 세계

이고, 그 세계가 우리 세계와는 다름을 인정한다. 실체론자라면 라이 니

츠 안 세계가 다른 세계를 표상한다고 주장했던 뉴턴과 같은 편에 서

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실체론자로서 장 일 것이

다.(Maudlin 1989, 91) 그 지만 그의 본질주의는 미분동형  모형이 가

능한 세계를 표상하지 못할 수 있음을 지 한다. 

라이 니츠 동등성의 내용은 두 단계로 분석해볼 수 있다. 첫째는, 미

분동형  모형들이 가능한 세계를 표상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모형들

이 표상하는 세계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고 인 버 에서, 라이 니츠 

안 세계는 하나의 가능한 세계를 표상하고, 그 세계는 이 세계와 동일

하다.  버 을 거부하는 모들린은 첫 번째 단계에 해 비 을 가

한 셈이다. 그러나 라이 니츠 동등성에 한 강한 거부와 약한 거부를 

구분할 수 있고, 구멍 논변을 해서는 약한 형태만이 요청된다. 

(강한 거부) 미분동형  모형들은 모두 가능한 세계를 표상하고, 그 

모형들이 표상하는 세계는 서로 다르다. 

(약한 거부) 미분동형  모형들이 하나의 가능한 세계를 표상한다면, 

그 세계들은 서로 다르다. 

나는 왜 여기서 약화된 개념을 옹호하는가? 그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

이다. S2는 실체론이 어떠한 주장을 하는가에 한 제이므로 어떠한 

실체론자가 시공이론에 해, 특히 일반공변성에 해 어떠한 견해를 갖

는가 하는 과는 독립 으로 검되고 평가될 필요가 있다. 버터필드와 

모들린은 구멍 미분동형사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미분동형  모형

들 에서 기껏해야 하나만이 물리 으로 가능한 상황을 표상할 수 있다

고 본다. 따라서 그들은 모든 미분동형  모형들이 하나의 세계를 표상한

다는 을 부정함으로써, 라이 니츠 동등성에 한 강한 거부는 수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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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에서 그들은 기존의 실체론자들과 

차별화된다. 그러나 약한 거부의 건을 거짓으로 만듦으로써 문장 체

는 사소하게 참이 되고, 따라서 라이 니츠 동등성을 약하게 거부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 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보자. 앞선 모든 제들을 받아들이면, 실체

론이 비결정론의 딜 마에 빠진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이 논증을 피하기 

해, 모들린은 T2와 T3, 그리고 S1을 거부함으로써 구멍 논변을 무력

화하려 했고, 버터필트는 T2와 T3을 거부함으로써 구멍 논변의 결론을 

피해가려 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매력 인 안이 될 것인지는 분명

치 않음을 지 했다. 그런데 릭하우스는 S2를 본격 으로 거부하는 실

체론이 가능함을 주장한다.(Brighouse 1994) 그녀는 라이 니츠 동등성

을 수용하면서도 다양체 실체론이 일반상 론의 결정론과 양립가능하다고 

본다. 실체론자로서 그녀의 입장이 독특한 것은 T2와 T3도 받아들이고, 

다양체가 시공간이라는 주장(S1)도 받아들인다는 이다. 그 신에 S2

를 거부함으로써, 구멍논변에 치명타를 가하고자 했다. 만일 이것이 성공

이라면, 라이 니츠 동등성을 수용하는 것이 곧 계론을 함축한다고 

보았던 어만과 노튼의 허 을 제 로 른 셈이 된다. 실체론자는 어떻게 

라이 니츠 동등성을 수용할 수 있을까?

릭하우스는 실체론을 시공간 들이나 역들에 한 실재론으로 재

정의한다. 즉, 시공간 실체론이란 시공  실재론 혹은 시공 역 실재론에 

다름 아니다.(Brighouse 194, 117) 그리고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실체론

자들이 L-동등한 모형들15)이 동일한 세계를 표상한다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는지 반문한다. 그것은 실체론자들이 가능세계들을 가로지르는 시공

간 들을 그것들의 질 인 특성들에 무 하게 동일시한다는 가정 때문

이다. 즉, 마당들에 의해 규정되는 들의 속성들과 무 하게, 가능세계들

을 가로질러서 들을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공  실재론자는 

상의 질 인 특성과 독립 인 간세계  동일화 논제를 받아들이지 않

는다. 릭하우스에 따르면, 실체론자가 식별불가능자 동일성의 원리(이하 

PII)를 세계에 용하여, 시공 을 “질  유사성을 따라 개별화”한다면, 

15) 각주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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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동등한 모형은 동일한 세계를 표상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16) 만일 그

다면 비결정론에 빠지지 않는다. 

PII를 가능세계에 용하면, 라이 니츠 동등성을 수용할 수 있다는 주

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문제는 이러한 입장이 왜 계론이 아니

라 실체론인지 분명치 않다는 데 있다. 그녀는 이런 반론을 의식하고 나

름의 답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 으로 실체론은 “시공간은 그 내용물에 

독립 으로 존재한다”는 견해를 말한다. 그녀는 독립성이란 개 반사실

 독립성을 의미한다고 지 하면서, 자신의 시공  실재론이 그 실체론

의 규정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컨 , 지  내 머리카락 색깔

은 검은데, 어떤 이유로 내 머리카락 색깔이 붉게 되는 경우에도 내가 여

히 존재할 수 있다면, 나는 내 머리카락 색에 독립 으로 존재한다. 마

찬가지로, 시공간의 어떤 역(A)이 그 내용물이 달라질 때에도 여 히 

존재할 수 있다면, A는 그 내용물에 독립 으로 존재한다. 더 나아가, 임

의의 내용물이 존재할 때나 존재하지 않을 때나, A가 존재할 수 있다면, 

A는 그 내용물에 독립 으로 존재하고, 이 경우 A는 실체로 볼 수 있다

는 것이다. 다음의 를 보자. 우리는 “내 앞의 책상은 5미터 왼쪽에 

치했을 수도 있었다”는 반사실문을 받아들인다. 그 다면 책상이 있던 시

공간 역(R)은 책상에 독립 으로 존재한다. 우리가 그 반사실문을 참으

16) 그녀는 자의 사례를 이런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으므로 그녀가 제시한 

를 살펴보자. 이 세계에서 질 으로 다른 두 자 A와 B를 생각해보자. 

컨 , A는 헬륨의 자이고, B는 수소의 자이다. A와 B가  역사를 

걸쳐 뒤바 어온 세계는, 이 세계(W1)와 질 으로 동일하지만 별개의 세계

(W2)이다. 한 세계(W1)에서 자 A는 다른 세계(W2)의 자 B와 (다른 

모든 상들과의 계  속성을 포함해서) 모든 속성들을 공유한다. 만일 

식별불가능자 동일성의 원리를 세계에 용하면, 두 세계는 동일한 세계에 

한 두 가지 이야기 방식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결론은 자에 한 

실재론자(!)도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 다면 시공간에 한 실재론자도 구

멍 논변에 해 유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는 필드(Hartry Field)를 

따라서, 식별불가능자 동일성 원리(PII)를 가능세계에 용할 수 있다는 것

을 규약으로 채택한다. 그리고 실체론자는 간세계  시공간 을 “질  유

사성을 따라 개별화”해야 한다. 그 다면 L-동등한 모형은 동일한 세계를 

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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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하는 이유는 R의 반사실  응물이 R과 많은 속성들을 공유하

기 때문이다. 사실, 그 자리에 책상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상

의 계는 동일하다. 그 다면 질  유사성에 의해 시공간 을 개별화하

는 방식을 통해 라이 니츠 동등성을 수용한 시공  실재론은 일반  의

미의 실체론을 포용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성립하다. “독립 으로 존재함”의 의미를 더 깊

이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의 머리카락의 에서, 내가 내 머리

카락 색에 독립 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만

족되어야 한다. (i) 나는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채로 존재한다. (ii) 나는 

다른 머리카락 색을 가질 때에도 존재할 것이다. 책상의 에 용해보자. 

시공간 역(R)이 책상에 독립 으로 존재하기 해서는 다음의 두 조건

이 필요하다. (i) R은 책상을 내용으로 가진 채로 존재한다. (ii) R은 책

상을 내용으로 가지지 않을 때에도 존재할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

다. 여기서 시공간 역 R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내가 검은 머리카락 색을 가지고 “존재할 때,” 나는 실제로 존재한다. 그

러나 R이 책상을 내용으로 가지면서 “존재할 때,” R이 실제로 존재한다

고 말할 수 있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R이 “실체로서 존

재”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R은 다른 상들과의 계들을 통해 “

계의 총체로서 존재”하는 경우이다. 릭하우스는 자라고 주장하고 싶

겠지만, 계론자들은 후자를 주장할 것이다. 그녀가 요청하는 질  유사

성에 의한 개별화가 자를 지지하는지 후자를 지지하는지는 분명치 않

고, 계론자들을 물리치고 R이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할만한 별도의 

근거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 다면 시공  실재론은 실체론

 시공  실재론과 계론  시공  실재론 사이의 선택에 해 무 심

해 보인다. 

릭하우스는 실체론자도 라이 니츠 동등성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

서 구멍 논변의 결론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녀는 구멍 논

변을 피할 수 있는 실체론은 시공간 에 한 실재론이라고 주장함으로

써, 시공간 실체론의 문제를 실재론의 문제로 바꾸어놓았다. 하지만 시공

 실재론이 정당하게 주장될 수 있다는 것이 기존의 실체론- 계론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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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을 가름하는 데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는지는 분명치 않아 보

인다. 

4. 비결정론과 실체론의 포기

이제까지 나는 구멍 논변이 가정하고 있는 제들의 건 성을 검토해

왔다. T1부터 T4까지의 제들과 S1, S2를 받아들이면, 비결정론의 딜

마에 빠진다는 것은 비교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구멍 논변의 의도가 

시공간 실체론을 논박하는 결정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것의 결

론은 “실체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검

해야하는 것은 비결정론의 딜 마로부터 어떻게 실체론의 거부라는 결론

이 따라 나오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논변으로 정리할 수 있

다.17) 

D1. 결정론의 포기는 물리학 인 근거를 가져야한다. 

D2. 실체론은 형이상학  공약이다. 

D3. 실체론은 비결정론에 빠진다. 

(결론) 그러므로, 실체론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D3는 T1-T4, S1-S2의 제 에서 성립하는 결론이고, D1과 D2는 

어만과 노튼의 견해이다. 먼  의 논변이 형식 으로 타당한지 살펴보

자. 논의를 해, 물리학  근거를 가지는 것과 형이상학  공약이라는 

주장은 양립불가능하다고 가정하자.18) 먼 , 다양체 실체론은 비결정론에 

17) 이와 유사하지만 더 복잡한 분석으로는 Hoefer and Cartwright (1993)을 

보라.
18) 보통의 경우, <물리학  근거를 가짐>과 <형이상학  공약임>이 서로 배

타 인 개념으로 쓰일 필요는 없다. 물리학은 경험  주장 뿐 아니라 형이

상학  주장도 함께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멍 논변의 경우, 

사실상 실체론이 물리학 인 근거 없이 가정되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두 

개념은 양립불가능한 것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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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지게 된다고 하자(D3). 그런데 결정론을 포기하려면 물리학  근거를 

가져야 한다(D1). 따라서 실체론자는 물리학  근거에 의해 결정론을 포

기해야 한다. 그런데 실체론은 형이상학  공약이다(D2). 세 제를 모두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모순에 직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능

한 일은 하나 밖에 없다. 실체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결정론의 딜 마로부터 실체론의 거부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 논변은 형식 으로 타당한 논변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 제들의 진

리성은 의심될 수 있다. 먼 , D2를 살펴보자. 시공간이 독자 으로 존재

한다는 주장은 형이상학  공약인가? 존재론  주장 자체는 경험 일 수

도 형이상학 일 수도 있다.(Hoefer and Cartwright 1993, 33-35) 를 

들어, 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경험  주장이다. 실체론자들은 다양체의 

들이 존재하며 서로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세계에 한 경험  

사실에 한 주장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만과 노튼이 그것을 형

이상학 이라고 말한 근거는, 시공간 이론에 어떤 경험 인 내용도 더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즉, 실체론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이론의 경험  귀

결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가지 가능한 응은 시공

들의 존재에 해 말해주는 바가 없는 일반상 론 자체가 불완 한 이

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공 들의 존재에 한 과학이론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고, 우리가 언젠가 그런 이론을 가질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논의를 통해 일반상 론이 불완 하다고 결

론내리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시공간의 존재에 한 실체론의 

주장은 형이상학 인 공약으로 보아도 크게 무리는 아니다.

마지막으로, D1의 주장에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자. 회퍼와 카트라이

트는 노튼과 어만이 그륀바움의 경험론, 즉  시공이론에 한 엄격한 

이해와 결합된 굳건한 경험론이라는 통에서 구멍 논변을 제시했다고 

본다.(Hoefer and Cartwright 1993, 23) 결정론을 포기하는 문제가 물

리학  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이런 경험론의 견해를 충실히 따르

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에 한 결정론인지를 물어야 한다. 

결정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세계가 존재론  차

원에서 결정론 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론이 결정론 이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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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자의 경우, 이론이 원칙 으로 과거로부터 미래를 측가능하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구멍 논변이 가져오는 비결정론은 일차 으로 후자

의 의미에서 비결정론 이다. 즉, 일반상 론은 구멍 밖의 모든 상황을 

규정해도 구멍 안의 상태를 일의 으로 결정할 수 없다. 과학이론에 한 

도구론  견해를 지닌 철학자에게 이런 상황은 큰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실체론자들이 시공간에 한 실재론자라는 에 있다. 그들이 일반상 론

에 해 실재론  입장을 취하면서, 그것이 근사  참이고 그 이론이 기

술하는 다양체가 실재한다고 여긴다면, 인식론  비결정론은 존재론  비

결정론으로 귀결된다. 

결정론을 이 게 이해할 때, 결정론은 물리학  이유로 포기되어야 한

다는 제는 그럴듯한가? 이는 무엇이 물리학  이유인지, 그러한 이유로 

포기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을 때에만 온 히 답변될 수 있다. 

여기서는 두 가지 가능한 해석만을 살펴보자. 첫째, 물리학의 가설이 경

험에 의해 시험되거나 반증되는 되는 것과 같이, 결정론 한 경험에 의

해 시험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그러나 과학 이론조차

도 오직 경험에 의해서 완 히 시험될 수 없다는 데에는 철학자들 사이

의 합의가 존재하는 듯하다. 자연법칙이나 (페르마의 원리와 같은) 원리

들은 경험  시험을 통해 입증되거나 포기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따라

서 결정론의 문제를 순 히 경험  문제로 보는 것은 한 방식이 아

닐 것이다. 두 번째 의미는 물리학자들의 직 이나 양식에 호소하는 것이

다.19) 물리학자들은 경험  방법 뿐 아니라 개념  분석과 건 한 양식들

19) 양식이라는 용어는 듀앙(Duhem)에게서 빌어 왔다. 듀앙은 The aim and 

the structure of physical theory에서 반증의 모호성을 지 한 후, 실제

로 이론이 거부되는 사례들을 과학자들의 <과학  양식(good sense)>에 

호소하여 설명한다. 그 양식에 따르면, 이론의 지속  수정을 통해, “단순하

고, 우아하고, 단단한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믿으며 어떤 비용을 치러

서라도 완고하게 항하는 것은 유치하고 불합리다. 듀앙은 비오(Jean 

Biot)의 를 통해서, 양식의 요성을 보여주려 한다. 부분의 과학자들이 

빛의 동성을 믿게 되었던 시기에 빛의 입자설을 고수하며, 지속 으로 수

정해서 증거에 의해 반증되는 것을 피하려 했던 비오는 결국 입자설을 포

기한다. 이는 과학  양식에 의한 것으로, 입자설이 더 나은 체계로 체됨

으로써 반박된 사례이다. 그러나 과학  양식을 어떻게 명료하게 분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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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한다. 만일 단순히 경험  이유는 아니지만, 물리학자의 직 과 

양식이 일 되게 결정론의 포기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물리학  이유를 

가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그런 물리학  이유가 

형이상학  공약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불분명해진다. 실제의 과학활동에

서 과학자들은 나름의 형이상학  공약을 바탕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그

런 것들과 건 한 과학  양식을 분명하게 나  기 이 있는지 의심된다. 

그 지만 어만과 노튼은 이 목에서 한 가지 략에 의지하고 있다. 

바로 안의 존재이다. 우리는 가능하면 결정론을 옹호하려 하고, 당한 

가를 치르고서라도 결정론을 유지할 수 있으면 그 게 하는 것이 합리

이라고 단한다. 그러나 우리가 실체론을 포기하고 계론을 받아들인

다면, 비결정론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최종  근거는 비결정론

이 물리학  이유에 기 해야 한다는 주장이기보다는, 실체론의 포기라는 

당한 가를 치르고 비결정론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론을 

고집하여 비결정론으로 귀결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가능하면 결

정론을 유지하려는 이들에게 이런 략이 효과 일 수 있다. 하지만 실체

론보다 결정론이 더 지켜낼 가치가 있는지에 해서는 합의된 견해가 없

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우리가 시

공이론에 한 제들과 실체론에 한 제들을 수용한다면, 실체론은 

일반상 론의 비결정론을 야기한다. 만일 실체론자들이 실재론  공약에 

동의한다면, 이는 존재론  비결정론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실체론은 비결

정론의 딜 마를 야기한다. 하지만 딜 마의 한 뿔을 꺾음으로서 문제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없기 때문에, 실체론을 결정 으로 논박했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있는지, 그리고 과학자 개인이 아니라 과학공동체에 용될 수 있는 개념인

지는 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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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구멍 논변의 구조를 세 부분으로 나 어 분석하 다. 첫째는 시공

이론에 한 가정들이고, 둘째는 실체론에 한 가정들이며, 셋째는 결정

론에 한 가정들이다. 시공이론과 실체론에 한 가정들은 비교  견고

하여, 실체론을 비결정론의 딜 마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 다. 

물론, 모들린의 본질주의가 나름의 부담을 소화해낼 경우 실체론  안

으로 자리잡을 잠재성도 지 하 다. 한 시공  실재론은 효과 으로 

구멍 논변을 방어할 수 있는 좋은 안이지만, 실체론과 계론의 논쟁을 

해결하기 보다는 논의를 지연시킨 것임을 주장했다. 끝으로 실체론이 비

결정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경우에도, 구멍 논변이 시공간 실

체론을 결정 으로 논박할 수 없음을 보았다. 

구멍 논변은 시공간에 한 실체론과 계론의 논의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해주었다. 구멍 논변의 결론을 피하기 해 실체론은 다양하게 변주

되었고, 본질주의나 응물 이론과 같은 철학  도구들이 폭넓게 활용되

어 새로운 안들을 제시되기도 했다. 구멍 논변이 실체론- 계론 논쟁을 

종결하고 한쪽을 확실하게 손들어 주는 데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공간의 본성에 해 심도 깊은 논의를 발했다. 그

것은 시공이론이 함축하는 것으로 보이는 게이지 자유와 같은 것을 철학

으로 해석하는 문제, 거리함수의 존재론  지 에 한 문제, 시공이론

의 모형  어떤 부분이 시공간을 표상하는지에 한 문제 등을 불러일

으켰다. 실체론- 계론의 논쟁을 통해 시공간의 본성에 해 더 깊이 있

는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 이라면, 논변의 성패와 무 하게 

구멍 논변은 성공 인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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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le Argument and the Nature of Spacetime

Hyundeuk Cheon

There has been a controversy concerning the nature of 

spacetime between substantivalists and relationalists. Recently, 

Norton and Earman, as relationalists, have presented the Hole 

argument which demonstrates that manifold substantivalism 

generates a radical sort of indeterminism.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formulate the structure and the contents of the 

argument, and to show the geography of the controversy centered 

on the Hole argument in a succint way. I try to analyze the 

assumptions of the argument to reveal which points are at issue. 

In the course of it, I also examine some of substantival 

alternatives. Finally, I show that the Hole argument does not 

conclusively refute substantivalism but impose a considerable 

burden to those who want to defend substantivalism. 

[Key Words] Substantivalism, Relationalism, the Hole 

argument, General Relativity, Indetermin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