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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동일성은 진정한 동일성인가:

U. T. Place의 구성으로서의 동일성 개념에 나타난 이행성의 

문제를 심으로
†

1)

김  호‡

심신동일론은 특정한 마음과 그에 해당하는 물리적인 대상인 특정한 두뇌부

분이 동일하다는 심신이론으로서 이 이론에서는 동일성의 개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심신 간에 성립하는 동일성을 심신 동

일성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심신동일론의 초기 주

장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심신 동일성은 독립적으로 주장된 것이 아니라 과학

적 동일성을 근거로 주장되었다. 과학적 동일성이란 과학적 사례들에서 성립

하는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구름은 부유중인 물방울이나 다

른 입자들의 덩어리이다.”이나 “물은 H2O이다.”에서와 같은 동일성을 의미한

다. 따라서 심신 동일성의 성립여부에 있어서 과학적 동일성의 성립여부는 매

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적 동일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논리적인 동일

성의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동일성의 조건들 중에

서 이행성을 충족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 학자가 플레이스(U. T. Place)이다. 이 

논문에서는 플레이스가 제시한 과학적 동일성의 기준인 구성으로서의 동일성 

개념을 고찰해보고 그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다. 이러한 고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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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도달하게 되는 중요한 결론은 과학적 동일성을 진정한 동일성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심신문제의 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존의 심신동일론을 비판한 여러 반론들에서도 과학적 동일성 자

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거나 암묵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심

신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논의의 본격적인 출발점이었던 초

창기 심신동일론으로 돌아와서 과학적 동일성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와 문

제점들을 다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주요어】심신동일론, 과학적 동일성, U. T. Place, 구성으로서의 동일성, 
환원

1. 도입

1950년대 후반에 심신동일론(identity theory of mind-body)이 등장

한 이후에 심신문제가 논의될 때 ‘의식(consciousness)’이나 ‘감각

(sensation)’ 등으로 대표될 수 있는 ‘마음’이 ‘신경 상태’나 ‘두뇌 상태’로 

대표될 수 있는 물리적 대상인 ‘몸’과 동일시될 수 있다는 생각이 주류를 

이룬 적이 있다. 이러한 생각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반환원적인 여러 

가지 반론들을 접하게 되면서 많은 반박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 철학자

들로부터 지지를 잃게 되었지만 동일성을 매개로 한 이러한 논의는 여전

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환원의 구도는 심신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전히 매력적인 대안으로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에서 중요하게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

다. 바로 동일성(identity)의 개념이다. 대개의 경우 철학자들은 일상적으

로 말하는 동일성과 과학적인 사례에서의 동일성 그리고 심신문제에서 

논의되는 동일성이 같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창기의 심신동일론자

들은 이러한 동일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심신 환원을 달성하려고 했었다. 

비교적 최근의 심신 동일성에 관한 논의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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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볼만한 동일성의 개념이 바로 과학적 동일성

(scientific identity)의 개념이다.2) 왜냐하면 과학적 동일성이란 과학적인 

사례들에서 성립하는 경험적인 차원에서의 동일성을 의미하는데3) 심신 

 1) Kim, Jaegwon (2008)

 2) Kim, Jaegwon (2005), p. 136; 김재권 (2007), p. 208: 과학  동일성이라

는 용어는 다소 생소하기는 하지만 이미 심리철학 인 논의의 맥락에서 사

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과학  동일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구 을 보면 구체 으로 알 수 있다. “It can explain the vaunted 

additional explanatory power sometimes assigned to scientific 

identities like “water = H2O,” “light = electromagnetic radiation,” 

“genes = DNA molecules,” and the rest, in a simple and satisfying 

way, without regarding identities themselves as generating new 

explanations of facts and regularities.(그것은 동일성 자체를 사실과 규칙

성에 한 새로운 설명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면서도, 과학  동

일성 - ‘물 = H2O,’ ‘빛 = 자기 복사,’ ‘유 자 = DNA 분자’ - 에 해 

가끔 할당되는 부가 인 설명력을 설명할 수 있다.)”

 3) 이러한 과학  동일성의 의미에 해서 약간의 배경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실상 “과학  동일성(scientific identity)”과 “과학에서 사용

하는 이론  동일성 문장들(theoretical identity statements in science)”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 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를 들어 “루쓰 바칸과 

크립키 이후 많은 철학자들이 우연  동일성(contingent identity)은 존재하

지 않지만 우연  동일성 문장들(contingent identity statements)은 여

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따라서 과학  동일성 문장들이 진

정한 동일성을 반 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다고 해서 

‘과학  동일성이 논리 인 동일성의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

한다면 자칫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매우 타당하며 의미 있는 지 이

다. 그 지만 다음과 같은 들을 재고해보면 이런 지 에 한 답을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우리가 동일성에 한 논의를 할 때 “일상

인 동일성”과 “일상 인 동일성을 나타내는 문장”을 구분하는가? 는 심

신 동일성에 한 논의를 할 때 “심신 동일성”과 “심신 동일성을 나타내는 

문장”을 구분해서 논의를 개하는가? 이와 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살

펴보면 그러한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을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심신 

동일성”과 “심신 동일성을 나타내는 문장”을 구분할 수는 있지만 이 둘이 

 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 자체에 이미 실세계와 련된 부분

을 반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들을 이미 문장에 응시키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루쓰 바칸이나 크립키의 이야기는 형이상학 인 맥락에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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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심신 동일성이 주장될 때 심신 동일성만 독립적으

로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과학적 동일성을 토대로 해서 심

신 동일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또한 심신 동일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현대의 과학적 성과에 따른 경험적인 연구 성과들

이 당연히 활용된다. 따라서 과학적 동일성의 성립 여부가 심신 동일성의 

성립 여부에 있어서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 동일성

은 심신 문제의 논의에 있어서 매우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과학적 동일성이 기존의 많은 철학자들이 생각

하는 것처럼 정말로 “동일성”일 수 있는지를 따져보려고 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 비판하려는 과학적 동일성의 범주를 좁혀서 보다 정확히 말하

자면 플레이스(1956)가 주장한 구성으로서의 동일성(IC, identity as 

composition or identity as constitution)이다. 플레이스의 과학적 동일

성에 대한 견해는 심신 동일성의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철학적 작업을 위해

서 문제 설정의 과정으로서 우선 현대적인 심신 문제의 논의에 있어서 

과학적 동일성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심신동일론자들이 주장했던 과학적 동일성의 사례들 중에서 현

대에도 여전히 과학적 동일성의 중요한 사례로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

는 예들을 찾아보고 이 사례들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볼 것이다. 그

리고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서 이 논문에서 궁극적으로 논증하려는 바

는 플레이스가 제시한 과학적 동일성은 그 정의(定義⦁definition)와 의미

(意味⦁meaning)상으로 보았을 때 진정한 동일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다. 특히 과학적 동일성의 문제점을 이행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과학적 동일성에서 이행성이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으로 

성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경험 인 맥락에서 동일성을 논의하

고 있다. 우리가 속한 이 실 세계에 국한해서 과학  동일성을 살펴보자

는 의미이다.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실 세계에서조차도 

과학  동일성은 동일성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들

을 고려할 때 굳이 이 논문의 논의에 있어서는 “과학  동일성”과 “과학에

서 사용하는 이론  동일성 문장들”을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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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이 가지는 함축이 심신 문제를 논

의함에 있어서 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4장의 결론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2. 플레이스의 구성으로서의 동일성 개념

사실상 이 논문에서의 논의가 궁극적으로 기여하게 될 최종적인 부분

은 심신 동일성을 포함한 심신문제에 관한 논의이지만 우리가 중점적으

로 다루게 될 주제는 심신 동일성이 성립하는 근거로서의 과학적 동일성

이다. 따라서 과학적 동일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올바른 순

서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심신동일론자들이 주장한 여러 가지 

과학적 사례들에서의 동일성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대

체적으로 심신문제를 논의하는 많은 학자들이 그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과학적 동일성이 성립한다고 일반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논

의가 추상적으로 뜨지 않기 위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들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논의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1. 과학적 동일성과 그 구체적인 사례들

과학적 동일성은 주로 심신동일론과의 긴 한 관련 하에서 논의되었는

데 다행히도 이러한 동일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심

신동일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과학적 동일성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들로

서 드는 예들은 주로 다음과 같다.

(1) “구름은 부유중인 물방울이나 다른 입자들의 덩어리이다.”4) (대기과학)

(2) “물은 H2O이다.”5) (화학)

 4) Place, U. T. (1956), in David J. Chalmers (ed.) (2002), p. 56: “A cloud 

is a mass of water droplets or other particles in suspension.”

 5) Cornman, James W. (1971), p. 65: “any volume of water is identical 

with some conglomeration of H2O molecules.”; Kim, Jaegw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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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번개는 전기적 방전이다.”6) (물리학 / 전자기학)

(4) “유전자는 DNA 분자이다.”7) (생물학)

(5) “온도는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이다.”8) (물리학 / 열역학-통계역학)

그리고 심신동일론자들은 이러한 과학적 동일성을 바탕으로 한 유추를 

통해서 “심적인 경험은 두뇌 과정과 동일하다”와 같은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심신동일론에서 주장하는 심신 동일성에 담긴 바탕이다.9) 

p. 100: “Water is H2O.”

 6) Place, U. T. (1956), in David J. Chalmers (ed.) (2002), p. 56: 

“Lightning is a motion of electric charges.”

 7) Armstrong, D. M. (1968 / 2002), p. 90: “The gene is the DNA 

molecule.”

 8) Nagel, Ernest (1961), pp. 355-358; Kim, Jaegwon (2006), p. 100: “Heat 

is molecular kinetic energy.”

 9) Kim, Jaegwon (2006), p. 100: 한 익명의 심사 원께서 다음과 같은 지

을 해주셨다. “심신동일론자들이 과학에서 동일성의 사례들을 인용하는 것

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동일성 개념은 기본 으로 라이 니츠의 

동일성 원리로부터 나오는 엄격한 동일성, 즉 수 동일성 개념이다. 따라서 

심신동일론자들이 비록 과학  동일성의 사례(물 = H2O, 열 = 분자운동의 

평균에 지, … )들을 이용하여 심신동일성의 계를 설명하지만, 여기서 

요한 것은 심신 사이의 수  동일성을 주장하는 것이지, 과학  동일성 

자체가 요한 것이 아니다.” 매우 좋은 지 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

한 지 을 받아들임으로써 얻게 되는 반 부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는 

것도 요할 것이다. 크게 다음과 같은 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심신

동일론자들 는 심신 문제를 논의하는 많은 학자들이 심신 동일성의 사례

로서 거의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경우가 어떤 사례인가 하는 것이다. 아마도 

“고통” = “C-섬유의 작동”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심신 동일성은 

에 두뇌과학이나 인지과학 인 연구 성과에 힘입어서 알아낸 동일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일성을 과학  동일성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

지 않을까. 그 근거로 김재권 (2006)도 이러한 심신 동일성의 특성을 다음

과 같이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동일론자들은 심신 동일성이 이와 마찬

가지로 경험 이라고 말할 것이다. ... ( 략) ... 그래서 심 인 것과 신경

인 것 간의 동일성은 ‘통증’과 ‘C-신경 섬유의 작동’의 의미들을 개념 으로 

분석해서 확인되어질 수는 없다. 그것은 정교하고 어려운 신경 생리학 인 

연구에 의존하는 경험 인 진리(그것을 진리라고 가정하고서 하는 말이다)

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마음과 두뇌의 동일성은 과학에서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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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심신 동일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 우리는 우선 과학적 

동일성에 담긴 의미를 상세히 고찰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2. 플레이스의 “이다”에 담긴 의미의 구분으로서의 대응

그렇다면 이러한 과학적 동일성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이러

한 물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을만한 토대를 제공해 

준 학자가 바로 심신동일론을 가장 먼저 제시한 플레이스(U. T. Place, 

1956)이다.10) 플레이스는 “의식은 두뇌과정인가? (Is Consciousness a 

Brain Process?)”라는 논문을 통해서 의식으로 대표될 수 있는 마음과 

두뇌로 대표될 수 있는 물리적인 과정 사이에 어떻게 동일성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논증하려고 했다. 얼핏 보기에 이 논문은 심신 동일성만을 

다루고 있을 것 같지만 과학적 동일성의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왜 과학적 

동일성이 일상적으로 말하는 동일성과는 다르지만 동일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설득력이 있으면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려고 

했다.11) 플레이스의 기준은 경험적 동일성에 대해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론 인 동일성’과 같다고 하는데 그러한 동일성의 로는 다음의 것들을 들 

수 있다.(The identity theorist would say that mind-body identities are 

empirical in the same way. … So this psychoneural identity is not 

certifiable conceptually or solely from the meanings of "pain" and 

"C-fiber activation." It is an empirical truth (assuming that it is a 

truth) that depends on sophisticated and laborious neurophysiological 

research. For this reason, mind-brain identities, it is claimed, are like 

"theoretical identities" in the sciences, like the following)” 그 다면 심

신 동일성이 이미 과학  동일성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둘 사이에는 아무런 

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계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

까? 만일 둘 사이에 한 계가 없다고 주장하려면 경험  연구를 반

하지 않는 그야말로 선험 인 성격을 가지는 심신 동일성의 사례를 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경험을 토 로 밝 낸 심신 동일성을 놓고 그것이 과학

 동일성과 련이 없으며 보다 엄 한 논리  동일성의 기 을 만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10) Place, U. T. (1956)
11) 이러한 이 심신 동일성과 련해서 가장 요한 이스의 지 인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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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한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플레이스의 주장을 면 하게 검토해보는 것은 과학적 동일성의 의미를 

규명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플레이스(1956)는 심신 동일성에 관해서 “의식이 두뇌에서 일어나는 

한 과정이라는 논제는 합리적인 과학적 가설(reasonable scientific 

hypothesis)12)로서 설정될 수 있으며 논리적인 근거만으로는 반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13)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에 담긴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감각이나 심상에 관한 진술들이 두뇌과

정에 대한 진술들로 환원가능(reducible)하거나 분석가능(analyzable)하

다고 주장하지 않는다.14) 즉 그가 동일성을 보여주는 예로서 제시한 의식

에 관한 진술들에 일상적인 동일성의 기준을 적용시켜보았을 때 이러한 

의식에 관한 진술들이 두뇌에 관한 진술들과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은 명

백하게 잘못된 것이다.15) 갑자기 과학적 동일성을 논의하는데 심신 동일

성의 이야기가 나와서 혼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 담

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논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일단 플레이스가 말하는 바를 핵심만 간략하게 요약해보자면 그는 과학

적 동일성에 일상적인 동일성의 기준을 적용시킬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

게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주장에서 놓치지 말아

야 할 점은 의식과 두뇌가 가진 속성들이 서로 달라서 이들 각각이 지시

하는 대상들의 외연이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두 대상이 같다는 

라고 볼 수 있다.
12) Feigl, Herbert (1958), pp. 440-441: 이러한 과학  동일성의 가설로서의 

속성은 이 의 연구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언 되어 있다. “이론  

동일성들은 한 과학  이론의 가정들이나 정의들에 기반을 둔

다.(theoretical identities depend upon the postulates and definitions of 

a scientific theory.)” 이러한 의미에서 이스의 동일성의 기 은 이

이 제시한 경험  동일성 에서 이론  동일성에 잘 부합한다고 단해

볼 수 있다.
13) Place, U. T. (1956), in David J. Chalmers (ed.) (2002), p. 55; Place, U. 

T. (1960)
14) Place, U. T. (1956), in David J. Chalmers (ed.) (2002), pp. 55-56.
15) Ibid.,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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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놀라운 주장처럼 보인다. 왜냐

하면 동일성의 일상적인 의미에 비추어보았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동일성을 바라보는 방식에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진전을 가져왔다고 평가해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분

석해 볼 때 플레이스가 이룬 동일성에 있어서의 의미 있는 진전은 두 대

상이 모든 측면에서 같지 않아도 동일성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인 데에 

있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논리적 측면에서의 일상적인 동일성과는 다른 

새로운 동일성의 개념을 주장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매우 새로

우면서도 흥미로운 주장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동일성의 개념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또한 이러한 주장이 새로운 

주장이기는 하지만 과연 동일성에 대한 타당한 주장이 될 수 있는지도 

세 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동일성이 성립 가능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다(is)”라는 술어의 의미를 정의로서의 “이다”(“is” of definition)와 

구성으로서의 “이다”(“is” of composition)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

다.16) “이다”라는 술어는 특히 어 문장에서 동일성을 나타내는 술어이

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은 동일성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

하다. “이다”라는 술어를 두 가지로 구분한 플레이스의 의도를 더 잘 파

악하기 위해서 그가 예로 든 “이다”를 포함한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살

펴보자.

(6)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직각사각형이다.”17)

(7) “빨강은 색깔이다.”18)

여기서 “이다”의 기능은 정의로서 주어가 술어를 포함하는 관계를 보

여준다. 즉 (6)번 문장에서 “정사각형”의 논리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그 

정의 안에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직각사각형”이라는 의미가 반드시 포

16) Loc. Cit.
17) Loc. Cit.: “A square is an equilateral rectangle.”
18) Loc. Cit.: “Red is a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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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므로 이 문장은 필연적으로 참일 수밖에 없다. (7)번 문장의 경우에

도 빨강은 하나의 색깔이라는 속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빨강이라

는 주어에 이미 색깔이라는 술어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장도 당연히 필연적으로 참이다.19) 이러한 문장의 참 여부는 우리가 

그것의 진위 여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전에 이미 알 수 있는 그런 종

류의 것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문장들의 경우 “이다”가 포함된 문장들

은 앞의 경우와는 확연히 다르다.

(8) “그의 탁자는 오래된 여행용 가방이다.”20)

(9) “그녀의 모자는 짚 다발을 서로 엮은 것이다.”21)

(1) “구름은 부유중인 물방울이나 다른 입자들의 덩어리이다.”

이 경우에는 주어와 술어가 논리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즉 문장 

(8)에서 “그의 탁자”라는 의미를 분석한다고 해서 “오래된 여행용 가방”

의 의미가 도출되지 않는다. 이것은 문장 (9)와 문장 (1)의 경우도 마찬

가지이다. 이 문장들에서 “이다”의 기능은 구성으로서의 “이다”로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경험적인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술어가 지시하는 대상 

이상이 아니다(nothing else)”라는 의미이다.22) 즉 물리적인 측면에서 주

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관찰해보면 그것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술어가 지

시하는 대상이라는 뜻이다. 위에 제시된 구체적인 문장들을 통해서 이러

한 플레이스의 주장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서 (9)번 문장에 담

긴 의미는 “그녀의 모자”를 육안으로 잘 관찰해보면 재료가 짚이고 그

것이 서로 엮여있는 구조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문장에는 

“그녀의 모자”가 지시하는 대상의 구성물이 짚 다발을 엮은 것에 다름 

19) 이러한 도 좋지만 주어에 술어의 개념이 포함된 문장이 아니라 보다 정

확하게 주어와 술어가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문장의 를 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논의를 해서 필요할 것이다.
20) Place, U. T. (1956), in David J. Chalmers (ed.) (2002), p. 56: “His 

table is an old packing case.”
21) Loc. Cit.: “Her hat is a bundle of straw tied together with string.”
22) Loc.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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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는 뜻이 담겨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녀의 모자”가 지시하는 대

상은 “ 짚 다발을 서로 엮은 것” 이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으로서의 “이다”는 정의로서의 “이다”와는 달리 논리적인 관계가 아

니라 경험적(empirical)이고 우연적(contingent)인 관계를 나타낼 뿐이다. 

즉 두 표현에 담긴 의미들이 논리적으로 보면 독립적이지만 그렇다고 해

서 동일한 대상이나 그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볼 만한 이유

는 없다. 왜냐하면 각각의 대상이 실제로 동일해도 어떤 대상을 전체적으

로 거시적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그보다는 세 하게 미시적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속성과 의미 그리고 지시 대상은 달라질 수 있기 때

문이다.

2.3. 플레이스의 기준과 과학적 동일성의 구제

앞에서 살펴본 플레이스가 제시한 새로운 동일성에 대한 기준을 다음

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23)

[구성으로서의 동일성 (IC24))] (어떤 대상) = ∑ (그 대상을 구성하는 

미시입자들)

즉 어떤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을 그 대상인 개별자에만 한정해서 미시

적으로 관찰해보면 그 대상은 존재론적으로 볼 때 보다 미시적인 입자들

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현대의 과학이 밝혀낸 바와 같이 생

명체를 미시적인 관점에서 세분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세포로 구

23) 이러한 기 은 이스의 창기의 견해이기 때문에 최근에 바  견해를 

비 해야 제 로 된 비 이 될 수 있다는 지 이 있을 수 있다. 그 지만 

이스의 논문집이나 가장 최근의 견해를 살펴보아도 이스는 거시-

미시 계를 바탕으로 한 동일성의 개념을 이러한 창기의 개념에 근거를 

두고 이해하고 있다. 즉 이스가 창기에 논문을 발표한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 지만 기본 인 견해에는 별로 변화가 없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사

실은 비교  최근에 이루어진 이스의 철학  작업 성과물인 Place, U. 

T. (1988)이나 Place, U. T. (2000)을 참조하면 쉽게 알 수 있다.
24) 구성으로서의 동일성(identity as composition)을 의미하는 약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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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으며 그 세포를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관찰해보면 여러 가지 

화학적인 분자들로 이루어져있다. 이처럼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하나의 대

상은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보다 작은 존재자들로 세

분될 수 있다. 현대 과학의 성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러한 점에 대해

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플레이스가 말한 구

성으로서의 “이다” 즉 IC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어떤 대상은 물

리적으로 그 대상을 구성하는 미시입자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대상

은 이러한 “미시입자들의 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이다.25)

이렇게 플레이스가 제시한 IC를 받아들인다면 과학적 동일성에는 다음

과 같은 의미가 있게 된다. 예를 들어 IC를 문장 (1)에 적용시키면 다음

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1') (구름) = ∑ (부유중인 물방울이나 다른 입자들의 덩어리)

새로운 문장 (1')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있다. “구름”이 지시하

는 대상을 관찰해보면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푸른 하늘에 떠있는 하얀색

의 여러 가지 모양을 닮은 대상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관찰해보면 물방울이나 다른 입자들의 덩어리이며 따라서 구름

은 부유중인 물방울이나 다른 입자들의 덩어리의 합 이상도 이하도 아니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미시환원적인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이

러한 주장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새로운 

문장 (1')과 같은 동일성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를 

25) 이러한 주장의 근간에는 ( 체) = ∑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 즉 “ 체 = 

부분의 합”이라는 미시환원 인 개념(microreductive concept)이 제되어 

있으며 고 인 환원주의가 바탕에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동일성인 IC의 개념을 인 환원과 련된 논의의 맥락에서 볼 

때 “과연 체를 부분의 합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창발(emergence)과 같은 개념이 바로 이러한 물음에 해서 부정 인 

답을 제시하는 견해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부분을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일단은 이러한 틀이 성립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럴 때에 이스가 제

시한 틀이 과학  동일성에 타당하게 용될 수 있는지를 따져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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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과학적 동일성에 대해서 비록 일상적인 동일성에서 말하는 기준

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IC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동일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IC의 도입은 과학

적 동일성을 진정한 “동일성”26)의 범주에 속하도록 구제해줄 수 있는 길

을 열어준 것처럼 보인다.

26) 한 익명의 심사 원께서 다음과 같은 유익한 지 을 해주셨다. “과학  동

일성은 우연  동일성인데 이러한 과학  동일성에 재귀성, 칭성, 이행성

의 엄 한 기 을 과연 엄격하게 요구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만일 

과학  동일성이 과학  동일성에 한 논의로 끝나면 문제가 덜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진짜 문제는 이러한 과학  동일성이 확장⋅ 용되어서 심신 동

일성의 개념으로 이어진다는 이다. 즉 심신 동일성을 주장한 학자들은 과

학  동일성을 주된 근거로 해서 심신 동일성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심신 동일성은 심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바로 이 

부분이 요한데 심신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심신 동일성의 개

념이 마치 논리 인 동일성의 개념처럼 사용된다는 것이다. 한 심신 동일

성을 비 한 퍼트넘(1967)이나 크립키(1972) 역시도 이러한 논리 인 심신 

동일성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 지만 심신 동일성은 궁극 으로 과

학 인 연구를 통해서 얻은 과학  동일성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만일 과학  동일성에 논리  동일성의 기 을 엄 하게 용할 수 없

다면 심신 동일론자들은 심신 동일성의 개념을 논리 인 동일성과 마찬가

지인 것으로 간주하고 심신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된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과학  동일성이 우연  동일성이라면 그것을 근거로 삼고 있는 심신 

동일성 역시도 우연  동일성일 것이며 따라서 논리  동일성의 기 을 

용받을 필요가 없다. 그 지만 엄격한 기 을 용받지 않는 신 심신 문

제를 해결할 경우에 심신 동일성을 논리 인 동일성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 

하지만 심신 동일성의 개념을 사용하는 학자들은 부당하게도 과학  동일

성을 토 로 한 심신 동일성을 마치 논리 인 동일성인 것으로 간주하고 

논의를 용해왔다는 것이다. 바로 이 이 의 심신 문제에 한 논의

가 매우 복잡하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많게 개되고 있는 요한 이유  

하나이다. 이 논문에서 이스의 동일성의 기 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스의 동일성이 바로 심신 동일성의 이러한 측면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

문이고 이러한 오해가 시작되었던 출발 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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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레이스의 동일성 개념에 대한 비판과 응수

이러한 플레이스의 구성으로서의 동일성이 과연 진정한 동일성 개념인

지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의 비판이 있었다. 특히 플레이스가 제시한 새

로운 동일성이 다음의 세 가지 속성들을 과연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

한 비판이 있었다. 왜냐하면 만일 동일성이 성립한다면 동일성은 이러한 

속성들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27) 따라서 이

러한 세 속성들은 동일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세 속성들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 될 수 있다.

① 재귀성(reflexibility): 어떤 대상 A가 있다면 그 대상은 자기 자

신과 같다. 즉 이러한 성질은 A=A라는 논리적인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28)

② 대칭성(symmetricity): 이름 ‘A’로 지칭되는 어떤 대상 A가 있

고 이름 ‘B’로 지칭되는 어떤 대상 B가 있는데 각각의 이름으로 지칭

되는 두 대상이 가리키는 지시대상이 같다면 두 대상 A와 B는 동일하

다. 그리고 이러한 동일성이 성립한다면 역으로 B는 A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성질은 A=B이면 B=A라는 논리적인 형식으

로 표현29)될 수 있다.30)

③ 이행성(transitivity): 이름 ‘A’로 지칭되는 어떤 대상 A가 있고 

이름 ‘B’로 지칭되는 어떤 대상 B가 있는데 각각의 이름으로 지칭되는 

두 대상이 가리키는 지시대상이 같다면 두 대상 A와 B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름 ‘B’로 지칭되는 어떤 대상 B가 있고 이름 ‘C’

27) Wilson, Robert A. (2009), p. 363: “Formally, identity is reflexive, 

symmetrical, and transitive.(형식 으로 동일성은 재귀 이고 칭 이며 

이행 이다.)”
28) 이병덕 (2008), p. 219: 이러한 동일성의 속성을 다음과 같은 논리 인 형식

으로 표 할 수 있다. “I는 재귀 (reflexive)이다 ≡ (∀x)Ixx.” 여기서 I는 

동일성의 계를 말한다. 동일성은 기본 으로 두 항 사이에 성립하는 계

이므로 이항 계라고 볼 수 있다.
29) [(A=B) ⊃ (B=A)]라는 논리 인 형식으로 표 될 수 있다.
30) 이병덕 (2008), p. 219: 이러한 동일성의 속성을 재귀성과 마찬가지로 다음

과 같은 논리 인 형식으로 표 할 수 있다. “I는 칭 (symmetric)이다 

≡ (∀x)(∀y)(Ixy → Iy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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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칭되는 어떤 대상 C가 있는데 각각의 이름으로 지칭되는 두 대

상이 가리키는 지시대상이 같다면 두 대상 B와 C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이름 ‘A’로 지칭되는 대상 A와 이름 ‘C’로 지칭

되는 대상 C는 동일하다. 이러한 성질을 논리적인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B이고 B=C이면 A=C이다.31)

3.1. 플레이스의 동일성 개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재귀성의 문제

우리는 2.3절에서 이루어진 과학적 동일성에 대한 플레이스의 대응이 

과연 과학적 동일성을 진정한 동일성으로 볼 수 있게 해준 것인지를 꼼

꼼하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문제제기가 잘 안되었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

제가 되는 부분은 이행성에 관한 부분이다. 이러한 비판은 많은 심리철학

자들이 받아들 던 과학적 동일성의 이행성에 대한 직관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다. 과학적 동일성에 대한 이행성의 문제 설정을 위해서 김

재권(2005)의 다음과 같은 지적으로부터 출발할 필요성이 있다.

“여러 철학 문헌에서 ‘물임(being water)이라는 속성 = H2O임이라는 

속성’의 동일성이 흔히 확언되고 수용된다는 점을 주목함으로써 시작해

보자. 이 동일성은 ‘물 = H2O’라는 사실을 근거로 받아들여진다. 여기

에 연루되어 있는 것에 관해 잠시 생각해보자. ‘H2O임’이라는 속성은 

원자적(분자적) 층위에서 물의 미시 기초적 전체 속성이다. 그것은 ‘두 

개의 수소 원자와 한 개의 산소 원자가 특정한 관계적인 구조로 구성

되어 있음’이라는 속성이다. ‘물임’은 이런 종류의 미시 구조를 가짐과 

같다. 이런 미시 구조를 가짐은 물의 미시 구조적 본질이고, 물이 되는 

것은 바로 그 구조를 갖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이런 식의 사고가 하향

적으로 일반화되리라 기대해야 한다.”32)

이러한 지적에는 플레이스가 제시한 거시-미시 구분에 기반을 둔 IC적

인 과학적 동일성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반 되어 있다. 또한 

31) Loc. Cit.: 동일성의 이행성은 다음과 같은 논리 인 형식으로 표 될 수 

있다. “I는 이행 (transitive)이다 ≡ (∀x)(∀y)(∀z)((Ixy & Iyz) → 

Ixz).”
32) Kim, Jaegwon (2005), p. 68; 김재권 (2007),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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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은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적인 도식을 제공한

다.

“‘H2O임’이라는 속성이 원자적 층위 L에서 물의 미시 기초적 전체 속

성과 같다(ML을 가짐 = H2O임)고 말하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의 등식

을 얻는다.

(1) 물임 = ML을 가짐

이보다 층위가 하나 더 낮은 L-1(이것을 표준 모델의 층위라고 하자)

에서는 산소 원자들처럼 수소 원자들도 일정한 미시 구조적 속성을 가지

며, 물은 이 층위에서 일정한 미시 구조적 구성을 갖는다. 그것을 ML-1이

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1)을 얻게 해준 추리와 같은 추리로 다음 등

식도 얻을 수 있다.

(2) 물임 = ML-1을 가짐

표준 층위보다 하나 더 낮은 층위(그런 층위가 있다면)인 L-2에서 물

은 다시금 그 층위에서 일정한 미시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ML-2가 

된다. 그러면 다음의 등식이 나온다.

(3) 물임 = ML-2를 가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보면 ML-3 이하로 더 내려갈 것이다. 이런 동일

성들은 차례차례 다음과 같은 동일성들의 연쇄를 함축한다.

ML = ML-1 = ML-2 = ML-3 33)

이러한 도식에는 각각의 미시적인 단계 간에 과학적 동일성의 이행성

이 성립한다는 중요한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34) 그렇지만 이러한 이행성

33) Kim, Jaegwon (2005), pp. 68-69; 김재권 (2007), pp. 1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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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비판적으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3.2. 과학적 동일성의 이행성의 문제

사실상 이 논문의 핵심은 과학적 동일성의 이행성에 관한 문제를 살펴

보는 데에 있다. 플레이스가 제시한 IC의 기준이 물론 대칭성의 문제를 

완전히 충족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대칭성의 문제는 거시적인 

대상을 먼저 고정시키고 그 대상을 미시적으로 관찰한다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행성의 문제는 대칭성의 

문제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

럼 어떤 거시적인 대상에 대해서 존재의 층위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데 그러한 존재의 층위 간에 과연 어떠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여전히 중요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존재의 층위 간에 과연 동일성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학적 동일성의 이행성

의 문제는 심신 동일성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논문 3장의 앞부분

에서 잠깐 언급35)을 했지만 심신 동일성도 일종의 과학적 동일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과학적 동일성이 이행성을 만족시키느냐의 문제는 심

신 동일성36)을 진정한 동일성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와 매우 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과학적 동일성의 이행성의 문제

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34) Kim, Jaegwon (2005), p. 69; 김재권 (2007), p. 110: 그 지만 이것은 어

디까지나 가정일 뿐이다. 김재권 교수의 다음과 같은 표 에서 이러한 이행

성의 가정 인 성격을 알 수 있다. “자, 어떤가! 이것들은 새지 않도록 막을 

필요가 있는 동일성들이다.(Voilà, These are the identities we need to 

stop the drainage.)”
35) 각주 26)을 참조하시오.
36) 한 익명의 심사 원께서 지 해주신 것처럼 “심신동일론을 주장하는 학자들

은 수  동일성, 외연  동일성, 엄격한 동일성을 토 로 하는 엄 한 심신 

동일성의 개념을 주장”하기 때문에 과학  동일성의 연장선상에 있는 심신 

동일성은 이행성의 기 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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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이질적 대상 간의 관계에 대한 이행성의 문제

과학적 동일성이 이행성을 만족한다면 A=B이고 B=C이면 A=C라는 

성질을 만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질을 잘 보여주는 과학적 동일성의 

문장이 바로 (2)번 문장인 “물은 H2O이다.”이다. IC의 기준을 적용하면 

물을 분자적인 미시 수준(molecular level)에서 관찰할 때 물은 분명히 

H2O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과학적 동일성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물 = H2O37) ·············································································· 1)

그리고 H2O에 다시 IC의 기준을 적용하면 아원자적인 미시 수준

(subatomic particle)38)에서 관찰할 때 H2O는 양성자 10개와 중성자 8

개 그리고 전자 10개로 이루어진 물질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과학적 동일성이 역시 성립하게 된다.

H2O = 양성자 10개 & 중성자 8개 & 전자 10개39) ··············· 2)

만일 이행성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40) 1)과 2)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37) IC의 기 을 용해서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물 = ∑ (H2O 분자들) 이라

고 표 할 수 있을 것이다.
38) Oxtoby, David W., H. P. Gillis and Alan Campion (2008): 의 화학

이 밝 낸 바에 의하면 원자(atom)는 보다 작은 입자들로 나눠질 수 있는

데 이 게 원자보다 작은 크기로 나 어지는 입자들을 아원자 입자라고 부

른다. 아원자 입자에는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proton)와 성자(neutron) 

그리고 핵의 바깥쪽에 특정한 확률을 가지고 분포하는 자(electron)가 있

다.
39) 여기서 “&”의 의미는 논리  연결사인 “and”를 말한다. 즉 2)의 오른쪽 항

은 “양성자 10개와 성자 8개 그리고 자 10개”로 이루어진 물질의 아원

자 인 차원에서의 미시 인 상태를 나타낸다.
40) 이러한 가정은 이행성의 성립을 보이는데 있어서 요하다. 왜냐하면 이 가

정을 토 로 귀류법 인 결론을 도출해서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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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동일성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 = 양성자 10개 & 중성자 8개 & 전자 10개 ······················ 3)

그런데 과연 3)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이행성이 성립

하는지를 따져보려면 현대 화학에서 밝혀낸 사실들을 토대로 해서 보다 

더 세 하게 논의를 전개해 볼 필요가 있다.

암모니아 분자에 대한 화학적인 관점에서의 고찰은 과학적 동일성이 

이행성을 가지는가라는 철학적인 물음에 대해서 결정적인 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례이다. 암모니아를 분자적인 미시 수준에서 관찰하면 그 

분자 구조는 NH3이다. 따라서 IC의 기준을 적용하면 1)과 똑같은 논리로 

다음과 같은 과학적 동일성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암모니아 = NH3 ······································································· 4)

그런데 암모니아를 구성하는 질소가 일상적인 질소가 아니라 확률적으

로 방사성 동위원소(isotope)41)인 질량수 15짜리 N일 수도 있다. 보통 

질소원자는 질량수 14짜리를 말하며 자연계에 99.634(%)의 압도적인 비

율로 존재하지만 질량수 15짜리도 자연계에는 0.366(%)가 존재하며 안정

하기까지 하다.42) 우리의 일상적인 기압과 온도에 해당하는 표준적인 기

압과 온도(STP)43)에서 질소원자44)가 정확히 1(mol) 즉 22.4(L)만큼 있

41) 일상 으로 수소를 제외한 원자들은 양성자의 개수와 같은 성자의 개

수를 가지게 된다. 그 게 되면 원자핵이 가장 안정해지기 때문이다. 자연

계에서 이 게 안정한 원자들이 부분을 차지하지만 1~2(%) 정도의 소수 

비율로 성자의 개수가 양성자의 개수보다 더 많은 원자들도 존재한다. 이 

원자들은 원자핵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방사선의 형태로 에 지를 방출한다. 

이러한 원자들을 원자번호가 같은 일상 인 원자들에 한 방사성 동 원

소라고 한다. 원자번호가 같은 하나의 일상 인 원자에 해서 여러 종류의 

방사성 동 원소가 존재할 수 있다.
42) http://ko.wikipedia.org/wiki/%EC%A7%88%EC%86%8C
43) 표  온도  압력(Standard Temperature and Pressure)을 의미하며 

온도 273(K) 즉 섭씨 0(℃)이고 압력은 1(atm) 즉 1 (기압)인 상태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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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때 거기에는 질소원자가 6.02×1023(개)만큼 존재하는데 이 중에 

질량수 15짜리 질소원자는 2.20×1021(개)만큼이나 안정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자연계에서 질량수 15짜리인 질소원자는 비율로는 

소수이지만 절대적인 수로는 상당히 많은 것이다. 따라서 자연계에 있는 

암모니아의 대부분은 질량수 14짜리 질소원자로 이루어진 14NH3이지만 

소수의 비율로 질량수 15짜리 질소원자로 이루어진 15NH3도 분명히 존재

함을 위의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따라서 4)에서 확인했었던 

과학적 동일성을 다음과 같이 약간 변형해볼 수 있다.

방사성 동위원소인 질소로 표지된 암모니아 = 15NH3 ············ 4)'

이 분자 15NH3는 화학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과학

적 동일성의 이행성을 논의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분자이다. 왜냐

하면 15NH3도 H2O와 마찬가지로 양성자 10개와 중성자 8개 그리고 전자 

10개로 이루어진 물질이기 때문이다. 즉 아원자적인 미시 수준에서 관찰

할 때 H2O와 기본적인 조성은 똑같다는 말이다. 따라서 역시 IC의 기준

을 적용하면 2)에서와 똑같은 논리로 다음과 같은 과학적 동일성이 성립

한다고 말할 수 있다.

15NH3 = 양성자 10개 & 중성자 8개 & 전자 10개 ················ 5)

과학적 동일성의 이행성이 성립한다면 4)’과 5)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과학적 동일성이 성립하게 될 것이다.

방사성 동위원소인 질소로 표지된 암모니아 = 양성자 10개 & 중성자 

미한다. 화학에서 기체 분자의 여러 가지 성질이나 거동은 이러한 표  상

태를 기 으로 기술된다.
44) David W. Oxtoby, H. P. Gillis, Alan Campion, 화학교재연구회 옮김 

(2008), p. 412, 표 9.1 공기의 조성: 실제로 질소는 기체 상태에서 원자가 

아닌 분자 N2의 형태로 존재하며 기 의 기체  약 78%의 비율을 차

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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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 전자 10개 ······································································ 6)

이 6)에 담긴 의미도 역시 IC에 따라서 “방사성 동위원소인 질소로 표

지된 암모니아”가 지시하는 대상은 양성자 10개와 중성자 8개 그리고 전

자 10개로 이루어진 물질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행성이 성립한다면 3)과 6)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과학적 동

일성도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물 = 방사성 동위원소인 질소로 표지된 암모니아 ··················· 7)

분명히 과학적 동일성에 IC의 기준을 적용하면 7)까지의 도출과정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7)이 보여주는 과학적 동

일성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매우 이상한 결과이다. 왜냐하면 우

리는 일상적으로 물은 결코 방사성 동위원소인 질소로 표지된 암모니아

가 전혀 아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도 

“물”이 지시하는 대상은 “방사성 동위원소인 질소로 표지된 암모니아”가 

아님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런 모순적인 결과가 나온 것은 과학적 

동일성의 이행성이 성립한다는 가정이 잘못되었던지 아니면 IC라는 틀이 

잘못되었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IC의 기준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

인다면45) 과학적 동일성의 이행성이 성립한다는 가정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IC를 받아들인다면 적어도46) 과학적 동일성의 이행성은 

IC와는 동시에 성립될 수 없는 속성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45) IC라는 기 이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상이 그것을 이루는 

미시 인 상들의 합에 불과하다는 가정은 과학에서 리 받아들이는 

가정으로서 쉽게 포기될 수 있는 가정은 아니다. 따라서 과학  동일성의 

이행성과 비교해볼 때 우선은 IC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논의에서는 우선 과학  동일성의 기 으

로 IC를 받아들 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46) 논리 으로 볼 때 IC와 과학  동일성의 이행성이 동시에 틀리는 것이 가

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지만 그런 경우는 우리의 논의에서 일단은 배

제하도록 한다. 여기서 “ 어도”라는 표 은 IC와 과학  동일성의 이행성

이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다는 의미에서 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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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우리는 과학적 동일성을 동일성으로 받아들인다면 동일성의 중요

한 조건 중 하나인 이행성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매우 딜레마적인 상황이다. 과학적 동일성을 동일성으로 인정하면 동일성

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인 이행성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과학적 

동일성을 더 이상 동일성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과학적 동일

성이 이행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거시적인 대상을 미시

적인 부분들의 단순한 모임이나 합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는 플레이스

가 제시한 IC의 구도로 과학적 동일성을 파악했기 때문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논변에 담긴 논증의 구조를 일반적인 도식을 이용해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다.

(1) Mw (물의 거시적인 단계) = Mw-1 (물의 분자적인 단계)

(2) Mw-1 (물의 분자적인 단계) = Mw-2 (물의 소립자적인 단계)

(3) Ma (암모니아의 거시적인 단계) = Ma-1 (암모니아의 분자적인 단계)

(4) Ma-1 (암모니아의 분자적인 단계) = Ma-2 (암모니아의 소립자적인 

단계)

(5) IC의 기준을 적용하면 Mw-2 (물의 소립자적인 단계) = Ma-2 (암

모니아의 소립자적인 단계)

(6) (1), (3), (5) 그리고 과학적 동일성에 대한 이행성의 가정에 의해서

(7) ∴ Mw (물의 거시적인 단계) = Ma (암모니아의 거시적인 단계)

(8) 그러나 우리가 속한 세계에서는 Mw ≠ Ma이다.

(9) 따라서 전제에 포함되어있는 두 가지 가정들인 과학적 동일성의 

IC 기준과 과학적 동일성의 이행성 중 적어도 하나는 잘못된 것이

다. 둘 다 동시에 참일 수는 없다.47) (귀류법)

47) 앞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학  동일성의 IC 기 을 맞

는 것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논증에 따르면 과학  동일성

에 한 IC의 기 을 맞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역설 으로 이행성의 기

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으므로 과학  동일성은 동일성인데 이행성이 성립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행성은 동일성이 성립

함을 보여주는 요한 조건이자 지표 에 하나인데 과학  동일성을 동일

성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이행성이 성립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것이 이 논변에 담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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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동질적 대상 간의 관계에 대한 이행성의 문제

그렇지만 앞 절에서 살펴본 물과 암모니아에 대한 IC의 적용과 과학적 

동일성의 이행성에 관해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들이 가능

할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은 다음과 같은 대응일 것이다. 

이 논문의 전체 논의를 통해서 판단해보면 결국 과학적 동일성이 논리적

인 측면에서 진정한 동일성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행성의 성립 여

부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물과 암모니아라는 하나의 사례만 가지고 논의

의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즉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매우 타당한 대응이며 사실상 앞의 

사례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반론들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정말로 과

학적 동일성의 이행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이려면 물과 암모니아처럼 서

로 다른 대상이 아니라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과학적 동일성 문장들 

간에 이행성이 성립하지 않는 분명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만일 그런 사례를 보일 수 있다면 과학적 동일성의 이행성이 성립하

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3.2.2.1. 동일한 대상을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관찰하기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전자(electron)”라는 과학적 대상에 대한 사례

는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과학적 동일성의 이행성

이 성립하지 않음을 잘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처럼 보인다.48) 양자역

48) 양자역학을 과학  동일성에 한 사례로 든 것은 요한 의미가 있다. 보

통 우리는 물리계 안의 상에 해서 악할 때 이것을 입자로 간주하고 

입자론 인 존재론  계를 암암리에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고 역학 인 

틀을 제로 상을 악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어떤 상이나 그것을 구

성하는 입자들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크다면 이런 제를 받아들이는 것에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입자들의 크기가 원자 수 으로 작아지면 이

런 제를 받아들이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 자”라는 아원자 입자의 를 활용해서 “ 자”를 과학  동일성 문장을 

통해서 악할 때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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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quantum mechanics)이 태동하기 전까지 전자는 고전역학(classical 

mechanics)적으로 볼 때 질량을 가지는 입자로 간주될 수 있었다.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관과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며 실제로

도 전자를 고전역학적으로 취급하는 많은 물리학 교과서에서는 전자를 

“입자적”으로 취급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전자는 특정한 전하량49)을 

가지는 기본입자이다.”라는 과학적 동일성 문장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

대 물리학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해서 전자를 보다 더 미시적인 소립자

적인 수준에서 살펴보자면 전자는 렙톤(lepton)50)이라는 소립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IC의 기준을 적용해보면 보다 미시적인 수준에서 

“전자는 특정한 전하량을 가지는 렙톤입자이다.”라는 과학적 동일성 문장

이 성립하게 된다.

그렇지만 양자역학에서의 관점에서 보자면 전자는 “파동적”으로 취급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전자는 파동이다.51) 파동은 특정 

49) David W. Oxtoby, H. P. Gillis, Alan Campion (2008), 부록  물리 상

수(Physical Constants) 부분을 참조하면 자의 하량(electron charge) 

e는 e = 1.60217653 × 10-19 (C)임을 알 수 있다.
50) 리처드 인만⋅로버트 이턴⋅매슈 샌즈 , 박병철 옮김 (2004), p. 

4-12: “렙톤에는 자와 뮤- 간자, 그리고 뉴트리노가 있다.”
51) Ibid., pp. 37-8 - 37-10: 양자역학에서의 이  슬릿 실험(double slit 

experiment) 등은 자의 이러한 동 인 속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요

한 실험이다. 다음과 같은 인만의 언 은 자가 가진 동성을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구멍 두 개를 모

두 열어놓은 실험에서 얻어진 P12가 P1 + P2와  딴 으로 생긴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수면  실험에서 이와 비슷한 결과를 얻은 이 있다. 그러

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 “ 자는 간섭을 일으

킨다.” 자의 경우: P12 ≠ P1 + P2 동도 아닌 자가 간섭을 일으키다

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 ( 략) ... 보다시피 수학  과정

은 동의 경우와 완 히 동일하다! 자들이 오락가락하는 복잡한 길을 가

면서 이 게 단순한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자는 총알과 같은 입자처럼 덩어리의 형태로 

도달하지만, 특정 치에 도달할 확률은 동의 경우처럼 간섭무늬를 그리

며 분포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는 “어떤 때는 입자 다가,  어떤 때

는 동처럼 행동한다”고 일컬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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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특정한 공간적 위치를 차지하는 입자와는 달리 공간에 퍼져있

다.52) 파동은 입자와는 존재양상이 다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속한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파동은 우리가 속한 세계의 

시공간에 존재하며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서 검출이 가능한 인과력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 가지 

실험 장치들을 활용하면 이러한 파동의 작용을 검출해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파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자는 여러 개의 파동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 IC의 기준을 적용해보면 “전

자는 특정한 파동들53)의 합으로 이루어진 대상이다.”라는 과학적 동일성 

문장이 성립하게 된다.

이제 과학적 동일성의 이행성에 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위한 기

본적인 설정이 충분히 마련되었다. 전자를 “입자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다음과 같은 과학적 동일성이 성립한다. 이러한 과학적 동일성에는 물론 

IC의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전자 = 렙톤 입자 하나 ····························································· 1)

그리고 전자를 “파동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다음과 같은 과학적 동일

성이 성립한다. 역시 이러한 과학적 동일성에도 IC의 기준이 적용된 것이

다.

전자 = 특정한 파동들의 합 ······················································ 2)

52) Ibid., pp. 47-1 - 47-2: “ 동은 진동계와 하게 련되어 있지만, 진동

과 달리 동은 한 장소에서 시간축에 해 진동할 뿐만 아니라, 공간상에

서 특정 방향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 ( 략) ...  물리학에는  다른 

형태의 동이 등장한다. 주어진 장소에서 입자가 발견될 확률 진폭을 나타

내는 물질 (matter wave)도 일종의 동인데, 이것은 앞에서 잠시 다룬 

이 있다. 물질 의 진동수는 에 지에 비례하고 동수는 운동량에 비례

한다. 물질 는 양자 역학에서 추 인 역할을 한다.”
53) 양자역학에서는 이 게 자를 나타내는 동을 동함수(wave function)

라고 하며 주로 Ψ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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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과학적 동일성이 이행성을 가진다고 전제한다면 1)과 2)에 의해

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과학적 동일성이 얻어진다.

렙톤 입자 하나 = 특정한 파동들의 합 ····································· 3)

그렇지만 3)식에서 볼 수 있는 과학적 동일성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

기 매우 힘든 동일성이다.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다. 두 대상이 같다면 

동일성에 관한 라이프니츠의 법칙에 따라서 그 대상이 가진 속성들이 같

아야 할 것인데 입자인 렙톤과 특정한 파동들은 그 속성들이 다를 수밖

에 없다. 가장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속성으로 입자인 렙톤은 공간적으로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파동은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

지 않다. 따라서 3)의 동일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3.2.1절에서 보

았던 논증의 구조에서와 마찬가지의 논리로 IC의 기준과 과학적 동일성

의 이행성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위의 논증에서 IC의 기준과 과학적 

동일성의 이행성을 뺀 논증의 전제인 1)과 2)는 현대 과학의 연구 성과에 

의해서 밝혀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논증의 

경우에는 과학적 동일성의 이행성 가정에 문제가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

는데 그 이유는 1)과 2)까지의 도출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과학적 

동일성의 이행성을 가정한 이후에 3)의 도출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과학적 동일성의 이행성 가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명확하다.54)

54) 한 익명의 심사 원께서 다음과 같은 지 을 해주셨다. “3.2.2.1 에서 ‘

자’라는 ‘동일한 상을 완 히 다른 맥락에서 찰’한 것은 단순히 다른 맥

락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론에서의 귀결이다. 따라서 이 사례를 과학  동

일성의 사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의 이행성을 문제 

삼는 것은 이 논문의 논 에 부 해 보인다.” 매우 타당한 지 이라고 생

각한다. 그리고 이 논문에 한 추후의 보다 생산 인 논의를 해서라도 

꼭 필요한 지 이다. 이러한 지 에 해서 간단한 답변을 말 드리면 다음

과 같다. ‘ 자’의 경우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물’과 같은 경우 서로 다른 이

론이 아니라 의 화학 이론이라는 같은 이론 내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

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존재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이다. 만일 그 다면 심사 원의 지 과는 반 로 과학  동일성은 이행성

을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결론을 강화하게 된다. 이러한 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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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과학적 동일성의 이행성에 대한 다음과 같

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과학적 동일성의 이행성에서 거시

적인 대상과 각 미시적 층위들 간에 성립하는 동일성은 각각의 특정한 

맥락에서만 성립한다. 하나의 특정한 맥락에서의 미시적 층위와 다른 특

정한 맥락에서의 미시적 층위끼리의 동일성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미시적 층위끼리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과학적 동일성이 왜 진정한 동일성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유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플레이스의 과학적 

동일성에 대한 비판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심리철학 분야에서의 심

신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 사실상 심신동일론이 등장하자마자 주

목을 받았지만 또한 굉장히 빠르게 비판을 받고 주도적인 심신이론으로

서의 자리를 내주게 된 주된 이유는 바로 동일성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

들 때문이었다. 그러한 반론들 중에서 특히 동일성과 관련된 주된 비판에

는 퍼트넘(1967)과 포더(1974) 등이 제시한 복수 실현 가능성(multiple 

realizability)에 의한 비판과 크립키(1972)가 제시한 동일성의 필연성을 

이용한 비판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들에 담긴 논리적인 구조를 자세

히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들은 동일성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

로는 동일성에 대한 부분적인 옹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55) 그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첫 번째로 복수 실현 가능성이 동일성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

는 A=B라는 동일성이 실현됨에 있어서 그것이 성립하는 종 특이성에 따

라서 A=B'도 될 수도 있고 다소 극단적인 종의 경우에는 A=C도 될 수

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종을 고정시켜놓고 보면 A=B라

는 동일성이 성립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사람의 경우에 “고통 = C-신경 섬유의 작동”이라는 심신 동일성은 

성립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복수 실현 

추후의 논의를 통해서 보완되어야 하며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5) 특히 이러한 주장에는 “과학  동일성”을 진정한 동일성으로 받아들이겠다

는 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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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종 특이적인 동일성(species-specific identity)을 인정하는 셈

이다. 두 번째로 동일성의 필연성에는 만일 “물 = H2O”라면 이것은 우연

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세계에서 필연적으로 “물 = H2O” 즉 “□ 물 

= H2O”이어야 한다는 양상적인 주장이 담겨있다. 물론 이 주장 전체는 

조건적인 진술로서 조건문의 전제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지

만 크립키는 “물 = H2O”를 경험적이면서도 필연적인 진술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적어도 우리가 속한 세계에서는 “물 = H2O”라는 동일

성이 성립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역시 이 경우에도 

“물 = H2O”라는 경험적인 측면에서의 과학적인 동일성 자체가 성립한다

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과학적 동일성에 대한 비판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이다. 복수 실현 가능성이나 동일성의 필연성이라는 동

일성 비판과 달리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점은 과학적 동일성이 애초에 

경험적인 역에서도 동일성의 형태를 띤다고 주장되고 있을 뿐 진정한 

동일성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즉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 동일성이 성

립하는데 그것이 여러 맥락에서 다양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복수 실현 

가능성의 반론이나 그것이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해야 한다는 동일성의 

필연성과는 달리 과학적 동일성은 진정한 동일성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

이다. 따라서 과학적 동일성이 진정한 의미에서 동일성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을 토대로 주장된 심신 동일성 역시도 동일성이 되지 못한다. 또한 

이러한 비판을 조금 더 확장해보자면 복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피해서 최근에 새로운 동일성의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능적인 동

일성 개념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기능적인 동일

성은 물론 과학적 동일성과는 다소 다른 맥락에서 만들어진 측면이 있기

도 하지만 여전히 부분적으로는 과학적 동일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과학적 동일성에 대한 비판은 기능적인 동일성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 적용될 수 있다.56)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과학

적 동일성에 대한 비판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

56) 어떠한 비 이 용될 수 있는지는 추후에 더 연구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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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심신 동일성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되며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과학적 동일성은 그 성립 근거가 미

미하며 진정한 동일성으로 볼 수 없다. 두 번째로 과학적 동일성에 대한 

고찰은 심신 문제의 해결 및 여러 관련된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특

히 최근의 문제와도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논의의 역사가 50

년이 넘었지만 침체에 빠진 심신 문제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동일성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통찰이 필요하며 여기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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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Scientific Identity Real Identity?: A View from U. T. 
Place's Identity Concept as the Identity as Composition 

Focusing on the Transitivity Problem

Young-Ho Kim

The identity theory of mind-body is a kind of mind-body 

theory in which its defenders maintained that mind could be 

identified with a physical entity, or its correlated part of a brain. 

The concept of identity played a crucial role in this theory. Thus 

we could call identity holding between mind and body as 

mind-body identity. By the way, historically looking into the first 

stage of the identity theory of mind-body in detail, we can find 

that the first advocators of this theory suggested mind-body 

identity not independently but through scientific identity. Scientific 

identity is the identity which was established in these scientific 

hypotheses, viz., “A cloud is a mass of water droplets or other 

particles in suspension” or “Water is H2O”.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whether scientific identity is valid or not, to determine 

the validity of the mind-body identity.  

When we investigate this scientific identity, it follows that this 

concept cannot be satisfied with logical criteria of real identity. 

Particularly, the biggest problem is the problem of transitivity in 

so far as considering the criteria of identity. U. T. Place (1956) 

recognized this problem as important and meaningful one in the 

philosophy of mind and tried to solve this. In this article, we 

start to deal with scientific identity as IC (the identity as 

composition) which Place once suggested. And we will criticize 



부록 177

the validity of this Place's identity concept thoroughly. The main 

conclusion which we can get is that we cannot consider scientific 

identity as real identity any more. This conclusion is very 

significant to discuss mind-body problem. Because previous 

arguments against the identity theory of mind-body accepted 

scientific identity itself as valid one implicitly or explicitly. If so, 

we need to move back to the starting point of the identity theory 

of mind-body and reexamine real meanings and problems 

containing in scientific identity to get the right solution to the 

mind-body problem.

Key Words: Identity Theory of Mind-Body, Scientific Identity,   

U. T. Place, Identity as Composition, Redu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