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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철학의 현재와 미래



2022년 한국과학철학회 정기학술대회 프로그램 (안)

일정 발 표  및  내 용 사 회
ZOOM 회의 ID

1일차

오후

2022.6.29

(13:00 ~
18:30) 

12:30 ~
13:00 

 등록 (ZOOM 회의 오픈: 12:30)

13:00 ~ 
13:10

 회장 인사말
이충형

(포스텍)

13:10~
14:40

 세션1 대표 강연:

Ÿ 장회익 (서울대) 과학철학에서 '온전한 앎'까지 

Ÿ 이영의 (고려대) 왜 과학철학자가 체화인지에 

주목해야 하는가?

이충형

(포스텍)

15:00 ~
17:50

 세션2A: 장회익의 새 자연철학 (북심포지움)

Ÿ 이중원 (서울시립대) 인식과 존재의 뫼비우스적 

순환: 그 자연철학적 함의

Ÿ 이정우 (경희사이버대) 생명과 정신에 대한 몇 

가지 의견

Ÿ 최무영 (서울대) 새 자연철학의 물리학적 함의

Ÿ 정대현 (이화여대) ‘양자’의 비지칭성과 

장회익의 온의식

Ÿ 장회익 (서울대) 응답과 논평

김재영 

(한국과학

영재학교)

15:00 ~
17:50

 세션2B: 체화인지 1

Ÿ 정우진 (경희대) 조현병 뇌질병설에 관한 검토

Ÿ 김광영 (경희대) 정신질환에 대한 푸코적 접근: 

광기와 AD/HD를 통해

Ÿ 한기하 (경희대) 로날드 랭의 정신질환에 대한 

실존현상학적 이해

Ÿ 최민영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신경과학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권리로서 신경자기결정권에 

대한 탐색

이기흥
(원광대)

15:00 ~
17:30

 세션2C: 과학적방법의 문제

Ÿ 이상원 (서울시립대) 데리다의 에크리튀르와 

라투르의 문헌적 기록하기

Ÿ 이찬우 (UC Davis) More Philosophies by 

Less Philosophy When the Practice Doesn’t 

Settle Philosophy

Ÿ 고경아 (제주대) 비판적 실재론을 경유한 

방법론적 다원주의의 가능성: 진화론의 사례를 

검토하며

전진권

(명지대)

18:00 ~
18:30

 한국과학철학회 총회 및 제9회 논문상 시상식
정동욱

(경상대)



2일차 

오전

2022.6.30

(09:30~
12:00) 

09:30 ~
12:00

세션3A: 카를로 로벨리의 관계적 과학철학

Ÿ 이승일 (U. Illinois UC) 로벨리의 관계적 

양자역학을 위한 관계적 존재론

Ÿ 김재영 (한국과학영재학교) 겹실틈 실험으로 본 

관계적 양자역학과 서울해석

Ÿ 양경은 (한국교원대) 로벨리의 고리 양자 중력 

이론의 공간과 시간 해석

정재민

(한양대)

09:30 ~
12:00

 세션3B: 과학적 실재론은 어디로?

Ÿ 박승배 (유니스트) The Two Requirements on 

the Use of 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

Ÿ 구본혁 (한국과학영재학교) 기적 불가 논증은 

불필요한가?

Ÿ 이정민(한경대) 과학적 실재론에 대한 쿤의 

도전

최이선

(이화여대)

09:30 ~
12:00

 세션3C: 기술/법 철학

Ÿ 강철 (서울시립대) 팬데믹의 대응: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니체주의

Ÿ 김건우 (GIST) 과학기술의 시대, 권리는 누구의 

것인가: 이른바 ‘비인격주체’(non-personal 

subjects)를 중심으로

손화철

(한동대)

2일차 

오후

2022.6.30

(13:30~
16:40) 

13:30 ~
16:30

 세션4A: 체화인지 2

Ÿ 배문정 (우석대) 인지과학의 사이버네틱스 전망

Ÿ 정혜윤 (명지대) 마음의 예술적 확장

Ÿ 신혜은 (경동대) 고유수용감각과 만나기: 허벅지 

속에 오징어뼈가 있다

Ÿ 이상욱 (동의대)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장르에서의 정서유발 전략

안희돈

(건국대)

13:30 ~
16:30

 세션4B: 개별과학의 철학

Ÿ 강형구 (국립대구과학관) 상대성 이론과 철학 

사이의 관계 설정을 위한 두 시도: 

라이헨바흐와 카르납의 초기 물리 

철학(1920-1926) 비교 연구

Ÿ 차봉석 (경상대) 베다우의 약한 창발론에서 

복잡성과 관련된 문제

Ÿ 김진영 (서울대) Mutual Manipulability, 

Constitutive Relevance, and a Mechanism of 

Action Potential

Ÿ 오경준 (한양대) ‘원시 데이터 집합'을 중심으로 

파악한 데이터 집합의 "강한 모형-적재성"에 

대한 제안

허원기

(서울시립대)

16:30 ~
16:40

 폐회사
정동욱

(경상대)



세션 1 : 대표 강연

장회익 (서울대)
   과학철학에서 ‘온전한 앎’까지

이영의 (고려대)
   왜 과학철학자가 체화인지에 주목해야 하는가?



장 회 익
2022.6.29
한국 과학철학회



나에게 과학철학이란 무엇인가?

과학철학의 의미를 체험적으로 회고

함으로써 과학철학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를 생각해보려 함

체험적 회고를 통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면, 이는 곧 의미있는 주제로 여겨짐



나와 과학철학의 외형적 인연

1959:   과학철학 학습: 부전공 수준

1984:   서울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설립

1988:   두브로브니크 과학철학 모임- 온생명 논문

1998:   한국 과학철학회 창립 회장 역임

‘과학철학’ (제1권 제1호, 첫 논문)

“나는 ‘과학철학자’인가?”

전문적 의미 vs 비-전문적 의미



내 과학철학 수업(1959~1960)

Hans Reichenbach: 

상대성이론의 철학적 의미

Henry Margenau:

아인슈타인의 실재성 개념

Albert Einstein: Philosopher-Scientist

edited by P. A. Schilpp (1949)



과학철학 = 과학 + 철학 ?

권녕대 교수의 견해

2 배의 노력 요구

과학철학은 내 학문의 안내원리

과학을 철학적으로 하자

본질적 핵심적 주제 선택

심층적 통합적 이해 추구



지적 이정표: 준비 단계

1957  물리학 선택

1959  과학철학 학습

1969 물리학 Ph.D. 취득

1976 온생명 개념 파악

1984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설립

1988  온생명(global life) 논문 작성



지적 이정표: 정리 단계

1990 『과학과 메타과학』

1998 『삶과 온생명』

2009  『물질, 생명, 인간』

2014  『생명을 어떻게 이해할까?』

2019 『장회익의 자연철학 강의』

2022  『양자역학을 어떻게 이해할까?』



연결과 대비

자연에 대한 사고 자연의 기본 원리

인식 물질

문명 생명

인간(주체) 인간(객체)  



연결과 대비

자연에 대한 사고 자연의 기본 원리

인식 물질

문명 생명

인간(주체) 인간(객체)

『과학과 메타 과학』 『삶과 온생명』 『물질, 생명, 인간』
『생명을 어떻게 이해할까?』 『장회익의 자연철학 강의』
『양자역학을 어떻게 이해할까?』



과학적 앎의 수용 방식

과학적 앎 ⇒ 일상적 앎

분절적 형태의 관념의 틀

과학적 앎 ⇒  온전한 앎

통합적 형태의 관념의 틀



일상적 앎, 과학적 앎, 온전한 앎

과학철학



“온전한 앎”의 한 모형

지리적 앎의 위상:  지구의(地球儀)

온전한 앎의 위상:  뫼비우스의 띠

http://happieu.egloos.com/5476079
http://happieu.egloos.com/5476079


왜 뫼비우스의 띠인가?

앎의 정합성을 바로 반영하는 기하학적 구조

가 갖출 조건:

(1) 논리적 부정합이 있어서는 안 됨

원형(圓形) 또는 구형(球形)

(2) 객체와 주체의 일원이측면성 반영

때로는 객체 부각, 때로는 주체 부각

⇒ 뫼비우스의 띠



온전한 앎으로의 지향

자연에 대한 사고 자연의 기본 원리

인식 물질

문명 생명

인간(주체) 인간(객체)  

http://happieu.egloos.com/5476079
http://happieu.egloos.com/5476079


이러한 지적 작업의 목표는?

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인류지성이 이루어낸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심층적으로 통합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우주와 나 자신의 참 모습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내 자신의 삶을 영위하자

새 자연철학: 현대과학의 핵심적 내용을 하나의

통합된 관념의 틀 위에 정착시키는 작업
(지구본, 뫼비우스의 띠, 접이부채 모형, 밥상 차리기)



과학철학과 “온전한 앎”

새 과학철학의 과제? 

현대과학의 핵심적 내용을 하나의 통합된

관념의 틀 위에 정착시키고(새 자연철학)

이를 바탕으로 인류의 주된 지적 성취를

재 구성하는 작업(뫼비우스의 띠)

즉 “온전한 앎”을 추구하는 과제를 과학철학

의 새 영역으로 삼을 수 있을까?



왜과학철학자가
체화인지에

주목해야하는가?

이영의
고려대학교

2022년 한국과학철학회
정기학술대회



1. 체화인지이론

2

• Theory of embodied cognition

• 인지는뇌-몸-세계의함수이다.
Cognition = f(brain, body, world)

• 인지는몸을가진유기체와세계의역동적관계에서창발한다.
• 反데카르트주의



체화된 인지 Embodied cognition 인지는 몸과 세계와 관계에서 창발한다.

내장된 인지 Embedded cognition 인지의 작동은 몸에 의존한다.

행화적 인지 Enactive cognition 인지는 체화된 행위이다. 현상학

확장된 인지 Extended cognition 인지는 세계로 확장된다. 기능주의

분산된 인지 Distributed cognition 인지는 세계로 분산된다.

상황적 인지 Situated cognition 인지는 상황에 의존한다.

생태적 인지 Ecological cognition 인지는 생태적 규제에 대한 반응이다. J. J. Gipson 

3



적용 영역

• 심리철학, 생태심리학, 생물학… 

• embodied theory of cognition 
• embodied cognitive science
• embodied theory of art, music, culture 

• embodied philosophy of science?



2. 인지과학

1970s 기호주의
Symbolism

인지주의
Cognitivism

인지는규칙에따른계산이다.

1980s 연결주의
Connectionism 인지는신경망에서이루어진계산이다.

1990s 신경과학
Neuroscience 인지는뇌의작용이다.

1990s 체화주의
Embodimentism 인지는몸-뇌-세계의관계에서창발한다.

5



6

F. Varela etc(1991), p. 7.



7

F. Varela, “Neurophenomenology: A methodological 
remedy for the hard problem”, (1996), p. 332.



“인지전쟁” (Cognition War)

• 인지과학, 생명과학, AI

계산주의 체화주의

내재주의 외재주의

표상주의 반표상주의



체화주의에 대한 반응

• 부정적 반응
Churchland, Block, Click & Koch 

• 소극적 수용
Goldman, Giere, Dennett

• 적극적 수용
Clark, Noë , Thompson



나의 논변

논변 반응 결과

부정적 논변 부정적 반응 PS에 좋지 않은 결과

긍정적 논변

소극적 수용

PS에 좋은 결과

적극적 수용



3. 부정적 논변

• 뇌중심주의(neurocentrism): 뇌는 심적 과정의 중심이다. 
- Crick(1994): 자아와 자유의지는 환상에 불과하다.
- Gazzaniga(1998): 심리학은 신경과학으로 대체될 것이다.
- Goldman & Vignemont(2009): 뇌는 마음의 중심이고, 전부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심성 사건이 발생하는 곳이다.“

• 체화주의: 뇌는 심적 과정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다. 
인지= f(뇌, 몸, 세계)



Francis Crick

• 놀라운가설(The astonishing hypothesis): “’You’, your joys and 
your sorrows, your memories and your ambitions, your sense of 
personal identity and free will, are in fact no more than the 
behavior of a vast assembly of nerve cells and their associated 
molecules. … ‘You’ are nothing but a pack of neurons.” (1994, p. 
3.)

• 사람들이놀라는이유: (a) 환원론적접근, (b) 의식의본성
(qualia), (c) 자유의지



신경 환원론

• 심적 과정은 신경 과정으로 환원된다.
• 심리학은 신경과학으로 환원된다.

• 환원의 문제
-실현 불가능한 목표
-실패의 역사: 통일과학, 통섭(consilience, Wilson, 1998) 
-개념적 문제: ‘이상한’ 자유(Libet), ‘환상적’ 자아(Crick)



해결 불가능한 문제

• 의식의 어려운 문제(Hard problem of consciousness): 
Chalmers(1995): 인지과학의 표준적 방법으로 설명 불가능한 문
제

• 부분·전체의 오류(Mereological problem): Bennett 
and Hacker(2003): 전체로서의 인간에게 귀속되는 심적 과정을
그 부분인 뇌에 귀속하는 오류



4. 긍정적 논변

• 체화적 인지과학(embodied cognitive science)가 성립하듯이 체
화적 과학철학(embodied philosophy of science)도 성립한다.

• 체화적 과학철학은 과학철학에 좋은 결과를 낳는다.



좋은 결과

a 영역 확장

b 새로운 주제 개발

c 미진한 부분 활성화



a. 영역 확장

• 체화적 과학철학(embodied cognitive science)

• 신경현상학(neurophenomenology): Varela(1996), Lutz(2002), 
Thompson(2006), 

• 행화적 인공지능(enactive AI): Froese & Ziemke(2009)
• 체화적 인류학(embodied anthropology): Fuchs(2021)
• 행화적 정신의학(enactive psychiatry): de Haan(2020)



b. 새로운 주제 개발

• 행화(enaction): “A living organism enacts the world it lives in.” Varela, 
Thompson, and Rosch(1991)

• 예측적 뇌(predictive brain): “predictive brains act as entry-points 
for extended minds, and embodiment and action contribute 
constitutively to knowing contact with the world.” Clark(2017)

• 통속심리학적 내러티브(folk psychological narrative): “Folk 
psychology is, in essence, a distinctive kind of narrative practice.” 
Hutto(2012). Gallagher(2020)

• 새로운 실재(Reality+): “Virtual reality is genuine reality.” 
Chalmers(2022), thechnophilosophy



c. 미진한 부분 활성화

• 사회인식론(social epistemology)
1) 소극적 수용
- Giere(2002): distributed scientific cognition
- Goldman(1987, 1999): Veritism
2) 적극적 수용
- de Jaegher & di Paolo(2007), Thompson & Staplton(2009): 
Social sense-making:

- Gallagher(2005): Primary intersubjectivity



예상되는 반박

• 체화주의는 과학철학의 전통적 주제를 다룰 수 없다.
인과, 설명, 실재론, 입증, 과학적 추론…

• 대답
1) 아직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 체화주의적 방식으로 설명할

것이다.
2) 그 설명은 “표상주의, 계산주의, 내재주의”에 대한 비판을 기

반으로 할 것이다. ⇒ 기존과 다른 설명



5. 맺는 말

• 체화주의에 대한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과학철학자는 체화주의
의 도전, 즉 “인지는 체화된 것”이라는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
여야 한다.

• 인지가 체화된 것이라면, 과학적 인지의 체화성이 설명되어야
한다. 특히, 체화성과 객관성의 관계.



세션 2A : 장회익의 새 자연철학

이중원 (서울시립대)
   인식과 존재의 뫼비우스적 순환: 그 자연철학적 함의

이정우 (경희사이버대)
   생명과 정신에 대한 몇 가지 의견

최무영 (서울대)
   새 자연철학의 물리학적 함의

정대현 (이화여대)
   ‘양자’의 비지칭성과 장회익의 온의식

장회익 (서울대)
   응답과 논평



이중원

(서울시립대)

인식과 존재의 뫼비우스적 순환
: 그 자연철학적 함의

[2022년 한국과학철학회] 북 심포지움(2022.06.29)



우주의진화

■ 자연의 기본 원리
 자유에너지 흐름을 통한 물질과 우주의 형성(1차 질서의 출현)

 2차질서 형성을 통한 생명의 출현

■ 인간(객체)
 인간의 지적 능력의 형성 및 진화

 인식대상에서 의식주체로의 인간의 자기 이해

■ 인간(주체)
 인간의 주체적 삶과 문화의 형성

 인간의 의식활동을 통한 지성(앎)의 출현

■ 자연에 대한 사고
 자연/우주에 대한 지적 재구성(지식의 생성)

 자연에 대한 축적된 지식으로부터 자연의 존재론화



일차질서의출현

■ 자유에너지 흐름과 물질/우주의 형성

 기본 원리

 일정한 대상계(천체)에 자유에너지 투입, 물질이 이동하여 우연한
짜임들이 형성, 이것이 성장해 어떤 임계치에 도달하면 여러 규모
의 비교적 단단한 조각들(사물)로 파열됨, 이 조각들이 물질의 흐름
을 제어하는 새로운 제어물 구실, 다양한 형태의 바탕질서와 국소
질서들이 조성되고 유지

 변화 양태

 물질의 변화 : 쿼크 원자핵, 전자 원자 분자 복합입자

 물질의 결집과 별의 출현: 물질 분포의 비균질성과 중력, 물질이 좁
은 영역에 집결, 내부 온도와 압력 상승, 핵융합

 지구의 탄생과 국소질서의 형성(자유에너지의 유입, 입자들의 요동, 
요동에 의한 준안정상태로의 전이, 우연한 짜임 형성 등) 



이차질서의출현

■ 자체촉매적 국소질서 ALO(Auto-catalytic Local Order)

 국소질서 가운데 자신의 존속기간 이내에 자신과 대등한 국소
질서를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국소질서

■ 생명의 출현

 자체촉매적 국소질서에 의한 정교한 이차질서 출현

 이차질서는 상호의존에 바탕 한 진행형 복합질서

 이차질서(복합질서)의 존재론적 단위 : 온생명

 생명체의 출현

 낱생명 : 우리 눈에 보이는 생명체, 복합질서 안에 있는 한 참여자, 
여타 참여자들과의 상호의존적 관계 맺기가 생존의 관건

 인간의 출현



지성(앎)의출현

■ 인간
 복합질서 안의 한 참여자(인간 외에도 다양한 지성체 가능)

 외적 상황에 대한 내부의 반응(내부와 외부 사이의 동조 관계)
의 결과, 외부 정보의 내적 반영으로서 지식 탄생

 지적 활동의 주체적 양상

 지적 활동의 주체에 대한 자각 : 주체와 객체의 구분

 “Cogito ergo sum” 주체의 발견

■ 인간에 의한 자연 이해와 자기 이해
 인간은 자기를 기준으로 자연 이해

 자연에 대한 ‘상세한 앎’ : 명료성, 정확성, 현실 적응성

 ‘통합적(온전한) 앎’:우주, 생명, 인간의 본질에 대한 간결함, 포괄성

 통합적인 앎에 의거, 자연 이해의 기준인 자기에 대한 재 이해

 뫼비우스의 띠: 우주가 인간을 창출하는 모습 + 창출된 인간이 자
신을 창출한 우주와 인간을 다시 자신의 지성 안에 담는 순환



온전한앎: 뫼비우스적순환

자연에대한사고 자연의기본원리
(존재론추론)

물질

지성 (우주)

[인식] [존재]

(앎)

문화 생명

(앎의주체로의전환)               

인간(주체) 인간(객체) 

※ [뫼비우스띠 : 내면(정신세계),  외면(물질세계)]

http://happieu.egloos.com/5476079
http://happieu.egloos.com/5476079


■ 인간의 사고가 과연 자연의 실재를 제대로 포착할 수 있
는가?

 “이해란?”(아인슈타인, 1936)

 감각경험들 사이에 어떤 질서를 형성시키는 일

 세 가지 요소 : 일반적 개념들의 창출(ontology) + 이들 개념 사이의
관계들(formulation) + 일반 개념들과 감각경험 사이를 잇는 특정의
관계 (epistemological requirement) 형성

 존재론적 수정과 인식론적 요구의 중요성

 과학자들의 기본 태도 : 존재론은 암묵적으로 전제, 인식론적 요구는
감각경험으로 환원, 오직 정식론에만 깊은 관심

 양자역학의 다양한 수수께끼와 해석들 : 양자이론 자체에 문제가 있
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존재론 및 인식론적 요구에서의 문제

 인식과 존재의 변증법적 순환

 합리적인 인식과정을 통한 존재 세계에 대한 이해 심화

 존재론적 수정을 통한 인식 지평의 확대

앎이란?



■ 앎에 대한 메타적 고찰

 앎의 대상(내용) + 앎의 주체에 대한 분석

 앎은 앎의 주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식)활동, 또 하나의 자연현상

 앎의 내용이 앎의 대상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중요

 앎의 주체란

 어떤 물리적 실체가 앎의 주체가 되려면, 조직상 변별구조 존재

 “앎의 주체가 그 안에 앎을 가진다는 것은 이에 해당하는 조직상
의 변별 구조가 존재함으로써 그 내적 기능에 해당하는 앎의 “내
용”을 이 변별 구조가 물리적으로 대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중적 위상(관점)

역학적 서술의 대상: 몸(사물)의 물리적 상호작용, 인식주체의 기
능적 작동과 직접 무관, 역학 모드(mechanical mode) : 외부로부
터 물리적 자극,일정한 상호작용 유발(역학적 진행)(동역학 현상)

정보-반응 인지구성체 :구성체 내의 정보연산과정, 서술 모드
(descriptive mode) : 외부의 물리적 자극은 감지기구 상의 반응
촉발 역할, 반응 정보에 대한 인지 해석(정보적 진행)(자유에너지
의 소모에 따른 비평형 열역학의 한 현상)

앎이란?



■ 앎에 대한 메타적 고찰

 앎의 주체의 내부 구조

 일정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한 서술모드의 작동 : ‘앎의 주체 조직에
외부 정보 α가 가해져, 조직의 변별 구조 에 의해 특정되는 반응 β
가 나타난다.’

 기록물과 수행체

수행체 : 조직에 각인된 기록물의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 어떤
기록이 의미 있는가 없는가 판독, 의미있는 기록의 지시 수행

정합적 관계를 통해 (인)지적 기능 수행 : 기록물은 수행체에 영
향을 주어 일정한 방향의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함. 동시에 수행
체는 기록물 작동에 일정한 영향 주어 이것이 제 기능을 하게 함

 ‘준-순환’ 구조 : 되먹임을 통해 부분적 수정 가능한 변증법적 순환

 앎의 주체로서의 인간

앎이란?

의식모드 : 정신활동

서술모드 : 몸안에서의 정보흐름

역학모드 : 인간의 몸 자체



■ [구성요소1] 동역학(Dynamics) 이론(표상)

 대상의 (자연)법칙적 행동(일차질서)을 서술하기 위한 (형식)이론
체계

 대상의 속성에 대한 수학적 규정(표상) : 특성함수

 대상의 상태에 대한 수학적 규정 : 상태(혹은 상태함수)

 시간에 따른 대상의 상태 변화 : 동역학 방정식(운동 방정식)

 동역학 이론들

 小 패러다임적 구분 : 고전역학,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우주와 물질에 관한 기본적인 일차 질서 규명

동역학적앎의구조



■ [구성요소2] 존재론(Ontology)

 명시적인 지식 구성의 바탕이 되는, 세계의 구조와 구성 요소에
대한 사유 체계

 동역학 진술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존재 세계에 관한 개념틀

 [상태] 대상의 “상태”를 의미 있게 규정하는 개념 체계

상태는 대상에 속하는 속성이라는 의미에서 존재적

 [공간] 대상의 상태를 기술하는 공간(대상이 존재하는 공간)의 구조

■ [구성요소3] 존재와 표상의 연결(인식론적 요구사항)

 [상태 인지과정] 

 인식주체에 의해 대상의 상태가 인지되는 과정

 대상의 상태에 관한 정보가 인식주체에 도달하려면, 인지가능한 신호
와 그 전달 과정 중요 : 변별자 개념, 사건 개념

 사건을 통한 세계에 관한 인지적 해석

동역학적앎의구조



■ 동역학의 ‘상태’

 고전역학의 상태

 [표상] ‘대상이 어디서(특정위치)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특정속도)’


 [인식적 의미] ‘대상이 x-위치에 있다’ : 위치 탐색 변별체를 x-위치에
놓았을 때 (대상이) 변별체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변별체가 있는 x-위치에 대상이 있다는 의미

 [존재론적 의미] 

대상이 특정 위치 점유, 운동량 가짐(possession) (우리의 일상
경험과 일맥상통)

변별체에 ‘사건 야기 성향’으로서 상태 개념

(점유)        (│성향│=1)  : 제한적

동역학의자연철학



■ 동역학의 ‘상태’

 양자역학의 상태

 [표상] ‘대상이 상태에 있다’ 

 [인식적 의미] 시각 t에 위치 x에 변별체가 있는 경우 대상이 변별체
에 흔적을 남기는 사건을 야기할 성향 를 가지고 있음

 [존재론적 의미] 대상이 시각 t에 위치 x에서 사건을 야기할 성향
(event-arousing propensity)을 가짐

 동역학 상태 개념의 통합

 존재론적 통합 : 변별체의 ‘사건 야기 성향’으로서 상태 개념. 고전역
학(“점유”)(│성향│=1), 양자역학(“성향”)( 0≤│성향│≤1)

 표상 일반화

동역학의자연철학



■ 동역학의 ‘공간’

 특수 상대성 이론 등장

 공간과 시간의 구조에 관한 존재론적 수정

 따로 분리/독립했던 공간과 시간(3+1차원)      4차원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존재자로 통합

 서로 분리됐던 운동량과 에너지 (3+1차원)       4차원 운동량-에너지
로 통합

 양자이론 등장 : 위치 공간, 운동량 공간에 관한 존재론적 수정

 [고전역학] 두 개의 독립적인 위치 공간과 운동량 공간

 [양자역학] 4차원 이중공간(dual space) (푸리에 변환)

위치 공간과 운동량 공간을 하나의 존재자(상관적 실재)로 통합
(하나가 다른 하나의 맞-공간)

서로 분리/독립했던 4차원의 위치-시간 공간과 4차원의 운동량-
에너지 공간 역시 하나의 상관적 실재로 통합

 과학의 진보 : 독립적인 것으로 여겨진 두 존재자가 하나의 상관
적 실재로 통합

동역학의자연철학



■ 거시상태와 엔트로피 그리고 자유에너지

 통계역학 : 거시상태 간 변화(이차질서)를 확률적으로 서술

 미시상태(동역학적 상태)와 거시상태(통계역학적 상태)

 미시상태 : “우주 안의 물체들이 놓일 수 있는 가능한 (동역학적) 상
태들이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거시상태 : “이러한 상태들이 어떻게 분류돼 외형적으로 다른 형상인
거시상태를 이루며, 이것이 어떻게 다른 형상들로 변화하는가?”

 하나의 거시상태 : 배열과 움직임이 다른 수많은 미시상태들 존재

 엔트로피와 열역학 제2법칙

 𝑆 = 𝑘𝑙𝑜𝑔𝑊 : 하나의 거시상태가 갖는 짜임새의 척도(W : 거시상태에
속하는 미시상태의 수) (W가 적을수록 정교한 형상)

 열역학 제2법칙 : 고립계 전체 엔트로피 증가. ‘확률이 낮은(해당 미시
상태수 적음) 거시상태’에서 ‘확률이 높은(해당 미시상태수 많음) 거
시상태’로 변화

 자연철학적 함의

 대상의 속성인 자유에너지(𝐹=𝑈−𝑇𝑆) 흐름과 변화, ∆𝐹≤0

통계역학적앎의구조와자연철학



■ 왜 다시 자연철학인가?

 자연철학(自然哲學, natural philosophy) : 사변적 사유를 통해 자
연을 합리적이고 통일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려는 철학

 고대 그리스 자연철학 : 우주(자연)과 운동에 대한 사변적 탐구

 17세기 전후의 자연철학(뉴턴 등) : 자연과학의 선구자 역할

 자연철학에서 과학으로 : 19세기 “과학” 개념의 등장, 과학의 분야별
세분화

 21세기 자연(우주)에 대한 통합적인 사유체계 정립

 세분화한 과학지식간 충돌 : 일상적 세계관에 부합하는 고전 존재론
과 상대성 이론 및 양자역학의 새로운 개념 체계간 충돌 양자역
학의 수수께끼, 다양한 해석 고전 존재론의 수정과 새로운 통합
존재론 구축

 존재론적 고찰은 성숙한 이론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짐 : 과학이
론들이 통일된 존재론을 찾아 확고히 설 때까지, 패러다임은 정착되
지 않을 것

왜다시자연철학인가



감사합니다



생명과 정신에 관한 몇 가지 의견

장 교수님의 생명론(『장회익의 자연철학 강의』)은 슈뢰딩거의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출
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슈뢰딩거는 물리학과 화학의 원리들에 입각해 “살아 있는 유기체
라는 공간적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시공간적 사건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는 “생명의 물질적 운반체”라고 할 어떤 유전물질이 염색체 안에 있을 것이라 예측했고, 이
것이 ‘비주기적 결정체’일 것이며 그 안에 ‘부호기록(code-script)’이라 부를 중요한 정보 패
턴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런 그의 추측은 이후 전개될 분자생물학을 예견
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그는 “[생명이란] 내적 질서, 곧 낮은 엔트로피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열역학 제2 법칙에 따라 이것이 가능하려면 불가피하게 외부로부터 부-엔트로피[음
의 엔트로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간파했습니다.

장 교수님은 슈뢰딩거의 논의를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1) 슈뢰딩거는 생명(체)를 이해하
기 위해 별도의 특수한 물리학이 요청된다고 보았으나, 이후의 발달 과정은 그러한 물리학
은 필요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2) 생명체 내에 어떤 생명의 ‘본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
며(DNA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생명의 핵심은 DNA 분자와 세포의 나머지 부분들 사이의 
관계, 나아가 생명체와 주변 여건 사이의 관계(의 생성)에 있다. 

장 교수님은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 ‘국소질서’, ‘단순 국소질서’, ‘자체촉매적 국소 질서’를 
구분합니다. 국소질서는 잠정적인 준안정질서를 뜻하며, 우연히 음의 엔트로피가 생성되어 
무질서도(disorderity)가 잠정적으로 낮아짐으로써 존립할 수 있는 질서를 뜻합니다. 이 중 
자체촉매적 국소질서는 단순 국소질서와 달리 “자신이 ‘촉매’ 역할을 해 자신과 닮은 새 국
소질서가 생겨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되는 국소질서”를 뜻합니다. 이는 곧 ‘자기복제 
기능’을 보다 물리학적인 방식으로(능동성보다는 수동성의 관점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
고 수학적 연산을 통해서 자체촉매적 국소질서가 일단 우연히 탄생하게 되면,1) 이 국소질서
의 진화는 놀랍도록 빠를 수 있으며 그 결과 도래한 것이 오늘날의 지구생태계임을 설명합
니다. 특히 중요한 것으로서, 이런 진화는 ‘바탕질서’ 즉 생명계의 환경으로서 기능하는 물리
계(자유에너지와 배경 물질)를 조건으로 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장 교수님 논의의 핵심은 ‘생명’ 개념을 ‘낱생명’(개별 생명체들)이나 낱생명들의 네트워크
가 아니라 이 네트워크와 바탕질서 ― 물리세계 전체가 아니라 낱생명들의 네트워크와 하나
를 이루고 있으면서, 태양-지구계 위에 형성되어 약 40억 년간 생존을 유지해 가고 있는 제
한된/고유한 장 ― 를 합한 ‘온생명’이라는 점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낱생명은 생명이 아니
라 생명체이므로 접어둔다면, 논의의 핵심은 ‘생명’이라는 차원의 범위를 생명체들의 네트워
크만이 아니라 이것과 결코 분리될 수 없고 끝없이 함께 운동하는 바탕질서까지 포괄한 네

1) 궁극적으로는 “우연히”라고 해야겠지만, 장 교수님은 364-368쪽에 걸쳐 이 탄생에 대한 모델을 제
시하고 있습니다. 또, 368-369쪽에서는 ‘이차 질서’ ― “단순 국소질서들에 더하여 자체촉매적 국소
질서들까지 형성되고 있는 (바탕 질서 및 국소질서) 체계” ― 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물리적 
토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워크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동시에 이 네트워크는 막연히 물리세계 전체를 끌어
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들의 네트워크와 혼효(混淆)하면서 작용하는, 따라서 고유한 외연
을 갖는 장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정의해야 생명 개념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적실한 범위로써 규정된다는 것이 온생명 사상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논의 대상을 규정해 나갈 때, 어떤 개념적 틀, 인식론적 관점을 가지고서 접
근하는가가 그 논의의 성격을 상당 부분 좌우하게 됩니다. 발표자는 장 교수님과는 다소 다
른 개념적 틀과 인식론적 관점에 입각해 생명 개념에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이 틀/관점은 첫째로 일찍이 플라톤 사유가 그랬듯이 ‘에르곤(ergon)’을 출발점으로 삼습
니다. 즉, 논의 대상의 물질적 바탕이나 그 형태, 구조, ......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기능을 보여주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둘째로는 어떤 존재자의 본성은 그것
을 공간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시간적으로 파악할 때, 즉 그것의 현실성만이 아니라 잠재성
(virtuality)까지도 파악할 때 잘 드러난다고 봅니다.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으로 형태변이
(metamorphosis)를 겪는 전 과정을 염두에 두어야만 우리는 한 곤충의 본성에 대해 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영역을 논할 때 반드시 그것을 다른 어떤 영역으로 
환원하지 않고 그것의 가장 고유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론에 입각해야 한다는 생
각입니다. 이는 곧 존재론적 다원성, 반(反)환원주의의 입장입니다. 물론 더 넓은 시각에서 
여러 영역들을 종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종합이 올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우선은 
각 영역의 고유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존재론에 입각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틀/관점에 입각해서, 지면 관계상 다소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발표자는 생명을 
‘자기차이화’ 또는 ‘자기차이화하는 힘’으로 규정해 보고 싶습니다. 이 경우 생명체는 ‘자기차
이화하는 존재자’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차이화란 자기의 동일성을 보존하면서 차이생
성하는 것, 또는 차이생성하면서도 가지의 동일성을 보존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다시 세 갈래로 풀어 논할 수 있습니다. 

1. 동일성(identity/self-identity): 생명이란 무엇보다도 어떤 동일성을 가능하게 해 주는 힘
입니다. 동일성에 입각해 개체들이 가능합니다. 개체들은 형상을 와해시키는 엔트로피의 법
칙에 저항하면서(그것을 이용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합니다. 생명체는 이 동일성을 통해서 개
체성을 유지하며, 개체이기에 삶과 죽음이 분명하게 변별되는 존재자로서 존재합니다.

2. 차이생성(differentiation): 그러나 그 어떤 동일성/개체성도 타자와의 관계를 피해서 존
립하지는 못합니다. 타자와의 관계는 개체의 동일성을 깨뜨립니다. 때문에 생명이란 동일성
이라는 규정과 차이생성이라는 규정 사이의 모순을 안게 되는 존재입니다. 생명체들은 살려
고 하는(자기의 동일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존재자이지만, 또한 차이생성이라는 필연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자체에 모순을 내장하게 되는 존재자입니다.

3. 자기차이화(self-differentiation): 생명이란 무엇보다도 이 동일성과 차이생성의 모순을 
극복하는 힘/원리입니다. 생명체는 자기와 차이생성 사이의 모순을 극복하는 존재자로서, 생
명체에게서 모순율이 극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자기차이화로서, 즉 차이화하는 자기 또는 자기의 차이화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는 타자와 부단히 관계 맺으면서 차이생성을 겪으면서도 동일성을 잃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려면 차이생성을 어떻게든 소화해내야 
합니다. 이는 곧 생명체가 자기의 동일성을 계속 바꾸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차이
생성을 소화해내지 못할 때도 또 동일성을 고집할 때도 생명체는 죽게 됩니다. 결국 생명체
를 살게 만드는 생명의 원리는 곧 자기차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려면, 이 자기차이화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
해 봐야 합니다. 생명체가 차이생성을 소화해내면서 자신의 동일성을 바꾸어 나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형태’라는 말을 외형(morphē)이라는 즉물적인 의미에서 형상(形相, eidos)라는 고
차적인 의미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한에서, 우리는 생명을 조형력(造形力)으로 그리고 
생명체를 조형력을 발휘하는 존재자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명이란 형태를 만들
어낼 수 있는 힘이고, 생명체란 형태를 만들어냄으로써 자기차이화할 수 있는 존재자로 규
정됩니다. 



최무영

서울대학교물리천문학부

2022. 6. 과학철학회

새자연철학의
자연과학적 함의



동역학

자연현상의 설명 및 예측

← 관계된대상(계)의상태가어떠한가? 앞으로어떠할것인가? 

상태의 시간에 따른 변화 (시간펼침)

1. 시공간에 존재하는 계의 물리적 특성 표상 ← 동역학적 특성 함수 (L 또는 H)

계의 상태를 서술하는 일반적 방식 규정 ← 상태함수 Ψ

2. 처음과 나중 상태를 관련 짓는 법칙 ← 상태의 시간펼침을 기술하는 동역학 방정식

3. 현상의 설명 및 예측 ← 물리량 관측 (처음 값과 나중 값)

물리량과 상태 사이의 관계: 해석

대상의 처음 상태 대상의 나중 (임의 시각) 상태

상태변화의 법칙

동역학과 존재론



해석: 수학적 형식과 존재론 연결

1. 전통적 (고전) 존재론에 맞추어 형식 변경

보움역학 (de Broglie-)Bohmian mechanics: nonlocal “quantum force” 

동역학적 무너짐 dynamical collapse: Sch. eq.에 확률 항stochastic term 추가

2. 형식에 맞도록 존재론 수정

의식 해석consciousness interpretation: 물질-정신 이원론

뭇세계 해석 many-worlds interpretation: future non-unique? multiverse? radical metaphysics

⁝

수학적 형식: Dirac−von Neumann axioms에 기반

기존 공리 (Dirac-von Neumann) 수정

임의성, 과잉, 수학적 어려움, 양자역학에만 국한되지 않음

새로운 공리 체계: (5 or 4) axioms about probability* or information processing#

⇒ 양자이론: 새로운 형식의 확률이론 또는 정보이론 (물리계: 정보저장체) 

존재론 불확실, 상태의 표현(운동학)에 국한 (동역학 부재)



고전 존재론
고전역학적 상태: 위치 x와 속도 v 또는 운동량 p ≡ mv (= 물리량)*

위치 xk, 운동량 pl인 물체(대상)의 상태함수** ( , ) ( , )
k j lC i j xx p px p   = ontic

측정:  대상 인식주체
정보

⇒ 존재론에 인식론적 필요조건 변별체discerner

사건event  (없사건null-event)

인식함수epistemic function#
2

( ) with 1
i j

E

C i j x x j

j j

x a a = = 
대상 위치 xj 를 인식할 확률 |aj|

2 = {0, 1}
인식주체가 대상의 상태에 대해 지닌 지식의 정도

측정 (xj에 있는 변별체) 사건 일어남:

안 일어남: 

( )
i j

E

C i x xx  →

2

( ) ( )

( ) with 1
i k

E

C i k x x k

k j k j

x a a
 

 → =  없사건에도 바뀜

존재(상태)함수 ΨC: 불변 (이상적 측정), 사건과 무관, 현상으로 떠오르지 않음

변별자에 사건을 일으킬 성향propensity |aj|
2 = 0 or 1 ⇒ 실수로 확장?  0 ≤ |cj|

2 ≤ 1

존재론: 위치공간+운동량공간, 서로 독립적 ⇒ 하나로 합병?  상대론: 4D(공간-시간) 4D(운동량-에너지) +-

epistemic



존재론 수정

(양자)상태함수
2

( ) with 1
i jQ i j x x j

j j

x c c = = 

위치 xj 인 변별체에 사건이 일어날 확률 |cj|
2 = [0, 1] 

ontic

측정 (xj에 있는 변별체) 
사건:

없사건: 

( )
i jQ i x xx  →

2

( ) ( )

( ) with 1
i kQ i k x x k

k j k j

x c c
 

 → = 

측정공리measurement axiom

(1) 상태함수의 성향 실수로 확장: 0 ≤ |cj|
2 ≤ 1

(2) 4D 위치(시간)공간 + 4D 운동량(에너지)공간 합병: 4D 이중공간
⇒ 양자 존재론

4차원 이중공간 4D dual space: 4D space-time ⇄ 4D momentum-energy
↑

Fourier transform

연속공간
2

( ) ( ) ( ) with ( ) 1Q x dx x x x dx x   =  −  = 
상태함수 (위치공간) 위치 x 인 변별체에 사건이 일어날 확률

(cj ∈ ℂ)



운동량공간 ( ) ( ) ( )Q p dp p p p   =  − 운동량 변별체에 사건을 일으킬 성향

위치공간 상태함수 Ψ(x) ⇄ 운동량공간 상태함수 Φ(p)
↑

Fourier transform

4차원 벡터 x ≡ (x1, x2, x3, x4) ≡ (x, y, z, t)        position-time 4-vector

k ≡ (k1, k2, k3, k4) ≡ (kx, ky, kz, ω)  momentum-energy 4-vector

( )
4 k x

2

1
(x) (k)

2

id k e


 = 푸리에변환 Fourier transform

( )
4 k x

2

1
(k) (x)

2

id x e


−  = 

거꿀변환 inverse transform

4 3

4 4

1 1

k x i i x y z

i

k x k x k x k x k y k z t 



= =

   − = + + −  Minkowski space

운동량 k ≡ (kx, ky, kz),  에너지 ω

reciprocal to position-time 4-vector x    상반벡터reciprocal vector

⇐  momentum-energy 4-vector k *

4D dual space로 결합하면 자연스럽게 설명

⇐ 4D 시공간 (상대론);  파동성 (양자역학)

⇒ 양자역학은 본원적으로 상대론적



새로운 존재론과 양자역학

상태함수 Ψ(x, t): 시각 t에 위치 x에서 사건을 일으킬 성향*

기대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x dx dt x t x x t t dx dt x t t x t

k dk d k k k dk d k k       

=   =  

=   =  

 

 

운동학: 기대값expectation value과 불확정성uncertainty

#

* *or  ( , ) ( , ); ( , ) ( , )k dx dt x t i x t dx dt x t i x t
x t


    

=  −  =     
    

 

⇒ 운동량과 에너지의 위치/시간 표현 andk i i
x t


 

−
 

불확정성 ( ) ( )
2

22 2* *( , ) ( , ); ( , ) ( , )x dx dt x t x x x t k dx dt x t i k x t
x

 
 =   −    =  − −     

 

1 1
; similarly,

2 2
x k t      ⇒ 불확정성 원리

HIZ & MYC, Results Phys. (2022)



동역학

동역학공리 dynamical axiom

가설: (정지)질량 m 인 물체의 동역학은 다음 식으로 지배됨

2 2 2 2 2k k k m


  − = −

The momentum-energy 4-vector k is subject to the mass m by

andk i i
x t


 

−
 

만일 k = p (= mv, 고전운동량): 상대론의 에너지-운동량 관계 m2c4+ p2c2 = (ħω)2 =E2   *

여기서 kμ 는 (p와 관계없이) 상반벡터로 정의: 위치-시간 4-벡터와 푸리에변환으로 연결

⇒ 위치/시간 표현

(1) Ultra-relativistic limit (m = 0; 빛알photon):

(2) Non-relativistic limit (m ≫ k): 

k k =  =

간단한 경우 (두 가지 극한)

2
2 2

2

k
m k m

m
 = +  +

21
( )

2
k U x

m
 = +

m

energy level shifted 

by the constant m

potential energy U(x)

→ U(x)⇐ → m+U(x)



* *( , ) ( , ) ( , ) ( , )

1
( , ) ( , )

dx dt x t i x t c dx dt x t i x t
t x

x t x t
c t x

    
  =  −    

    

 
  = − 

 

 :k =

andk i i
x t


 

−
 

Recall

파동방정식 wave equation

⇒ Ψ(x, t) = f(x−ct),  wave moving at light speed c

21
( ) :

2
k U x

m
 = +

2 2

2
( , ) ( , ) ( ) ( , )

2
i x t x t U x x t

t m x

 
  = −  + 

 

* *( , ) ( , ); ( , ) ( , )k dx dt x t i x t dx dt x t i x t
x t


    

=  −  =     
    

 

Schrödinger equation



운동량: 상반벡터 k  vs 고전운동량 p (= mv)

동역학공리의 기대값

( ) ( ) 24-velocity    v , , ( ,1); proper time   1
d d t

t t t v
d dt

  
 

= = = = − r r v

2 2 2( 1) 1v v


 = − = −

2 2 2 2k k m


 − = −

2 2 2 2 2 2 2andk m v m   = =

교체: andk k p E →  → 

andp mv E m  = =

양자요동 무시 ⇒ 고전역학

상대론 (고전역학)

22 0k k  − =

Non-relativistic limit (γ = 1):
2

21
  and  ( ) ( )

2 2

dx p
p mv m E k U x U x

dt m m
= = = = + = +

( ) ( )dE p dp U x dx p dp U x

dt m dt x dt m dt x

  
= + = +   

( )
0

dp U x

dt x


=  = −



(비상대론적) 고전역학

Hamilton’s canonical eq.



전통생물학: 기계론mechanism* vs 생기론vitalism#

현대생물학 ⇐ 진화론(+유전학)과 분자생물학

환원주의적 존재론

미시환원주의: 환원하는 대상과 환원되는 대상이 부분전체 관계 (전체는 부분으로 분해됨)

cf. (구성뿐 아니라) 속성의 존재론적 환원, 인식론적 환원

개체주의: 전체 구성하는 부분들이 상호의존이나 상관관계 필요 없이 독립적 개체로 기능

한계: 실제로는 다른 부분과 관계 중요

e.g. 환경의 영향 (정보교류), 유전자 위치에 따라 표현형 변화, 유전자 불안정성, 후성유전,…

생기론 폐기 ⇐ 존재론적 이원론 (정신 vs 물질) 폐기

유기체론organicism: 비환원적 물리주의?  

복잡성과 떠오름
존재론적으로 낮은 복잡성 단계에서는 실현되지 않음

인식론적으로 낮은 복잡성 단계를 포괄하는 이론으로 설명 불가능

환원과 떠오름에서 부분과 전체의 수준? 계층성!

생명과 정보

⇒ 세련된 기계론? 

생명 현상



구성요소 조직이 계의 정보량이 많도록

자유에너지 소비, 정보의 흐름

정보의 전달

환경과 정보 교류 (개체, 적응) 

변이와 선택 ← 정보 교류 (집단)

짜임 organization

대사 metabolism 

번식 reproduction 

응답 response 

진화 change

Time-dependent change ('development')

Lipthos

(plant)

1) Living things are organized

4) Living things react to environments

Homeostasis

hv

React'n

Adaptat'n

5) Living things change

Evolution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체도 물질로 이루어짐

생명의 정의는 아니고 속성일 뿐*



정보information 

슈뢰딩거E. Schrödinger, 생명이란 무엇인가What is Life?

negentropy (free energy)

code (nonperiodic, complex; DNA)

볼츠만L. Boltzmann

생물계는 복잡계(뭇알갱이계)로서 생명은 그 구성원 사이
의 협동현상이다. 

개개요소가아니고특별한짜임에있음

“Thus the general struggle of life is neither a fight for basic material... 

nor for energy...but for entropy becoming available by the transition 

from the hot sun to the cold earth.”

정보교류동역학

정보처리 작동으로 제어되는 정보몰이상호작용*으로 복잡성을
유지∙재생

환경과 상호작용(정보교류) ⇒ 자신의 정보량 늘림

⇐ 자체촉매적 국소질서autocatalytic local order#

→ 복잡성complexity
떠오름

항상성homeostasis



자유에너지(에너지+정보) 흐름: 일+짜임새(복잡성)

정보 교류 → 짜임

에너지 교류: 일

열
정보내용info content에서 다름

온생명Ohn-life

= 낱생명 + 보생명

낱생명individual life

보생명co-life

HIZ & MYC, Physica A (2018)

열

일

장회익



e.g., 빨강빛 λ = 680 nm ⇒ ηm = 0.76 

41
0

3
??

3

E
F E TS aT V= − = − = − 

빛알기체 Photon gas

빛알

온도 T0 에서 (평형) 자유에너지 F(T0) = E(T0) – T0 S(T0)

온도 T인 환경에 도달: 일반화 (비평형) 자유에너지 F(T; T0) = E(T0) – TS(T0)

→ (평형) 자유에너지 F(T) = E(T) – TS(T)

열역학 둘째 법칙 ⇒ W ≤ F(T; T0) – F(T)

에너지
4( )E T aT V=

2 4
3

3 3

4
( )

3 15

k
S T aT V a

c

 
=  

 
엔트로피

자유에너지

에너지 가용률accessibility 0
0

0 0

( ; ) ( )
( ; ) m

F T T F TW
T T

E E
 

−
  

0 0

0
0

0

1 1
1 log ,

1

x x

m x

x e e
x x

x x e kT kT

 


−

−

 − −
= − +   

−  
진동수 ω인 빛알

해 (Ts = 5800 K)                   지구 (빛알 T0 = 1400 K → T = 300 K)



지구

정보교류와 온생명

온생명 = 낱생명 + 보생명

보생명 = 다른낱생명 + 환경

해

개체 1 (낱생명)

개체 2

(낱생명)
낱생명

온생명의 일부로서 살아가
는 의존적 존재

40억년의 진화과정이 축적

환경과 정보몰이상호작용
으로 자신의 정보량을 늘
려서 복잡성을 유지·재생
하는 지향적 개체

상속정보: 진화를 통한 떠오름, 유전으로 세대를 걸쳐 전달 (몸) 대상정보

획득정보: 환경과의 상호작용, 곧 학습에 의해 개발 (골) 인식정보*→ 대상정보
?

tkd



여현 장현광: 근대학문(과학)적 태도 (성찰)

『宇宙設』과 『答童問』: 이치를 추구하는 방법론과 인식론을 다루면서 합리적인 논리 적용

구성 물질의 개념과 존재물의 관찰 ⇒ 변화의 원리

(= 실제 물리학의 과정: 구체적인 특정지식 → 보편지식, 곧 일반적 법칙)

얻어진 변화의 원리 ⇒ 존재물의 현재 상태 확인 ⇒ 과거와 미래 상태를 얻어낼 수 있음

(= 동역학법칙을 이용한 예측)

앎과 삶: 통합적 사고

周敦颐, 『太極圖說』

陰陽 ↔ 자유에너지 흐름

五行 ↔ 대상정보 (짜임새, 복잡성), 자유에너지 구체화

앎의 바탕 구도



인간의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이해

• 주체로서 인식 (인문학): 정신 현상 ← 두뇌 (신경그물얼개)

• 객체로서 탐구 (과학): 정신 현상 → 신경그물얼개 (두뇌)

스스로 성찰

info organizing info

주체와 객체

떠오름

뫼비우스 띠 Möbius strip
⇐  일원이측면론물질(몸)과 정신(맘); 주체와 객체

물질 객체: 낱생명 ----→ 온생명

주체: 나 (→ 우리) → 온우리

정신 객체: 낱문화 ----→ 온문화

주체: 낱의식 ----→ 온의식

짜임



앎 ⇄ 삶: 정보교류를 통해 복잡성 유지 (항상성)

과학 활동: 온생명의 인식적 기능 담당

과학(학문): 근본 목적은 삶(몸과 맘)의 질 향상, 인간과 사회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 아님

東西古今文理, 곧 동아시아와 서유럽, 옛 것과 새 것, 그리고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포괄하는 아마도

세계 유일의 저서이다. 넓은 분야에 걸쳐 논의를 단순히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잘 어우러져서 통합적

사고의 중요한 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통합학문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것을 모색하는 출발점

을 제공한다. 삶과 앎을 깊고 정확한 과학을 바탕으로 고찰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앎과 삶

인간: 온생명과 우주의 주체

⇒ 새 자연철학: 인간의 자기 이해, 우주의 자기 이해

“현대인의 삶의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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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는 말: ‘양자’ 비지칭성 역설

『장회익의 자연철학 강의』: 우주론의 체계적 철학.

인간언어는 전통적인 물질 관념에 기반해

‘책상’, ‘호랑이’, ‘원자’와 같이 물질 이름을 지칭적으로 사용;

비지칭적인 ‘양자’는 그러한 개체 단위적 물질 관념을 해체하고 있다. 

논제: “장회익의 온의식론의 우주론적 철학은 ‘양자’의 비지칭성에 기반한다”

‘양자’의 비지칭성이 제기하는 물질의 과제를 확인하고(2절)

물질의 이해를 향하여 양자 현상의 실재론적 차원을 탐구하여(3절)

그에 기반해있는 양자 현상의 기능론적 차원을 밝혀(4절)

장회익의 온의식 개념의 모습을 떠올리고자 한다(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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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질의 과제 -‘양자’의 비지칭성

(2.1) ‘양자’의 지칭성 믿음의 뿌리- 전통적 개별자 지칭성이 사용된 역사

데카르트; 뉴턴; 칸트: 공통적으로 상정했던 것

아리스토텔레스- 실체 개념과

라이브니츠- 동일성 원리

이러한 실체적 개별자와 동일성 개념들은

인과, 설명, 이해, 믿음 등의 인간 경험의 총체적 구조에서 구성적 역할을 한다.

(2.2) ‘양자’의 지칭성의 믿음의 붕괴: 상대성이론

상대성이론: 질량분포 (에너지-운동량의 분포) 가 주변 시공간에 굴곡을 주면서

휘어진 4차원 시공간을 형성; 중력장 안에서의 물체의 운동.

아인슈타인은 기존의 바탕관념을 대안적 바탕관념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바탕관념> 자체를 폐기, 관측가능한 물리량들로 대체했다고 장회익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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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양자역학은 ‘양자’의 비지칭성 논제의 근거를 마련했다.

양자와 같은 모든 존재물은 그 자체가 “위치와 운동량을 가지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상태함수로 표현되는 상태에 있을 뿐이라고 한다.

관측되는 모든 성질(위치, 운동량 등)은 이 상태함수를 통해

일정한 방식으로 도출되는 구조를 가진다고 본다(206-211쪽, 4장).

장회익은 양자를 소위 ‘관측’할 때 양자가 시간 공간적 실체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지닌 사건 야기 성향(propensity)과 주체의 관측 촉각을

연결하는 변별체(discerner)로서 나타난다는 것이다(471-477쪽).

서울해석의 변별체 개념은 ‘양자’의 지칭성 논제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양자’의 비지칭성 논제를 선명하게 개진하는 장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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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그러나 ‘양자’의 비지칭성 논제에 대한 하나의 반문이 가능하다.

물리학자가 실험실에서 “하나의 양자를 쏘기도 하고 두 개의 양자를 쏘기도 한다”라고

말할 때의 ‘양자’는 무엇인가?

여기에선 양자가 개별화되고 있지 않는가?

그 개별화는 양자의 동일시(同一視, identification)를 전제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양자 개별화에서 ‘양자’의 지칭성이 없이 어떻게 동일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

여기에 우선 두 가지 대책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양자’의 비지칭성 논제를 변별체 개념에서처럼 거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자를 쏘기 위해 양자를 <동일시>할 때에는 지칭성을 긍정하지만,

양자를 <관측>(觀測, measurement)할 때에는

양자가 변별체의 개념하에 종속, 흡수되기 때문에

‘양자’의 비지칭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양자는 변별체가 구성되기 전의 것이기 때문에

첫째 대응은 무력해지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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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응은 동일시 개념 자체를 축소하는 길이다.

동일시란 어떤 변항 x와 어떤 표현 e에 대해 “x는 e이다”라는 동일성 명제의 표현이다.

관측이란 동일시된 e에 대해 e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대한 측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측은 단순 동일시가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다시 발생하는 복합적 동일시.

이는 <최초 동일시>와 구별되어 “재동일시”(reidentification)라 불려지기도 한다.

관측이 요구하는 <재동일시>는 개별자, 동일성 등의 개념을 필요로 하지만

<최초 동일시>는 그러한 개념들의 부담없이 해석될 수 있다.

최초 동일시 “x는 e이다”에서 표현 ‘e’는 <같은 대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 경험에서 나타난 <특정 관심의 한 대상>이기만 하면 된다.

<같은 대상>은 시간, 공간에서 동일한 개별자로 지속될 것이 요청되지만,

<특정 관심의 한 대상>은 그러한 구속이 발생하기 전의 자유로운 대상인 것이다.

그렇다면 ‘양자’의 비지칭성 논제로부터 물질의 과제는 선명해지는 것 같다.

물질을 나타내는 어귀들도 비지칭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지칭적 해석은 프레게-러셀의 의미 지칭론을 대체한

비트겐슈타인의 의미 사용론과도 맥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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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질의 이해1 – 양자 현상의 실재론적 차원

(3.1) 양자의 실재론적 함축: 양자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241쪽)

양자가 가지는 파동을 서술하는 슈뢰딩거 방정식의 함축을 살피는 것이다.

양자의 상태가 위치와 운동량의 값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태함수, 복소함수 Ψ(x, t)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x와 t가 의미하는 바는 양자가 (213쪽, 4장)

“어느 시점, 어느 위치에 존재할 확률이 얼마냐”라는 시간 공간적 관심보다는

어느 시점에서 양자가 “어느 위치에 존재할 확률이 얼마냐”라는 공간적 관심이다.

함축: 양자의 파동성은 특정 공간에 필연적으로 한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x라는 변항의 가능한 값으로 모든 공간에 편재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파동이란 그 자체로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 표상의 공간의 모든 지점에서 어느 순간에도 취할 수 있는

진폭치의 범위에 의해 정의되고,

파동함수는 고차원적 공간의 한 장(field)으로 간주된다(Ney 2021: 34).

즉 파동함수는 파동 또는 장으로 표상가능하다.

그렇다면 양자의 실재론적 함축의 하나는 그 파동함수적 충만성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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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양자’의 비지칭성논제를 수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실재론적 함축은

양자 현상 또는 물질의 자기 조직성(self-organization) 가설이다.

장회익은 “우주의 물질 생성과 그 변화”(315-325쪽, 6장)를

우주 초기의 급팽창, 자발적 대칭붕괴, 인플레통 마당, 대칭붕괴 상전이 등으로 조명;

“오늘 우리가 보는 기본 입자들과 기본 상호작용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입자들과 상호작용은 어떻게 나타났을 것인가?

어떤 가설이 이 물음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자기 조직성 가설이 아니라면 어떤 가설이 이 자리에 들어 올 것인가?

후보 가설들: 창조; 우연; 인과;

* 복잡계의 뭇알갱이들-“비선형 형태로 상호작용”하고

“모든 크기의 구조들이 스스로 짜여 있다” (최무영 ‧ 최인령 2017: 19).

그러나 자기 조직성 가설은 철학사에서 생소한 것이 아니다.

라이브니츠의 모나드들은 상호간의 인과적 관계없이 자기 조직적 실체로 개진한 것;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도 물질의 비물질화로서의 과정으로 이해;

물질로부터 마음이 출현(emergence) 했다는 부수현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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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물질의 또 하나의 실재론적 속성은 에너지라 할 것이다.

뉴턴은 질량 m의 물체가 받는 힘 F는 m이 속도 v로 움직일 때

운동량 p의 크기와 같다(111-113쪽)고 하여,

에너지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 할 수 없었다(177쪽).

아인슈타인은 뉴턴이 “일을 해줄 능력”으로 이해한 에너지 개념을

“E=mc²: 에너지는 질량을 광속의 제곱에 곱한 값과 같다”로 정의하여,

고전역학을 계승, 발전시켰다.

이처럼 에너지 개념에 대한 첫째 변화는 뉴턴의 중력이란 존재하지 않고

“물체의 질량이 주변의 시공간을 일정한 방식으로 휘게 만들고 주변 물체들은

그 휘어진 시공간에서 가장 짧은 거리로 움직”(182-3쪽)일 뿐이라는

아인슈타인의 “기상천외한” 통찰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둘째 변화는 볼츠만의 통계역학으로 도달한 열역학 제1법칙에서 나타난다:

어떤 고립된 계에서 “대상 자체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이것이 지닌 에너지의 총량이 일정하다”(274쪽, 5장).

에너지와 물질은 동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호구성적이면서

에너지가 물질을 비물리화하는 성향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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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의 이해2 – 양자 현상의 기능론적 차원

양자 현싱의 실재론적 위상: 파동함수적 충만; 자기 조직성; 에너지

양자 현상의 기능론적 차원: 앎; 정보; 생명

(4.1) 앎: 물질적 대상(object)은 인식주체와 독립적인 실재로 간주되어 왔다.

“대상(對象)”- 독일어 대상 단어 “Gegenstand”-“맞서 있다”의 뜻.

장회익은 칸트적 인식주체k 와 대상을 통합하여 “전체를 새로운” 인식주체c로 본다.

이 새로운 인식주체c는 세가지 모드를 갖는다.

첫째는 역학모드로서 물질로 구성된 물질세계의 일부로서 역학현상의 일부이고

인지기구를 포함하는 인식주체c₁; 실험실 안 과 밖의 대상 대상들을 포함.

둘째는 서술모드로서 관측에 열려있지 않은 상태층과 관측에 열려있는 사건층을 연결하는

고리로서의 변별체를 구성하여 서술하는 인식주체c₂의 모드이다.

셋째는 의식모드로서 서술모드의 내용을 의식의 차원에서 떠 올리는 인식주체c₃의 모드.

그러므로 세 모드가 통합된 새로운 인식주체c가 도달하는 인식적 앎은

개별적 연구자 보다는 집합적 주체에, 낱개적 대상 보다는 연결된 대상들에,

낱생명보다는 온생명에 열려있게 된다.



(4.2) 정보:

정보는 장회익에게서 ‘서술모드’라는 메타이론적 개념의 부분으로 나타난다.

인식주체c₂ 는 “서술되는 대상으로가 아니라 서술하는 기구로 기능”하는 서술주체;

대상과 조우할 때 “정보를 읽어내고 동역학적 연산을 수행하며 결과에 대한

예측과 확인 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전체 시스템”(475쪽)이다.

이 단계에서의 정보는 수동적이다.

그러나 뒤의 절에서 보이는 것처럼

장회익의 정보 개념은 인식주체c₃ 의 의식모드에서

정보론적 의식 모델이 나타내는 정보의 능동성을 갖는다.

장회익에게서 양자의 기능론적 차원은

좁은 의미에서 앎; 정보; 생명의 세 주제로 분류되지만

넓은 의미에서 세 주제는 앎 또는 인식주체c로 통합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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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생명: 물질이 장회익의 온의식과 이어지는 또 하나의 차원은 생명 개념.

생명이란 유기체가 디엔에이 같은 내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구조가 햇빛 같은 외부상황과의 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구성된다고 믿는다.

다람쥐나 민들레 같은 유기체는 자기복제적인 자체촉매적 <국소질서>를 갖지만

외부와 떨어져 유지되는 생명의 독립된 단위가 아니고 자율적 체계를 이룰 수 없다.

장회익은 이들을 “낱생명”이라 호명하고

햇빛 같은 외부 조건들이 마련하는 자유에너지를 공급하는

<복합질서>에 들어갈 때 비로소 자체 충족적이고 자체 유지적이 되어

“온생명”이라 부를 수 있는 실체가 된다는 것이다(359-372쪽).

그렇다면 “이러한 생명으로는 오직 하나만 알려져 있다”라고 상정한다.

40억년을 지탱해 온 태양-지구의 질서 체계에서의

“우리 생명”(375쪽)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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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회익의 온의식

양자 기능론의 세 주제(인식주체성, 정보, 생명)를 통해 온의식론에 이른다.

(5.1) 장회익 인식주체c 는 역학모드, 서술모드, 의식모드의 세 모드로
집합적 주체; 연결된 대상; 온생명을 일차적 범주로 상승;                 

그의 온전한 앎, 온의식에로 인도한다. 

먼저 집합적 주체는 관찰, 인식, 과학의 개념의 분석을 통해 선명해진다. 
양자 역학에서 “관측 전후에 대상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명제를 이해하는 방식은
“관측이 된 것”을 개별적 자연인 주체가 아니라 집합적 지성 의식의 주체로 해석하는 것. 

집합적 지성의 인식 활동이 전 인류적으로 공유될 때 이는 곧 집합적 인식주체c1. 

연결된 대상들이란 낱개적 대상들과 대조적이지만 집합적 지성으로서의 앎의 개별성과
개인적 지성으로서의 이해의 총체성 사이의 틈(486-489쪽)을 조명할 수 있다. 

앎은 개별적으로 낱개적 대상에 관계하지만
총체적으로 연결된 대상들을 아울러 이해를 포함하는 것이다. 

온전한 앎에 다가 가는 것이다. 

이 경지에서 온전한 앎은 “인간의 자기 이해인 동시에 우주의 자기 이해”(525쪽)라
할 수 있는 인식주체c2의 의식이라할 것이다. 

온전한 앎은 온의식과 동연적이게 된다.



(5.2) 장회익은 인식주체c를 통해 정보개념을 바라본다. 

정보는 외부로부터 입력되어 인식주체가 반응하는 바의 것(457-458쪽);

또한 정보적 의식론을 도입하여 신경 세포들 간의 연결망 소통처럼

의식 주체들 간의 연결망 소통과 유비적 관계의 능동성(장회익 1998: 238-242쪽). 
정보론적 의식 모델은 의식을 현상적으로가 아니라 정보적으로 확장하여, 

‘나’는 가족, 부족, 민족, 인류 공동체로 점점 확대되어 ‘가장 큰 나’에 이르게 되고, 

온생명의 유기적 조직에 대응하는 정보적 온의식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생명이 지구상에 나타난 40억 년 만에 처음으로 온생명은 통합적 의식.

(5.3) 인식주체c는 또한 온생명을 일차적 범주로 상승시킨다.

낱생명과 달리 온생명은 자유에너지를 공급하는

<복합질서> 안에서 자체 충족적이고 자체 유지적인 실재가 된다. 

인식주체c가 작동시키는 온생명을 바로 “온생명으로서의 인식주체c3”:

“인류의 집합적 지성에 의해 수행되고 축적되는 모든 지적 활동이

바로 이러한 집합적 주체의 인식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481-482쪽).

“우리의 의식은 낱 생명적인 의식을 지니면서도 전체가 서로 엮이고 유통이 되면서

온생명이라는 하나의 큰 그릇에 담긴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장회익 2009: 168)는 것이다.

내가 온생명을 느끼는 그 순간 나는 온생명의 주체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5.4) 양자 기능론을 통해 장회익의 온의식 개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온의식 개념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는 인식주체성 개념의 명료화이다.
‘인식주체성’은 좁은 의미로 정보와 생명과 더불어 제시되는 세 기능 중의 하나; 

넓은 의미로는 역학모드, 서술모드, 의식모드의 세 모드를 포섭하는 주체. 

인식주체c 개념은
물질/에너지 개념을 정의할 수 없었던 뉴턴 물리학과

이를 정의할 수 있었던 아인슈타인 물리학과 대조될 수 있을 것이다. 

칸트적 인식주체k 개념은 물자체를 인정하여 인식적 겸손을 유지해야 했지만
인식주체c 개념은 물자체를 부정하고 온전한 앎의 문법으로 우주적 지평을. 

물론 인식주체k 개념의 프레임에서 이해되고 지칭되어 온
‘바위’, ‘책상’, ‘민들레, ‘다람쥐’ 같은 물질 명사의 의미는

지칭론적 의미론이 아니라
사용론적 의미론으로 더 조명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일성 같은 논리 법칙도 관측 개념에 일관되게 더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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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과제는 의식 개념의 명료화이다.
양자 기능론은 물질 개념을 비물질화한다는 경향성을 보았다.

그러나 비물질화 경향성은 하나의 딜레마를 가리킨다.
: 어떤 현상도 알고리즘적이어야 계산적일 수 있고

계산성은 물질적인 것에 기반해 있는데 반해
의식은 알고리즘의 요소들로 분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질은 국소적(local)이지만 의식은 총체적(holistic)이기 때문이다.
물질 단위는 하나, 둘, 셀 수 있지만

의식 단위는 그렇게 셀 수 없고 단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물질과 의식의 전통적 괴리는 어떻게 메울 수 있을 것인가?
휠러 (Wheeler 1989)와 차머스 (Chalmers 2022: p. 148) 의 통찰로부터 하나의 단서:

“비트로부터 사물” (it from bit) 가설을 수용해야 한다면
이 비트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비트는 그 자체로 추상적이고 의미가 없어서 물리적 구조로 구현될 수 있지만
정보적 구조로 해석될 때 비로소 의미와 내용을 부여받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라는 것도 마음, 해석, 상상이 개입해야 하는 의식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식으로부터 비트로부터 사물” (it from bit from consciousness)라는

가설의 개연성을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 물질의 국소적 계산성과 의식의 총체적 단일성의 연결고리;
마이크로 현상/매크로 현상의 연결고리는 더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장회익의 철학은 양자 실재론(파동함수, 자기 조직, 에너지)에 기반하여

양자 기능론(인식주체, 온생명, 정보)에 도달하고

양자 기능의 세 가지 차원으로부터 온의식의 지평을 바라볼 수 있는 당당한 관점. 

장회익은 이제 그러한 온의식을 규정한다 (436-440쪽). 

데카르트 (1997: 117쪽)는 “사물은 국소적이고 정신은 총체적이다”라고 했지만, 

장회익은 양자역학에 힘입어 물질과 의식이 한 실체의 두 양상(장회익 2009: 150쪽), 

안과 밖의 구별을 허용하지 않는 뫼비우스 띠 같은 실재라는 가설을 제안한다. 

생명이 낱생명이 아니라 온 생명이듯, 

의식도 낱의식이 아니라 온의식, 단일의식인 것이다. 

두 사람의 의식이 달리 보이는 것은 의식을 담는 그릇이 둘이기 때문이고, 

의식의 내용은 같은 것이다. 

의식은 문화공동체의 공유물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의식은 낱 생명의 의식을 가지면서 전체 의식의 복사본이 되는 것이다. 

장회익은 이러한 관점을 “일원이측면론(一元二側面論)”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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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는 말_물질과 의식

『장회익의 자연철학 강의』 는 그 우주론적 철학을 체계화하면서

그 체계적 유연성을 10개의 주제를 10장으로 할당하여

<심우십도>같은 이야기 흐름의 유연성 구조에 빗댄

<심학십도>라는 이미지에서 얻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발표는 그의 우주론적 철학의 체계적 설득력을

‘양자’의 비지칭성과 온의식론의 연결 고리들에 대한 개념적 매핑의 한 방식을 제안. 

결론적으로, 장회익의 온의식론은 우주론적 철학을 향한 하나의 발판이다.

정보 매체의 활성화로 개인들이, 집단들이 개별화되고

주체화되는 매력도 있긴 하지만

또한 연결성을 불고하고 분리화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모두를 연대하는 온의식론의 형이상학은

철학적으로 정합적이고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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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B : 체화인지 1

정우진 (경희대)
   조현병 뇌질병설에 관한 검토

김광영 (경희대)
   정신질환에 대한 푸코적 접근: 광기와 AD/HD를 통해

한기하 (경희대)
   로날드 랭의 정신질환에 대한 실존현상학적 이해

최민영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신경과학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권리로서 신경자기결정권에 대한 탐
색



조현병 뇌질병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들어가며
서울대학교 정신과/뇌인지과학과 교수인 권준수는 뇌기능이상이 조현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했
다.1) 퓰리처상 수상 저널리스트인 론 파워스는 두 아이 모두 조현병을 앓았다. 그는 정신의학
의 역사와 자기 가족의 서사를 엮은 책에서 조현병을 뇌의 질병으로 간주한다.2) 앞의 권준수
는 Surviving Scizophrenia가 1983년 첫 출간된 이후 조현병에 관한 표준적 참고도서로 자
리 잡았다고 평가했다.3) 이 책의 저자인 풀러 토리는 조현병이 다발성경화증, 파킨슨병, 알츠
하이머병과 같은 뇌질환임이 입증되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4) 알츠하이머는 퇴행성 뇌질환이
다. 신경세포소실과 같은 물리적 변이가 병의 원인임이 분명하다. 조현병이 알츠하이머와 같
다는 말의 의미는 명확하다. ‘조현병은 뇌의 물리적 변이로 인해 발생한다.’ 센턴도 이 점을 
명시한다.5) ‘조현병은 뇌의 질병이다.’ 뇌질병설은 현대정신의학의 정체성인 생물정신의학을 
상징한다. 

약 200년의 역사를 지닌 현대정신의학은 질병분류학으로 시작했지만, 그 본래의 지향은 뇌
질병설로 상징되는 생물정신의학이었다. 예를 들어, 생물정신의학의 맥락에서 정신의학사를 
바라보는 에드워드 쇼터는 지난 두 세기 동안 정신의학의 주제는 신경과학을 어떻게 하면 치
료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평한다.6) 예를 들어, 현재는 조현병으로 불
리게 된 증상군을 조발성 치매로 범주화한 에밀 크래펠린도 조현병이 뇌질병이라고 했다.7) 사
실 이런 생각의 뿌리는 훨씬 깊다. 고대부터 의사들은 정신질환이 신경-구조적 변화와 연결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해왔다.8) 이 생각은 정신질환적 증상군이 뇌질병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강화되었다. 신경매독을 예거할 수 있다. 신경매독증상이 스피로 헤타균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바그너-야우레크가 신경매독증상에 대한 열치료를 시도한 이후, 수세기 동안 
기능성 정신병 즉, 기질성 병변이 뚜렷하지 않은 정신병의 물리적 치료법을 찾아내려는 노력
이 정신병 역사의 주된 줄거리가 되었다.9)

1) https://www.youtube.com/watch?v=fctQyQde5Lw. 의 강연 중 조현병 부분. 구체적으로 외부정보
와 뇌의 피질에서 오는 정보를 통합하는 시상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다는 해석을 제안했다. 

2) 이 점은 그가 정신질환의 뇌 질병설을 취하는 해리슨의 글을 인용하는 대목에서 비교적 분명하게 드
러난다. Ron Powers, 내 아들은 조현병입니다. 정지인 역 (서울: 푸른숲, 2019), p. 297.

3) E. Fuller Torrey, 조현병의 모든 것, 정지인 역 (서울: 푸른숲, 2021), p. 8.
4) E. Fuller Torrey, 2021, p. 204. 
5) Martha Shenton etc., Structural neuroimaging in schizophrenia: from methods to insights 

to treatments, Dialogues in Clinical Neuroscience 12(3), 2010, p. 317.
6) Edward Shorter, 정신의학의 역사, 최보문 옮김 (서울: 바다출판사, 2020), p. 125. 정신의학의 역

사, 지난 두 세기 동안 정신의학의 주제는 신경과학을 어떻게 하면 치료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
지에 집중되어 있었다. 에드워드 쇼터와 달리 심신의학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정신의학사가로 앤
드류 스컬을 들 수 있다. 

7) Paul Harrison, The Neuropathology of Schizophrenia, Brain 122, 1999, p. 593. 크래펠린은 
정신질환을 환경에서 연유하는 조울성 질환과 뇌의 내부에 물리적 원인이 있는 내인성 질환으로 분류
했다. 그가 dementia praecox라고 명명한 조현병은 후자에 속하는 것이다. 물론, 본고에서도 다루겠
지만 현재 조현병은 치매와 같은 퇴행성질환이 아닌 발달성장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크래펠린이 뇌
질병설주의자라는 판단에는 이설이 있을 수 있다. 그는 생물정신의학과 그 반대쪽에 속하는 심신의학
적 성향을 모두 지니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는 1896년 출간된 자신의 
책 5판에서 원인에 대한 생물학적 정신의학과 거리를 두겠다고 선언했다. 론 파워스, 182쪽. 그러나 
그가 생물정신의학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의 질병분류학은 원인에 대한 탐색이 가능하지 
않은 시기에 취할 수 있는 유사과학적 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8) Edward Shorter, 정신의학의 역사, 최보문 옮김 (서울: 바다출판사, 2020), p. 126. 



그러나 조현병 뇌질병설과 상반되는 견해도 있다. 먼저, 반정신의학을 들 수 있다. 미셸 푸
코, 로날드 랭과 함께 반정신의학을 대표하는 토마스 사즈는 생물정신의학을 정면으로 비판했
다. 그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개념은 신화 혹은 은유이다.10) 그는 정신질환이라는 개념 자체를 
회의한다. 한마디로 정신질환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11) 푸코는 권력관계의 
관점에서 정신질환을 평가한다. 그것은 사회적 훈육의 관점에서 이해 될 수 있다. 로날드 랭
은 실존현상학적 맥락에서 정신질환에 접근한다. 이들에 따르면 정신의학은 인간의 행동을 도
덕적, 사회적으로 분류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일 뿐이다.12) 둘째, 정신질환에 대한 질병중심모델
을 비판하는 샌드라 스타인가드를 들 수 있다. 그녀는 정신질환에 대한 접근방법이 질병중심
모델에서 약물중심모델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3) 이외에도 매드 프라이드 운동, 신경다
양성론 등 생물정신의학에 반대하는 이들, 단체, 운동이 적지 않다. 

이들 반생물정신의학자들은 심신의학의 범주에 속한다. 정신질환에 있어서 몸 뿐 아니라 마
음도 원인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는 심신의학은 정신분석학 뿐 아니라, 70년대에 탄생한 통합
의학의 질병관도 포괄한다. 심신의학은 뇌질병설로 상징되는 생물정신의학과 대립한다. “사람
들은 뇌 과학을 정신분열증에서 수줍음에 이르는 모든 것을 밝혀낼 수단으로 보는 세상에 산
다... (그러나) 심신의학은 여전히 빛을 잃지 않고 있다... 1940년대와 1950년대에 각광받던 
종합 프로그램인 정신신체의학... 1970년대에 탄생한 용어인 통합 의학은 무엇보다 마음과 몸
을 모두 지닌 존재로서 인간을 치유하겠다고 약속한 정치적 선언문의 역할을 했으며, 이는 점
점 강한 비난을 받던 환원주의 의학과 정반대의 입장이었다.”14) 요컨대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
재도 정신질환을 보는 관점은 크게 뇌질병설과 심인성질병설의 둘로 나눌 수 있고, 그 배후에
는 생물정신의학과 심신의학이 있다. 

생물정신의학과 심신의학의 질병관은 보다 깊고 넓은 층위에 있는 형이상학에 토대하고 있
다. 몸의 몸에 대한 영향 뿐 아니라 마음의 몸에 대한 인과를 수용하는 심신의학의 심인성질
병관에서는 마음에서 몸으로 향하는 하향인과를 인정하지만, 생물정신의학의 뇌질병설에서는 
오직 몸에서 마음으로 향하는 상향인과만 수용한다. 예를 들어, 뇌질병설에 따르면 조현병의 
대표증상인 환각은 뇌의 물리적 변이에 의한 것이지만, 심인성질병설에 따르면 마음의 문제가 
궁극적 원인이다. 아래에서는 뇌질병설과 심인성질병설의 형이상학적 토대를 고찰함으로써, 
뇌질병설의 정확한 의미를 드러내고 심인성질병관의 형이상학적 토대를 확인한 후, 뇌질병설
의 논거를 검토함으로써 뇌질병설의 경계 혹은 한계를 검토한다.   

뇌질병설의 의미와 심인성질병관의 하향인과
뇌질병설은 뇌가 조현병의 원인이라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인이라는 말은 다양
하게 해석될 수 있다. 뇌질병설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복수의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9) Edward Shorter, 정신의학의 역사, p. 323. 
10) Thomas S. Szasz는 1960년 발간된 논문 The Myth of Mental Illness에서 정신질환이 마녀와 같

이 만들어진 개념으로서 사실 신화에 불과하다고 말했고, 이듬해인 1961년에 같은 이름의 책을 출간
했다. 이 책은 현대정신의학사의 음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11) Sandra Steingard, 비판정신의학, 장창현 옮김 (서울: 건강미디어협동조합, 2020), p. 57-58. 
12) 싸즈는 2010년도에 재 발간된 자신의 대표저서 The Myth of Mental Illness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신질환이 진단할 수 있는 뇌의 질환이라는 주장은 과학적 연구에 토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거짓이고, 오류다.” Preface ⅻ. 

13) Sandra Steingard, 비판정신의학, p. 336.
14) Anne Harrington, 마음은 몸으로 말을 한다. 조윤경 역 (서울: 살림, 2008), pp. 318-319. 



1) 뇌가 유일한 원인이라는 해석
2) 단순히 뇌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라는 해석 
3) 뇌에 상응하는 변이가 있을 뿐이라는 해석 
4) 약물을 통한 신경화학적 조치를 포함하는 뇌에 대한 물리적 조작을 통해 조현병을 치료
할 수 있다는 실천적 해석 

약물치료효과는 종종 유전학과 더불어 뇌질병설의 대표적 근거 중 하나로 언급된다.15) 그러나 
정신약물학의 한계를 주장하는 샌드라 스타인가드는 정신질환을 질병중심모델에서 약물중심모
델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까지 워싱턴 대학 그룹과 다수의 추종자에 의해 약속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의 원인은 아직 모호하다.”16) 뇌질병설을 노골적으로 배척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주장은 뇌질병설과 조화롭지 못하다.17) 약물학의 효과에 대해 회의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약물학의 성취는 실천적 근거일 뿐이다. 뇌질병설은 약물학의 토대가 
되는 이론적 개념이다. 뇌질병설의 실천적 논거인 4)를 뇌질병설의 해석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단순히 뇌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라는 해석은 조현병을 심신질환으로 보는 입장과 어울린
다. 심신의학은 정신질환의 원인을 몸과 마음 모두에서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뇌질병설은 마음의 인과력을 수용하는 심신의학과 양립하지 못한다. 역
사적 배경과 논리적 근거가 있다. 먼저, 생물정신의학과 심신의학에 포함되는 정신분석학은 
오랫동안 대립해왔다. 1970년대 이후 특히 DSM-Ⅲ(1980)의 출간이후에는 뇌질병설 쪽에서 
심인성질환모델을 배격했다. 예를 들어, DSM-Ⅲ의 책임편집자인 스피쳐는 의도적으로 정신분
석학의 용어를 몰아냈다.18) 둘째, 심인성질환모델을 허용한다면 뇌질병설이라는 명명자체가 
성립하지 못한다. 심인성을 수용하는 뇌질병설은 결국 심신의학으로 수렴되기 때문이다. 따라
서 2)와 3)의 해석도 배제할 수 있다. 뇌질병설의 의미는 ‘뇌 즉, 조현병 증상에 선행하여 발
생하는 신경체계의 물리적 변이가 조현병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뇌질병설에 관한 해석에 도달했으나, 분명히 해두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환경요인의 해
석이 대표적이다. 사노프 메드닉과 토마스 맥네일의 two hit 이론(1968)에서는 본래의 타고난 
기질적 요소가 청소년기에 다시 변이를 일으켜서 정신질환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19) 조현병
이 뇌질병이라고 단언하는 센턴은 이들의 주장을 발달성 질병이라는 견해의 근거로 사용했다. 
Two hit 이론 등은 뇌질병설에 포함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 1983년 어윈 파인버그는 
조현병이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피질 시냅스의 가지치기 이상으로 촉발될 수 있다고 주장했
고,20) 2011년 가버 팔루디와 캐롤리 미르니치는 조현병을 유전과 환경요인의 상호작용으로 

15) Edward Shorter, 2020, p. 405. 에드워드 쇼터는 약물치료가 유전학과 함께 생물정신의학의 두 날
개였다고 평가하는데, 그가 말하는 생물정신의학은 정신병을 뇌의 화학적 변화와 발달이상에 근거한 
실질적 질병으로 보는 관점이다. Edward Shorter, 2020, p. 395. 

16) Sandra Steingard, 비판정신의학, 5장. 
17) Sandra Steingard, 비판정신의학, 203쪽 참조. 
18) 예를 들어, 1980년에 정신분석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정한 진단들 뒤에 괄호를 붙여 신경증적 반

응이라는 용어를 집어넣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개정판에서는 스피처가 정신분석가들에게 제공했던 눈
가림마저 사라지고 없었다. Andrew Scull, 광기와 문명, 김미선 옮김 (서울: 뿌리와 이파리, 2017), 
pp. 553-554. 

19) Martha E. Shenton. 2010, structural neuroimaging in schizophrenia, 323. 
20) Irwin Feinberg, Schizophrenia: Caused by a Fault in Programmed Synaptic Elimination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17(4), p. 331. 



발생하는 복잡한 병인을 가진 정신장애로 규정했다.21) 뇌질병설의 구체적 표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해석은 유전요소와 환경요소가 조현병 발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유전적 
소인을 언급한 것은 정신분석학에서 중시하는 개인의 히스토리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뇌질
병설에 적합하다. 그러나 환경요소와 뇌질병설 사이에는 긴장감이 흐른다. 두 가지 이유가 있
다. 

먼저, 환경요소의 수용은 스트레스 등의 심인성질병관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청소년기의 환경이 조현병을 발현시켰다고 할 때, 환경적 요인은 전형적인 심인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스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인과적 퇴행을 막을 수 없다. 심인성 해석을 피하
기 위해 환경요소를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 해석은 청소년기에 특정한 
환경 물리적 요소 X가 조현병 특정 물리적 변이의 원인이라는 암묵적 가정에 토대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범주의 인과성을 수용하는 순간 무한연쇄를 피할 수 없다. 특정한 환경 물리적 요
인 X는 무엇인가에서 연유하고 그것은 또 다른 무엇인가에서 연유한다고 말해야 하기 때문이
다. (사실 인과관계를 환경으로 넓히는 순간 단순히 단선적 인과관계가 아닌 복합적인 인과망
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로부터 뇌질병설의 성립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환경요소의 
인과성을 부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영향관계를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환경요
소와 물리적 변이사이의 인과력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환경요소가 과잉요인에 불과함을 입증
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일 수 있다. 

일견 환경요소가 과잉요인임을 증명하기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똑같이 조현병 맹아적 물리
적 변이를 지니고 있는 이들 중, 환경적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조현병이 발현하는 사례를 조
사하면 된다. 그러나 사람을 상대로 하는 환경요소의 온전한 제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관찰조사는 쉽지 않을 것이다. 동물실험을 통해 이런 점이 확인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경우에는 환경요소와 물리적 변이의 인과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을
까?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겠지만 유전적 요인을 포함하는 물리적 변이는 확률적으로만 확인되
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즉, 물리적 변이가 확인되지 않지만 조현병이 발병
하는 경우가 있으며, 물리적 변이가 과잉요인으로서 필요조건으로서의 인과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환경요소의 도입은 물리적 변이의 인과성에 대해서도 회의하게 만든다. 따라
서 뇌질병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환경요소를 배제해야 한다.22) 

21)  “1982년 파인버그는 조현병이 비정상적인 시냅스 가지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시냅스 
교란이 조현병의 병리생리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중요하지만, 질병의 독립적 특징으로 
연구되거나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신경교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의 상호작용... 신경면역과정과 환경
적 영향 등은 모두 시냅스 형태와 연결에 독특하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 질환의 등장에 기여할 수 
있다.” Gábor Faludi and Károly Mirnics, Synaptic changes in the brain of subjects with 
schizophrenia, International Journal of Developmental Neurosis 29(3), 2012. p. 305. 

22) 이 외에 사소하지만 강조해두어야 할 조건으로 뇌질병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조현병에 대응하
는 특정물리적 변이만 확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오직 신체내의 물리적 변이만을 조
현병증상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뇌질병설은 상향인과만을 수용하므로 환원적 물리주의에 속한다. 이영
의, 신경과학철학, (서울: 아카넷, 2021), p. 53. 뇌질병설 주장자들은 조현병이 물리적 상태로 환원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물리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환원적 물리주
의자들은 심리적 기능과 현상은 모두 물리적 사태로 인해 발생하며, 물리적 사태로 환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뇌환원론자로서 뇌질병설 주장자들은 단순히 특정한 심리적 상태가 특정한 물리 신
경적 상태로 환원된다는 것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은 의학적 의의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특정한 사람의 특정한 조현병증상이 특정한 두뇌상태로만 환원될 수 있다면 그것이 
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겠는가? 데이비드슨의 무법칙적 일원론에 따르면 개별자 동일론의 맥락에
서 동일한 심성 상태에 대응하는 물리적 상태의 대응은 무법칙적이므로 심적 속성은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 불가능하고 그 결과 의식에 대한 일반법칙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영의, 2021, 82쪽. 물리적 변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뇌의 물리적 변이가 유일한 원인이라는 뇌질병설은 다음과 같은 조건
을 충족해야 한다.  

 a. 물리적 변이가 조현병증상에 선행한다. 
 b. 조현병발병의 인과복합체에서 환경요소를 배제한다. 
 c. 하향인과를 수용하지 않는다.   

 
뇌질병설에서는 몸에서 마음으로 향하는 상향인과만을 주장하지만, 손을 움직이고 잔을 들고 
공을 던지는 행위에는 하향인과가 전제되어 있다. 의지적이고 의식적인 마음만이 아니다. 정
서가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슬픔에 잠긴 사람의 말투와 
걸음걸이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 현저히 다를 것이다. 이런 경험적 사실을 반영해서 마음-몸의 
인과를 인정하는 입장을 하향인과론이라 하고 톰슨과 바렐라의 다음과 같은 입장을 하향인과
론으로 수용하자. “하나의 상호 연관된 요소들의 망 N이 창발적 속성 P와 더불어 창발적 과
정 E를 보인다는 것은 다음의 의미가 있다... 2) E와 P는 N의 요소들의 역학에 하향적으로 
결정짓는 영향을 갖는다.”23) 하향인과는 심인성질병관의 형이상학을 대변한다.   

환원적 물리주의에 토대한 뇌질병설에서는 궁극적으로 조현병증상의 원인은 신경상관자인 
뇌의 물리 구조 기능적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조현병 치료는 원칙적으로 신
경계의 구조 기능적 변이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반해 심인성질병관에 따
르면 조현병 증상에 대응하는 신경 상관자가 있다고 해도, 조현병증상의 궁극적 원인은 마음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신경 상관자는 마음이라는 원인과 환각이라는 대표 조현병 증상을 매개
하거나 혹은 수반할 뿐이므로 환원은 불가능하고, 치료는 매개하는 뇌의 구조 기능적 변이를 
타겟으로 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마음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뇌질병설과 심인성질
병관은 양립하지 못한다. 뇌질병설의 논거가 단단하다면 즉, 뇌질병설의 논증이 충분히 견고
하다면, 하향인과론과 심인성 질병관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뇌질병설의 근거검토
풀러 토리는 유전적 소인이 있음은 확실히 규명되었고, 일부 연구자들은 조현병을 유전질환이
라고 단언한다고 말했다.24) 그러나 뇌질병설의 근거를 요약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는 뇌실 확
장과 회백질 부피 감소를 대표적인 구조적 변화로 언급한다. 뇌실 확장은 조현병 증상에 수반
되는 공연한 특성이다. 회백질 부피 감소는 뇌실확장과 상응하는 현상이다. 뇌실은 뇌 주위를 
흐르면서 뇌를 영양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척수액이 모여 있는 곳으로 모두 네 개다. 먼
저 두 개의 측뇌실이 있고 간뇌의 중앙에 비교적 작은 3뇌실이 그리고 교뇌와 연수의 중심에 
4뇌실이 있다. 두개골 안쪽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뇌실의 확장은 당연히 다른 구조의 
축소를 수반한다. 폴리 토리가 말하고 있는 시상과 꼬리핵의 부피감소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25) 이 외에도 그는 전두피질과 해마의 이상 및 섬엽과 시상, 전방대상피질의 이상 뿐 아

이와 조현병증상의 대응은 유형(type) 층위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뇌질병설에 유형층위 환원론이라는 
단서를 추가하자. 

23) E. Thompson. & F. Varela, “Radical Embodiment: Neural Dynamics and Consciousness,” 
2001, 420쪽. 이영의 행화주의와 창발, 그리고 하향인과, 철학사상문화 제28호, (2018), 127쪽에서 
재인용, 

24) E. Fuller Torrey, 2021, p. 118. 
25) E. Fuller Torrey, 2021, p. 197. 



니라, 뇌의 비대칭성, 뇌 표면의 이랑, 뉴런 시냅스 이상을 언급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풀러 토리는 과감한 언급과는 달리 비교적 소략하게 조현병 뇌질병설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
고, 그가 제시한 근거들은 이곳에서 다룰 두 편의 논문과 대체로 부합하므로, 모두 검토할 필
요도 없다. 그런데 풀러 토리는 좀 이상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즉, 알려진 위험 요인이라는 
항목에서 이민을 언급한다. “이민도 조현병 발생의 위험 요인 중 하나임이 명확하게 입증되었
지만,... 새로 이민한 국가에서 태어난 이민자의 자녀가 그 부모보다 조현병이 생길 위험이 더 
높다는 것도 매우 큰 관심을 받는다. 이 위험 패턴을 설명하기 위해 심리 사회학적 이론, 감
염원에 대한 노출 등 여러 가설이 제안되었다.”26) 그는 환경변화를 포함하는 위험 요인을 뇌
의 구조적 이상과 대등하게 묘사한다. “이처럼 명확하게 입증된, 조현병 뇌의 구조적, 신경심
리학적, 신경학적, 전기적 이상 들 외에도 조현병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위험 
요소(factor)들도 있다. 이런 요인들은 조현병의 원인(cause)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27) 

환경요소를 원인으로 간주하는 것인가? 그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다. 급격한 환경변화를 단
순한 조현병발현의 조건이 아닌 원인으로 보았다면, 하향인과를 지지하는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환경변화→심리적 충격→조현병의 심리적 인과가 가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
다. 이 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조현병을 뇌질병이라고 주장한다면, 풀러 토리가 생각하는 
것은 2)의 ‘단순히 뇌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라는 해석’ 혹은 3)의 ‘뇌에 상응하는 변이가 있
을 뿐이라는 해석’인데, 앞서 말했듯이 뇌 외에 다른 원인도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뇌질병설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한 잘못된 표현이고, 상응하는 변이가 있을 뿐이라는 의미일 경우에도 뇌질
병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못한다. 풀러 토리의 논의에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진술이 공존한
다.28) 따라서 뇌질병설을 주장하면서도 환경적 영향을 말했다면, 환경요소의 인과성을 부정했
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환경요소의 도입은 물리적 변이의 인과력을 
위협한다. 

해리슨의 논문은 1980년대 이후 1998년까지의 신경조직병리학적 연구에 대한 광범위한 고
찰에 토대하고 있다.29) 여러모로 센턴의 논문은 보다 포괄적이다. 그의 논문 범위는 해리슨의 
고찰대상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30) 그는 조현병 범주를 이루는 각 증상 중 사고장애에 대
응하는 신경상관자를 조사하기도 했다.31) 그도 조현병은 뇌의 질병이라고 단언한다.32) 그리고 
MRI와 DTI의 발견을 보고한다. 모든 정신질환적 증상범주를 퇴행성과 발달성으로 구분해보

26) E. Fuller Torrey, 2021, p. 201. 
27) E. Fuller Torrey, 2021, p. 200. 
28) 이것을 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환경적 요인의 대명사격인 스트레스가 심

신의학의 주요한 고찰대상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라. “스트레스는 이 새로운 심신의학 내러티브의 중심
에 자리한 핵심 과학개념이다.” Anne Harrington, 마음은 몸으로 말을 한다. 조윤경 역 (서울: 살림, 
2008), p. 181. 최소한 환경적 요인설이 뇌질병설과 조화롭지 못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29) 저자는 영어자료에 한정했으나 광범위한 자료를 대상으로 했다. 그는 검토자료를 셋으로 구분하고 
있다. 1) Medline, PsycLit, 그리고 Biological Abstracts에 대한 일련의 키워드를 사용한 1998년 
10월까지의 온라인조사. 2) 1989년부터 1998년까지 같은 범위의 키워드를 사용해서 매주 업데이트한 
참고문헌. 3) 각 기사의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광범위한 재인쇄 수집 및 정독. Paul J. Harrison, 
The neuropathology of schizophrenia, Brain 122, 1999, p. 594. 

30) 예를 들어, 그는 1984년부터 2009년 사이에 조현병에 대한 MRI기반 연구는 6305건에 달한다는 사
실을 말했다. Shenton, 2010, p. 319. 

31) Martha E. Shenton, Kikinis R, Jolesz FA, et al. Left temporal abnormalities in 
schizophrenia and thought disorder: a quantitative MRI study. N Engl J Med. 1992; 327: 
604-612.

32) Shenton, 2010, p. 317. 



자. 해리슨과 센턴은 조현병이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질병이 아니라고 말한다. 해리슨은 
신경아교증의 부재를 이 해석의 주요한 근거로 제안한다. 결국 정신분열증은 신경발달성 질환
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33) 

직전에 말했듯이 센턴도 조현병을 발달성 질환으로 본다. 해리슨은 신경화학적 연관성에 대
한 정보는 부정확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기능성 영상데이터는 전전두엽 피질, 해마 및 특
정 피질하 구조를 포함하는 분산 회로 구성요소의 비정상성을 나타내지만, 이처럼 영상으로 
파악되는 비정상을 뒷받침하는 물리구조적 근거는 더 탐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달리 뇌실확장과 이에 따르는 뇌의 축소는 비교적 명확한 사실로 보인다.34) 뇌의 축소는 뇌세
포 자체의 손실이 아니라, 뇌신경망과 뇌세포의 축소로 인한 것이다. 결국 시냅스, 수상돌기 
그리고 축삭돌기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35) 시상세포가 더 작아지고 적어졌다는 점 
외에, 피질하 구조의 이상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다. 

대표적인 구조적 이상으로 말해지는 뇌실확장은 약 80%의 비율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물
리적 이상이 언제 발생하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발병 직후부터 그렇다는 점은 분
명하다.36) ‘뇌실확장은 조현병에 확률적으로 수반한다.’ 그러나 조현병은 다양한 증상을 묶어 
놓은 구성범주다. 조현병범주를 구성하는 다양한 증상 각각에 대응하는 신경상관자를 찾을 수 
있을까? 감정에 관한 연구를 참고해보자. 린드큇은 fMRI조사를 통해 특정 감정이 변연계와 
부변연계의 뇌 영역들에서 유연하게 구현된다는 점을 발견했다.37) 감정범주의 특정 신경상관
자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다양한 뇌부위가 넓은 범위의 감정들에 모두 관여되어 있다는 사
실을 고려해보자. 조현병에 특징적인 혹은 조현병범주를 구성하는 증상 중 어떤 하나의 증상
도 특정 신경상관자를 찾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뇌실확장을 조현병의 신경상관자로 
간주하기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뇌실확장은 수두증과 알츠하이머 그리고 기타의 신경퇴행적 질환에서도 발견되므로, 조현병
에 특징적인 변이라고 할 수는 없다. “뇌실확장은 조현병의 특정변이라고 할 수 없다. 뇌가 
뇌척수액에 의해 대치되는 수두증과 알츠하이머 그리고 다른 신경퇴행성 질환에서도 관찰되기 
때문이다.”38) 뇌실확장을 조현병과 알츠하이머 등의 질환에 대한 공통부분원인으로 볼 수 있
지 않을까? 쉽지 않다. 앞서 보았듯이 해리슨 등은 조현병을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질환이 
아닌 발달성 질환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발병원인을 핵으로 하는 질환의 본질적 특성이 다
르다고 보는 셈이다. 게다가 조현병의 주요 증상은 망상과 환각이다. 퇴행성질환에서 보이는 
인지능력의 감소는 부수적이다. 뇌실확장을 조현병의 특정 변이로 볼 수 없다는 점은 비교적 
분명하다. 다른 변이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조현병 특징적 병변은 제안되지 않았다. 그러나 뇌
실확장을 상징적 변이로 가정할 수 있다.   

뇌실확장은 다양한 뇌 영역의 확률적 변이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센턴은 편도체, 시상, 신피

33) 그가 제안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신경병리적 증거: 조현병의 초기에 확인되는 뇌실확장과 감소된 
피질 볼륨, 신경구조적 이상의 존재와 특성, 신경아교증이나 다른 신경퇴행성 질병 특성의 부재, 비정
상 중격의 유병률 증가. 기타 증거: 환경적 위험 요소들은 대부분 산과적 합병증임, 성인기에 조현병
이 발병할 예정인 어린이의 신경운동, 행동 및 지적 손상

34) 뇌실확장에 대한 보고는 Johnstone et al(1976)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조사에서는 만성조현병 환
자 중 일부에게서 측뇌실의 확장을 발견했다. 

35) Shenton, 2010, p. 593. 
36) Shenton, 2010, p. 321.
37) Kristen A. Lindquit et al., The Brain Basi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Evidence from 

a Meta-Analysis of the Human Neuroimaging Literature, Cerebral Cortex, 2016, p. 1910. 
38) Shenton, 2010, p. 321. 



질 측두엽 구조, 전두엽, 전전두엽 피질, 안와전두엽피질 등의 변이를 보고한다. 조현병에는 
다양한 부위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39) 뇌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변이
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뇌실확장 그 자체가 아니라, 뇌실확장이 뇌의 변이를 함축한다는 점
에 초점을 맞춰보자. 뇌실확장이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질환에서 확인된다는 사실에도 불구
하고, 뇌질병설을 지지하는 상징적 논거로 간주할 수 있다. 뇌실확장은 이에 상응하는 다른 
부위의 변이를 상징하고, 그런 부위의 변이가 조현병증상의 토대가 된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
문이다. 그렇다면 뇌실확장이 확률적으로 관찰된다는 사실에 기해서 조현병의 뇌질병설을 주
장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먼저, 기능성질환범주가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나 
혹은 몇 개의 물리적 단위로 환원하지는 못하지만, 신체 질환에 속하는 것이 분명한 것을 기
능성질환범주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기능성질환범주는 명시적이거나 비명시적인 물리적 병변
의 총합에 상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 물리적 변이의 확률적 존재와 다양한 부위가 관련되
어 있다는 사실은 조현병이 기능성질환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알려준다.40) 조현병을 기능성질
환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둘째, 조건 a에 따라서 순서가 확인되어야 한다. 뇌실확장 등
의 변이가 먼저 존재하고, 이어서 조현병증상이 발현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
다면 인과관계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고, 뇌실확장으로 상징되는 어떤 물리적 변이도 뇌질병
설의 적절한 논거가 되지 못한다. 순서대로 살펴보자. 

물리적 변이에서 한 발 물러나 기능성 질환이라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조작적으로 정의될 수 
있어야 한다. 조작적 정의는 직접관찰이 불가능한 것들을 특정 지표를 통해 표현하는 정의 방
법이다. 온도계의 눈금을 통해 기준온도를 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혈압계를 이용한 고혈압
판단도 좋은 사례다. 실제로 현행 DSM은 조작적 정의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 실재론자인 웨이크필드는 스피쳐가 조작적 정의의 방법을 운용했다고 말했다.41) 그렇
다면 스피쳐는 정신질환이라는 실재에 바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증상을 통해 근사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인식론적 실재론자의 입장에 토대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DSM에
서 사용하는 지표는 상담자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해 들어간다. 조현병의 생물학적 지표는 확
인되지 않았다.42) 결국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뜻이다.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면 
기능성질환해석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조현병의 기능성질환범주 해석은 성립하지 
않는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런 점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발명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fMRI를 통해 조현병특정패턴을 읽어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카삼 등은 패턴분석을 통해 
자신들이 다른 유형의 감정체험을 측정할 수 있었으며, 그 정확도가 72-90%에 달한다고 보고
했다.43) 이 발견은 감정범주의 생물학적 표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기대로 이어질 수 있다. 그

39) Martha Shenton et al., 2010, p. 322. 
40) 해리슨은 조현병이 물리적 토대를 갖추지 못한 기능성 신경증이라는 해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하

는데, 이런 언명은 기능성 질환설을 부정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기능성질
환은 물리적 변이에 토대하되 하나의 부위를 특정할 수 없는 다수 구조의 결합으로 인한 질환으로 관
련된 해당 질환발현의 토대가 되는 다수 구조의 비율이 각기 다른 질환이라고 가정한다. 

41) Wakefield, Jerome C., “Limits of Operationalization: A Critique of Spitzer and Endicott's 
(1978) Proposed Operational Criteria for Mental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993, p. 160. 

42) Allen Frances, 정신병을 만드는 사람들, 김명남 옮김 (서울: 사이언스북스, 2014), pp. 39-40. 
43) Karim S. Kassam et al., Identifying Emotions on the Basis of Neural Activation, Plos One 

8(6), 2013, p. 9.  



러나 펠드먼 바렛은 이러한 본질주의적 접근에 대해 비판적이다.44) 신경학적 분류도 현상적 
특성과 부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분노와 두려움범주는 변연계, 불이행방식망(default 
mode network), 배측주의 신경망(dorsal attention network) 등의 비교적 활발한 활동으로 
특징지워지지만, 슬픔과 혐오 그리고 행복범주에서는 역으로 이런 부위의 활동이 약화되고, 
현저성신경망(salience network)과 체운동신경망이 활성화된다.45) 체험의 질적 특성이라는 측
면에서 보자면 혐오와 행복은 완전히 다른 범주에 속하지만 패턴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조
현병 같은 특정 정신질환증상군범주의 지표를 찾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순서의 문제다. 뇌질병설은 뇌의 물리적 기능이상이 조현병증상의 원인임을 함축
한다. 뇌파의 패턴측정으로 조현병증상의 객관적 지표가 발견되었다고 해도, 선후관계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수준으로는 이것을 확정할 수 없다. 현재 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수단 중에 심리적 현상과 물리적 대응간의 선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무하다. 
“현재 신경과학자들은 특정 심리적 상태와 뇌상관자를 찾아냈지만, 이 두 가지 상관성이 항상
적인지 특정인에게 발견되는 상관이 일반화될 수 있는지, 상관으로부터 인과를 추론할 수 있
는지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46) 그러나 고위험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
과적 선행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물리적 변이가 있으나 조현병 증상이 없던 이들에게서 조현병
이 발현하는 사례는 물리적 변이의 인과성을 증명한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센턴은 대표적인 고위험군 조사로 두 개가 있다고 했다. 그 중 하나는 존스톤과 그의 동료
들에 의해 수행된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조현병의 발병확률이 높은 예비자 중 35%가 그 점
이 확인된 후 1년 내에 조현병이 발발했다는 증거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뇌병변적 조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 다른 것으로 에딘버그의 고위험연구가 있다. 이곳에서는 조현
병 타입에 대한 구조적 면접을 통해, 측정된 인지적 손상에 기반해서 고위험을 정의했다. 이 
실험조사에 따르면 고위험군으로서 조현병 타입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이들은 전두엽피질 주름
이 증가한다는 점을 보여줬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중앙 측두엽과 전전두엽의 이상이 있음을 
알려준다. 이런 조사는 뇌질병설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뇌실확장으로 상징되는 
조현병의 물리적 상관변이가 어느 한 순간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자. 고위
험군에 속하는 이가 조현병 범주에 속하지는 않으나, 조현병 맹아적 증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래와 같은 두 개의 가정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물리적 변이와 조현병 증상 가정상황147)

고위험군 고위험군 조현병 환자
물리적 변이 1 2 3
조현병 증상 1 2 3

물리적 변이와 조현병 증상 가정상황2

고위험군 고위험군 조현병 환자
물리적 변이 1 2 3
조현병 증상 0 0 3

44) Lisa Feldman Barrett,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최호영 옮김 (서울: 생각연구소, 2017), p. 
306, 

45) Lisa Lisa Feldman Barrett et al., Handbook of Emotions (New York: Guilford Press, 2018), 
pp. 155-156. 

46) 이영의, 2021, p. 56. 
47) 1, 2, 3은 강도를 나타낸다. 높은 숫자일수록 정신적 증상과 물리적 변이가 심해진다.



가정상황1에서 관찰자들은 각각의 물리적 변이정도에 상응하는 정도증상이 있으나, 조현병 
범주에 포함시킬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가정상황이라면 고위험군의 물리적 변
이는 인과력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물리적 변이에 상응하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조현병범
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선행이라는 인과조건을 흉내 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둘
째, 고위험군에 속하는 이에게서는 물리적 변이가 확인되었으나, 조현병 맹아적 증상은 확인
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가정상황2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가정상황2는 
물리적 변이에 상응하는 조현병 맹아적 증상을 부정하므로, 상향인과를 부정했다는 비판을 받
을 수 있다. 이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요인이 특정 환경에서 발현되는 것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이 정의에는 문제가 있다. 물리적 변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연되었
다는 것은 환경요소의 도입을 요구하는데, 앞서 보았듯이 환경요소의 도입은 여러 난점을 초
래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자. 

사실1: 조현병에 상응하는 물리적 변이는 특정되지 않았고, 특정될 수 없다.  
사실2: 뇌실확장으로 상징되는 물리적 변이가 조현병에 확률적으로 수반한다. 
전제1: 조현병 특이적 물리적 변이가 특정될 수 있거나, 기능성질병범주가 성립한다. (특
정감정에 대응하는 신경상관자는 특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거짓)
가정1: 논의를 위해 가정1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전제2: 장래에 발견될 물리적 변이는 조현병증상에 선행한다. (지연발생은 환경요소의 
도입을 요청한다. 그러나 환경요소의 도입은 물리적 변이의 인과성을 위협한다. 따라서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 뇌가 유일한 조현병의 원인이라는 의미의 뇌질병설은 성립하지 않는다. 

끝으로 하향인과를 지지하는 증거를 살펴보자. 하향인과론은 조현병증상의 원인이 심리적 요
인일 가능성을 지지한다. 윌리엄 제임스의 유산으로 감정연구에서의 신체성 고찰과 구성주의
적 접근이 언급된다.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전자를 펠드만 배럿은 후자를 대표한다. 감정에 대
한 구성주의적 입장에 따르면 감각이 언어개념적인 감정범주에 의해 범주화될 때, 감정이 발
생한다.48) 구성주의적 입장에 대해서는 언어를 배우지 않은 아이의 감정체험을 부정하는 것이
라는 강력한 반론이 있지만, 감정체험에 구성적 측면이 있다는 사실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하향인과를 수용하는 입장이다. 멘데스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이 점을 간접적으로 증언
한다. “감정체험을 정의하고 인지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은 탑-다운의 영향이 감정-생리의 관계
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한 통찰을 제안한다.”49) 프라타롤리는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이 자
신의 체험을 드러내는 것이 심리적 건강 뿐 아니라 생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메타분
석 결과를 제안했다.50) 

나가며
한쪽 극단에 엄격한 의미의 환원론에 토대한 뇌질병설이 있고, 다른 극단에는 하향인과론에 

48) Lindquist, Does Language Do More Than Communicate Emotion?, p. 99. 
49) Lisa Lisa Feldman Barrett et al., 2018, p. 175. 
50) Jonne Frattaroli, Experimental Disclosure and Its Moderator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32(6), p. 860. 



토대한 심인성질병관이 있다. 심인성질병관을 수용하면 모두 하향인과를 인정하는 셈이므로 
결국 심신의학으로 수렴된다. 따라서 환원론에 토대한 뇌질병설과 심인성질병관 사이에는 뇌
질병설이라고 불릴만한 대안적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다. 뇌질병설은 뇌의 물리적 변이가 조현
병발현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뜻이어야 한다. 그런데 앞의 논의는 뇌의 물리적 변이가 조현병
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해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역으로 하향인과를 증명하는 
경험과학적 결과가 있다. 따라서 심신의학의 형이상학적 토대가 설득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뇌질병설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2)의 뇌의 물리적 변이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라는 해
석 혹은 3)의 뇌에 상응하는 변이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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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에 대한 푸코적 접근: 광기와 ADHD를 통해
경희대학교 김광영

들어가며
  놀랍게도, 정신질환을 이해하는 완전히 상반되는 두 방식이 있다. 한 편에서 정신질환은 생물학적, 혹은 
발달 과정에서의 뇌 기능 장애로 이해된다. 이런 입장은 대부분의 정신의학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많은 정신의학자의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는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 즉 DSM-5에서 표명
되고 있다.1) 다른 편에는 소위 ‘반정신의학’ 운동이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토마스 사즈, 로널드 랭, 
미셸 푸코 등이 주요 인사로 거론되는 반정신의학 운동은 정신질환을 정신의학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 특히 토마스 사즈는 그의 책에서 정신질환은 신화 혹은 은유일 뿐이며 실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한다.2) 그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뇌 질환이라는 가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며, ‘정신질환’은 인간
을 임의적인 기준으로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는 통제 시스템일 뿐이다.
  오늘날 우리는 대개 정신의학계의 주장을 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아직 정신질환의 구
체적인 원인이 제시되지 못했다. 정신질환의 원인을 뇌의 이상에서 찾는 생물학적 정신의학의 아버지라 불
리는 크레펠린은, 특정 정신질환에는 특정 신경생물학적 병리가 있다고 추정했다. 그리고 훗날 정신질환의 
병리학적 기초가 모두 밝혀질 것이라 기대했다.3) 그러나 발견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물론 신경과학은 뇌와 
뉴런의 기능들을 밝혀내는 엄청난 성과를 얻었다. 하나 정신의학은 ‘정상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정상인’
의 뇌 기능을 정의하는 보편적인 기준을 성립하지 못하였다.4) 뇌 기능의 정상성을 성립하는 일은 별개의 
일로 보인다. 정신질환과 관련된 생물학적 표지들은 특수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질환과 질환 사이, 심지어
는 질환과 정상상태 사이에 중첩되는 부분이 발견되기 때문이다.5) 그 결과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정신의학
자는 생물학적 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6) 정신의학자는 환자의 자기 보고와 자각 증상에 의존하며 환자의 
행실을 근거로 정신질환을 진단한다. 다른 분야의 전문의가 과학의 도움을 받아 건강한 상태에 대한 생리
학적 기준을 정립하고 그에 따라 처신하는 반면에, 정신의학자는 과학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은 정말 신화에 불과한가? 부적절한 언행, 과도한 감정 표현이나 감정의 결여, 환청이나 
환각을 지각하고 망상을 믿는 사람들,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종종 목격되지 않는가? 게다가 반정
신의학 운동은 소위 ‘정신질환자’로 특정된 사람들의 거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정신질환이 허구이며 
사회적 통제를 수행할 뿐이라면, 관련된 모든 조치와 수단 또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반정신의학 
운동이 흥행하던 1970년대, ‘탈기관화’라는 명목으로 미국의 많은 정신병원은 감축되고 정신질환자들은 퇴
원하여 사회로 복귀하였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정신질환자들은 범죄자의 먹잇감이 되었고 결국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었다. 1980년대, 정신병원이 다시 운영되고 정신질환자들은 다시 입원했다.7) 문제의 핵심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정신질환자이든 아니든, 그들이 도움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다. 반정신의학 운동의 주장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정신질환자’의 자리를 낙오자나 사회 부적응자가 대체
할 뿐이다. 그들을 위한 효과적인 도움, 접근 방식은 묘연하다.
  이런 구도로 보면, 우리는 극단적인 두 선택지 사이에 놓이게 된다. 첫 번째 선택지는 근거 없는 과학에 
토대한 의학으로, 두 번째는 상식을 벗어난 무책임한 이론으로 보인다.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본 글이 목표하는 바는 두 입장 중 한편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이 글은 실제로 정신질환과 관련되어 

1) 정신장애는 정신 기능의 기초를 이루는 심리학적, 생물학적, 혹은 발달 과정에서의 기능이상을 반영하는 개인의 인
지, 정서 조절, 또는 행동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장애라는 특징을 가진 증후군이다. APA (2016), p. 21.

2) “정신질환이 진단할 수 있는 뇌의 질환이라는 주장은 과학적 연구에 토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거짓이고, 오류
다.” Thomas S, Szasz (2010), Preface ⅻ.

3) 존 소보로 (2018), p. 70.
4) 존 소보로 (2018), p. 73.
5) 랠프 루이스 (2018), p. 49.
6) 앨런 프랜시스 (2014), p. 39-40.
7) 에드워드 쇼터 (2020), pp. 4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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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장에서는 한 정신질환을 특정하여, 정의와 진단, 그 
원인론에 대해서 고찰한다. 선택된 정신질환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즉 ADHD(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이다. ADHD는 임상적으로나 대중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정신
질환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게는 초등학생에서 13%, 중고등학생에게서는 7%의 출현율을 보인
다.8) 특히 요즘은 성인 ADHD도 자주 거론되며 우리 주변에 흔한 정신질환 중 하나가 되어있다.9) 
  그리고 본 글은 ADHD를 미셸 푸코의 방법으로 고찰한다. 이는 정신의학에 대한 푸코의 결론을 무비판
적으로 적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문제를 제시하고 그 해결 방안을 고안하는 모든 체계를 일단 괄호 안에 
넣고 다시 숙고하는 푸코의 비판 방식을 도입한다는 의미이다. 그리하여 ADHD에 대한 판단중지를 수행하
고, 드러나는 사태 자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ADHD가 정의되고 진단되고 치료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
가 목도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 미셸 푸코가 정신질환에서 
끌어낸 결론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ADHD 진단과 치료가 실천되는 방식에 대해서, 앞서 언
급한 비판적 고찰을 수행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극단적인 두 선택지를 뿌리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정신질환이 과학에 근거하
든, 터무니없는 허구이든 간에 우리 삶의 의미를 규정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1.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즉 ADHD는 DSM-5에 신경발달장애 범주에 지적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특
정학습장애 등과 함께 속해있다.10) ADHD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1952년 발간된 DSM 제1판에서 행동 
문제를 보이는 아동들을 미세뇌기능장애(Minimal Brain Dysfunction)로 분류하였던 것이 진단의 시초가 
된다. 이후 1968년 DSM 제2판에서 ‘아동기 과잉행동반응(hyperkinetic reaction of childhood)’으로 진
단되었고, 1908년 DSM 제3판에서는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각각 ‘ADD(Attention Deficit Disorder) 
with Hyperactivity’와 ‘ADD without Hyperactivity’로 명명하였다. 1987년 DSM-Ⅲ의 개정판 DSM-Ⅲ
-R에서 둘을 다시 합쳐 ‘ADHD’로 정립되었다. 이후 ADHD라는 명칭은 계속 사용되었으며, 1994년의 
DSM-Ⅳ에서 ADHD의 세부 항목으로 ‘주의력결핍-우세형(predominantly inattentive type)’, ‘과잉행동-
충동 우세형(predominantly hyperactive-impulsive type)’, ‘복합형(combined type)’이라는 세 가지 아
형을 두었다.11) ADHD 질환자는 나이에 맞지 않는 과잉행동, 충동성, 부주의 행동을 보이며, 심각할 정도
로 학업이 부진하거나 업무 능률이 떨어진다는 특성을 보인다.
  ADHD 진단을 위해서는 여러 행동 증상에 주목해야 한다. 진단은 주의력결핍 항목의 9가지 증상 중 6
가지 이상, 혹은 과잉행동-충동성 9가지 증상 중 6가지 이상이 최소 6개월 이상 동안, 발달 수준에 적합
하지 않고 사회적, 학업적/직업적 활동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지속되어야만 한다. 성
인의 경우 5가지 이상의 증상을 충족해야만 한다.12) ADHD의 주요 특이사항으로는 학교에 입학하는 아동
에게서 주요 발견된다는 점13), 동반이환이 있을 경향이 농후하다는 점14), 약물과 행동 교정이라는 이중적 
방법이 치료 수단으로 동원된다는 점이 있다.
  ADHD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도 많은 연구자는 ADHD가 유전학적 요인과 신경학적 요인에 의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체적 원인을 꼬집을 수는 없지만, ADHD의 원인과 발병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8) 이상훈 (2018), p. 2.
9) 우리나라의 성인 ADHD의 진단율은 과거보다 높아졌다. 2009년에 성인(19-30세)에서 10만 명당 11.0명에서 그쳤

던 진단율이 2018년, 83.1명으로 7.6배 상승하였다. 경장재 외 (2021), pp. 321-322.
10) APA (2017), pp. 62-73.
11) 안동현 외 (2015), pp. 45-46.
12) APA (2017), pp. 62-64
13) Ruth D, Nass al. (2014), p. 8.
14) 안동현 외 (2015).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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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ADHD의 원인을 요약해 보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양한 
유전적 및 신경학적 요인들이 관여하는 것은 틀림없고, 이들이 신경계의 특정 부위와 경로에 이
상을 초래한다. 즉, ADHD에서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대뇌의 전전두엽 피질-선조체 연결망을 
구조적으로 위축, 기능적으로 저하된다. 이러한 결함은 임신 및 출산 중 합병증 · 독성 물질에의 
노출 · 기타 신경학적 손상들에 의해 유발되거나 혹은 악화될 수 있다.15)

이러한 원인론에 따르면, ADHD는 후천적으로 생기지 않고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16) 따라서 
ADHD는, 말하자면, 잠복해있다가 그것을 촉발하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다. 발병의 환경적 요인은 
영유아기 때의 TV 시청, 부모의 학대, 방임, 가난, 정서적 스트레스 등이 포함될 수 있다.17) 
  ADHD의 진단과 원인에 대해서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우선 DSM과 마찬가지로 ADHD도 생물학
적 진단 방법이 없다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된다. DSM의 정신질환 정의는 특정 현상이 질환의 증상임을 
확증할 수 없고, 판단의 통일성을 보장할 뿐이다.18) 즉 DSM은, 특정 증상과 특정 질환을 실재와 연관 없
이 관련지은 조작적 정의이다. ADHD 진단 역시 조작적 정의일 따름이다.19) 물론 조작적 정의는 여러 번
의 합의를 거쳐 진단의 통일성을 보장하는 데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1995년 자료에 따르면, 영국 어
린이 중 0.03%가 ADHD로 진단받은 데 비해, 미국 어린이는 약 10%가 ADHD로 진단받았다.20) 이후 
1998년 미국국립보건원 주최 회의 등, ADHD 아동의 진단 및 평가 지침을 체계화하고, 여러 분류체계를 
통일하는 노력이 있었다.21) 최근 발표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체계 ICD-11의 ADHD 진단 체계는 
DSM의 진단 체계와 거의 일치한다.22) 이후 영국과 미국 아동에서 ADHD 출현율 차이는 3~6%로 줄어들
었다.23) 이제 ADHD는 세계적으로 비슷한 출현율을 보인다. 그러나 ADHD 진단의 통일성이 확보되었다는 
사실은 ADHD의 조작적 정의가 하나로 통일되었다는 사실만을 전달할 뿐이다. 
  둘째로 ADHD의 원인을 신경학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으로 특정하는 근거의 부족을 비판할 수 있다. 
ADHD의 뇌 손상을 연구하는 문제는 사례의 부족, 반복 연구의 불충분으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힘들며, 
일부 ADHD 환자에게서는 뇌 손상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특히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약물이 
ADHD 증상을 완화하고, 따라서 도파민 신경전달물질에서 ADHD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연구들에서 두드
러지는 난점이다. 신경 유전적 요인을 추적하는 경우, 질문지를 통한 보고에 의존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질문지를 통해 파악된 집중시간이나 과잉행동의 정도 등이 ADHD 자체와 어떤 유전적 소인과 연결되는지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다.24)

  그러나 ADHD의 진단이 조작적 정의에 의존한다는 점, ADHD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과는 별개로, 아동과 성인에서의 ADHD 출현율은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다.25) 이런 실정에 ADHD가 허

15) 안동현 외 (2009), pp. 50-51.
16) Ruth D, Nass al. (2014), p. 22.
17) Ruth D, Nass al. (2014), pp. 23-25.
18) 김광영, 정우진 (2022), p. 325.
19) 안유석 외 (2022), p. 26.
20) 조너선 리오 (2018), p. 107.
21) 안동현 외 (2015), pp. 31-32.
22) 이상훈 (2018), p. 6.
23) 이 통계 자료는 인용된 논문에서 영국이 ICD-10에 근거하여 ADHD의 더 심한 형태라고 인식되는 HKD 출현율과 

ADHD의 출현율을 본글의 저자가 서로 비교한 것이다. 이상훈 (2020), p. 3. 
24) 김동일 외 (2006), pp. 527-529.
25) “(한국의) 전체 ADHD의 진단율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0만 명당 71.9명에서 69.7명으로 감소하였다. 2012년

부터는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며 2015년까지 10만 명당 43.7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18년에는 
10만 명당 65.4명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학령기(7-12)와 청소년기(13-18)의 경우 전체 ADHD의 추
세와 유사한 진단율 추세를 보였으며, 학령전기(0-6)는 2009년에서 2011년까지 10만 명당 158.2명에서 180.4명으
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10만 명당 135.7명의 진단율을 보였고, 이
후 다시 증가하여 2018년 10만 명당 172.6의 진단율을 기록하였다. 초기 성인기(19-30)의 경우 2009년부터 2018
년까지 10만 명당 11.0명에서 83.1명으로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2016년 이후 증가 추세가 두
드러졌다. 성인기(＞31) 진단율 역시 10만 명당 3.9명에서 14.3명으로 조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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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고 말한다면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비판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는 ADHD를 포함한 정신질환이 
나타내는 정의와 병리의 취약성을 함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는 
성인 ADHD 환자 수의 증가는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길 바라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로도 해석될 수 있다. 
즉, 현장에서 질환의 실재성은 좀처럼 관계가 없다. 그리고 질환 자체보다, 그 증상들이 삶의 여러 고충을 
표현하므로, 그에 부합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정신과를 방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
실 ADHD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은 대개, ADHD의 정의나 원인이 아니라 삶의 고충과 관계된다. 이에 
동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사태를 살펴보고, 새로운 질문들을 던질 수 있다. 질문들은 예
컨대, “삶의 어떤 고충이 ADHD와 관계되는가?”, “ADHD의 언어로 삶의 고충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효과
와 문제는 무엇인가?” 등이다.
  다음 장은 위의 질문들을 가능케 한 푸코의 접근 방식을 살펴본다. 특히 정신질환 및 광기에 대한 분석
이 등장하는 저작을 참조할 것이다. 그곳에서 푸코는 ‘광기’와 초기 정신의학을 분석하여 권력의 형틀에서 
어떻게 ‘정신질환’이 주조되는지 폭로한다. 이후 이어지는 장에서 ADHD와 관련된 분석을 수행하여 우리
는 위의 질문들에 답해본다.

2. 광기와 정신의학의 권력
  미셸 푸코는 정신질환에 객관적 원인이 제시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증하며 학문을 시작했다. 1954년, 
푸코는 그의 첫 저서, 『정신병과 인격체(Maladie mentale et personnalité)』26)를 썼다. 그곳에서 정신질
환의 진실을 심리학이 밝힐 수 있는가, 밝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객관적인가를 근본 문제로 제시했다.27) 
푸코는 정신병리학과 조직병리학, 발달심리학, 발생심리학, 현상학적 심리학에 대한 검토를 수행했다. 병리
학과 심리학은 인간의 발달, 심리적 역사, 세계 내 인간의 상황 속에서 정신질환을 설명하며 정신질환은 
그에 따라 양상과 표현 형태, 양식이 달라진다. 그뿐만 아니라 병리학과 심리학은 정신질환의 출현 조건, 
객관적 원인을 제시하지 못한다.28)

  푸코가 연구의 시작을 정신질환에 두었던 것은 그의 실존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푸코는 자신의 성적 
취향이 가족과 사회의 요구 사이에서 빚는 갈등에 시달렸다. 그는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동성애
자로서의 자신의 욕망과 그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의식 사이에서 고통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푸
코를 유명한 정신병원의 정신과 의사 장 들레에게 데려가 치료를 받게끔 하기도 했다. 고등사범학교 시절
에 푸코는 여러 차례 정신발작을 경험했고, 기숙사에서의 공동생활을 떠나 독방을 쓰며 안정을 되찾았다. 
푸코 자신이 정신의학적 문제에 대상이 되었다. 그의 이러한 배경은 철학 학사학위를 받은 직후, 그가 심
리학 학위를 시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어 심리학 복습강사를 역임하고 자신을 치료했던 
들레가 지휘하는 정신병원에서 심리학 연수의로 일한다. 그리고 1952년에 파리 심리학 연구소에서 정신병
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하며 동시에 정신분석 상담을 받기도 한다.
  1961년 『광기의 역사』로 푸코는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광기의 역사』는 ‘광기’에 대한 인식구조의 변화
에 따라 르네상스, 고전주의, 근대라는 틀을 제시한다. 시대마다 판이한 담론들이 각 시대의 ‘광기’를 만들
어낸다. 인식구조는 불연속적이다. ‘광기’는 시대에 따라 ‘신내림’, ‘비정상성’ ‘정신질환’ 등으로 불리고, 
한번 변화하면 과거 사례들 전체에도 소급 적용된다.29) 하지만 ‘광기’에는 구체적 내용이 없으며, ‘광기’는 
시대의 담론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부여받을 뿐이다. 예를 들어, 르네상스 시대의 ‘광기’는 종교적 의미를 
부여받고 독자적인 세계로 인정받았으나, 고전주의 시대에는 이성이 정상성으로 자리 잡고 ‘광기’는 비이

보였다“ 경장재 외 (2021), pp. 322.
26) 1954년의 『정신병과 인격체』는 『광기의 역사』가 출간된 1961년에 수정을 거쳐 『정신병과 심리학』이라는 이름으

로 재판되었다. 본 글은 『정신병과 심리학』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27) 미셸 푸코 (2004), p. 157.
28) 미셸 푸코 (2004), p. 163.
29) 푸코의 입장에서, ADHD가 과거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시도되는 노력은, 정신의학이 규정한 ‘광기’

의 의미를 과거 전체에 소급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의 논문은 그런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반건호 외 
(2011),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과거에도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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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정상성이라는 의미를 띤다. ‘광기’에는 정해진 의미와 정체가 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광기에 작은따
옴표를 두른다.
  더 ‘광기’를 들여다보자. ‘광기’가 어떤 국면마다 다른 의미를 갖춘다면, ‘광기’로부터 드러나는 것은 ‘광
기’ 자체가 아니라, ‘광기’에 그런 의미를 불어넣은 어떤 것, 바로 그 시대의 담론이다. 신성, 이성, 합리
성, 의학의 작용 아래에서 ‘광기’는 조형된다. 즉, ‘광기’는 대자적으로 존재한다. 학자들은 ‘광기’를 탐구하
며 광기의 실체를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광기’를 포획하려고 할 때마다, ‘광기’에 더 많은 내용
을 기입할 때마다, 실제로 마주하는 것은 ‘광기’를 조형하는 힘, ‘광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것이다. 
‘광기’는 일종의 거울이다. 인간 이성, 근대적 합리성, 현대 의학이 쏘는 빛, 그 자체를 비추는 도구가 ‘광
기’다. 구조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사유는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어떤 구조 속에서 작동한다. 우리는 구조
가 빚어내는 세계와 의미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구조 자체를 사유하는 방법은 불가능한
가? 여기에 ‘광기’의 역할이 있다. ‘광기’는 마치 거울처럼 그 빛, 범주, 합리화, 지식의 체계, 구조를 반사
한다. 그리고 그 반사광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시대정신, 정신의학의 작동 방식, 사회의 규율, 구조를 목
도하는 것이다. ‘광기’라는 거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광기가 아니라 근대성의, 현대성의, 정신의학의 초상
이다.
  푸코는 ‘정신의학의 권력’이라는 주제로 1973년~1974년 콜레주드프랑스 강의를 진행하며 초기 정신의
학30)을 문제 삼았다. 푸코는 강의에서 『광기의 역사』가 표상의 분석에 머물러 있음을 밝힌다.31) 『광기의 
역사』는 17~18세기 상이한 ‘광기’의 이미지들, 그리고 그로부터 생산된 공포 등의 핵심을 당대의 자료들을 
통해 밝혔으며, 그것을 ‘광기’와 관련된 실천의 기원으로 지칭했다는 것이다. 즉 『광기의 역사』는 ‘광기’의 
지각이 행해진 문화적 토대를 탐구했다. 반면 ‘정신의학의 권력’은 ‘광기’의 이미지를 직접 산출한 행위, 
장소, 규칙을 모색했다. 이는 ‘광기’의 표상을 생산하는 현장 자체를 묻는 것이다. 푸코는 이를 ‘권력 장치’ 
탐구라고 명명했다. 권력 장치 탐구를 진행하며 푸코는, 정신과 의사에게 부여된 역할과 치료의 방법, 정
신병원의 시설 구조와 환자들이 배치되는 규칙, 정신병원 환자들의 하루 일정과 처벌 방식, 정신질환자를 
둘러싼 세세한 모든 지침을 파고들었다. 그 결과, 푸코는 초기 정신의학이 ‘정신질환’을 어떻게 주조해냈는
지 밝혀낸다. 
  ‘권력Pouvoir’이라는 푸코의 개념이 있다. 권력은 여러 언표énoncé를 계열화하는 방식, 담론을 만드는 
원리이자, ‘광기’에 ‘정신질환’을 새겨넣는 실천들이다. 시대에 따라 나타나는 ‘광기’의 다양한 의미는 그만
큼의 다양한 권력이 ‘광기’에 작용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초기 정신의학도 권력 중 하나이며, 푸코는 
초기 정신의학의 실천으로부터 정신의학 권력을 포착했다. 그 단편을 몇 가지 살펴보자. 
  정신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비세트르 수용소 원장을 위임한 피넬은 『정신이상자의 도덕요법』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정신이상자를 위한 요양소에서 내가 정숙과 질서의 유지에 부여하는 극도의 중요성, 그리고 이
를 위한 감시가 요구하는 신체적이고 도덕적인 자질에 부여하는 극도의 중요성에 놀라지 마라. 왜냐
하면 바로 그곳에 조광증 치료의 근본적 토대들 중 하나가 있기 때문이고, 또 가장 효과적이라 여겨
지는 약을 아무리 사용해본다 한들, 감시가 없다면 정확한 관찰도, 지속적인 치료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32)

피넬이 남긴 기록은 정신의학 권력을 가시화한다. 그가 말하는 요양소, 정신병원에서 정숙과 질서, 감시는 
필수불가결했다. 그 감시 아래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의학적 지식은 축적되며, 감시 자체가 의학적 시선의 
중립성과 유효성을 보장한다. 그리고 초기 정신의학이 보이는 권력 형태는 비대칭적이다. 정신병원은 환자
에게 먼저 한 ‘신체’로 등장한다. 피넬의 후계자 에스키롤은 아주 구체적으로 신체상을 묘사하며 그것이 

30) ‘초기 정신의학’은 19세기 초반, 필리프 피넬, 윌리엄 튜크 등으로 대표되는 정신의학의 태동기를 가리킨다.
31) 미셸 푸코 (2014), pp. 33-34.
32) 미셸 푸코 (2014),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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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임을 밝힌다.

  “건강한 신체, 즉 위엄있는 남성적 신체는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의 작업이 성공하기 위한 일차
적 조건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것은 특히나 광인들을 제압하는 데 필수적이다. 갈색머리 혹
은 연륜으로 센 백발, 매서운 눈매, 당당한 자태, 힘과 건강을 예시하는 팔다리와 가슴, 또렷한 
이목구비, 강력하고 표현력이 풍부한 목소리 같은 것들은, 자기가 다른 모든 이들 위에 있다고 생
각하는 개인들에게 일반적으로 강력한 효과가 있다. 신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마도 정신일 것이다. 
그러나 정신은 눈에 보이는 최초의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의 마음을 훈련시키려
면 정신의 외적 형태가 필요하다.”33)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의사의 외양은 정신병원의 권력의 비대칭성을 시사한다. 합리에 따라 작동하는 제도
나 절차는 정신의학의 실천 장소에 없었다. 그 맨얼굴은 본질적인 비대칭으로 행사되는 권력이며, 그에 따
라 양극화된 정신병원이라는 공간이다. 또한 정신병원에서 권력은 구체적 구심점이 없다. 의사, 간수, 간병
인은 상호 나누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환자를 비대칭적 구조 아래 놓는다. 정신병원의 간수, 간병인의 필요
조건에 대한 상세한 정신의학자들의 논의가 발견된다.34) 간수는 환자들이 규칙을 지키도록 엄숙한 분위기
를 조성하며 동시에 의사가 없는 자리에서도 지속적인 감시를 유지하는 역할을 부여받는다. 그들의 역할은 
정신병원의 항구적 감시를 상징하는 ‘시선’이다. 간병인은 환자를 수발하며 일종의 하인으로 가장하고 환
자와 제일 가까운 곳에서 환자의 의지, 욕망 등의 내적인 측면을 관찰할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전술들을 
통해서 확보되는 권력 체계가 정신병원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이처럼 정신의학의 권력이 실천되는 세부를 탐구한 푸코는, 정신질환이 된 ‘광기’로부터 근대성을 포착
했다. 그는 그것을 ‘규율 권력’이라 불렀다. 규율 권력은 개인의 신체, 몸짓, 시간, 품행 등을 총체적으로 
포획한다. 규율 권력은 생산물이나 노동이 아니라 신체와 시간을 지배하고자 한다. 규율 권력은 일어나는 
모든 일, 개인이 행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여 하나의 공고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동시에, 항구적으로 감시한
다. 감시와 기록이라는 두 수단은 개별화와 중앙집중을 성취한다. 직업훈련소, 학교, 병영, 경찰서 등 곳곳
에서 이러한 체계들이 자리 잡는다. 연령대에 나누어 분류하고 작업을 부과하며 그 결과를 기록한다. 품
행, 끈기, 열정, 자질, 인성 등이 기록되며 보존되고, 다른 기관으로 이전된다.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
반까지, 전 유럽에 걸쳐 데이터들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 데이터에 맞춰 개인들이 조영된다. 기록이 없으면 
입출국도, 구직 및 이직도, 진학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작동하는 규율 권력은 사전에 개입하려는 경향을 
띠는데, 즉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제압하고 처벌하고 감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위험한 외국인, 태만한 노
동자, 불량한 학생 등이 작성된 기록들을 근거로 사전에 통제되었다. 규율 권력의 통제는 결국 개인의 의
지 혹은 영혼에 대한 잠재적 통제라는 결과를 낳았다. 의지가 발현되기 이전, 신체 내부에 영역으로 규율
은 개입되고 삽입되어, 지속적이며 영속적인 통제, 언제나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
고 규율 권력의 핵심 기관으로 정신병원이 등장한다. 정신병원은 사회 여러 기관에서 도태된 자들을 처리
하는 장소, 비정상인들을 관리하여 다시 적당한 자리로 보내거나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
이다. 정신의학은 정신병원이 제기능을 할 수 있게 이론과 질환을 만든다. 이것이 정신의학의 ‘광기’에서 
푸코가 발견한 ‘정신질환’의 민낯이다.
  다음 장은 ADHD를 푸코의 방법으로 분석해본다. 그러나 이는 푸코의 결론을 수용하여 ADHD 사례에 
덧붙이는 작업은 아니다. 시도되는 작업은 ADHD라는 이름의 ‘광기’를 탐구함으로써 ADHD에서 나타나는 
여러 효과를 모색한다. 즉, 다음 장은 ADHD의 진단, 치료, 제시된 원인, 정보 수집의 경로 등을 살펴보고 
거기서 비추어지고 있는 현대인의 초상을 소묘할 것이다.

33) 미셸 푸코 (2014), p. 19(재인용).
34) 미셸 푸코 (2014), pp.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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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DHD에 대한 푸코적 접근과 비판적 고찰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ADHD의 원인론과 증상, 그리고 진단과 치료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효과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신의학계에서 주장하는 ADHD의 원인은 생물학적인 것으로 고정되어 있다. ADHD
의 원인을 설명하는 곳곳에서 이는 아주 명백하다.35) 반면 다른 정신질환과 마찬가지로, ADHD의 진단에
는 생물학적 방법이 동원되지 않는다. DSM-5는 ‘주의력결핍’의 9가지 항목, ‘과잉행동-충동성’의 9가지 
항목을 제시하며, 해당 항목과 부합하는 행실을 보이는 대상을 ADHD로 진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
다.36) 물건을 잘 잃어버리거나, 산만하거나, 기억을 잘 못하거나, 집중을 잘하지 못하거나, 과제의 마감 시
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하는 등의 행실들이 ADHD의 증상이 된다. 이 증상들의 평가 자체가 아주 주관적이
라는 점은 여기서 일단 차치하자. 대신 다음의 질문을 던져보자. ‘증상’들이 묘사하는 행동만을 본다면, 거
기서 그려지는 개인은 어떤 사람인가? ADHD의 틀을 벗어나서 보면, ‘증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
가?
  소묘되는 한 개인은, 말하자면 본래 가정교육의 문제, 혹은 자기관리의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치부되었
을 개인이다. ADHD 없이 보면, 부모의 관심과 교육, 습관을 길들이고 관리하는 노력의 부재가 전면에 나
선다. 그러나 ADHD 아래에서, 증상을 가진 자는 유전적 배경의 피해자이다. 여기에 ADHD의 ‘원인’ 자체
가 나타내는 효과가 있다. 그 효과란, ‘증상’이라 불리는 여러 행동의 책임을 그 개인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 묻는 것이다. 이제 못 배우고 철없고, 분별없는 칠푼이의 과오는 유전적 소인으로 인한 비전형적 신
경물질 전달체계의 소산으로 재구성된다. ADHD는 개인의 의지, 노력 여하에 책임을 돌리지 않는다. ‘안 
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못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즉 소위 산만하고 소란스러운 사람은 자신의 성향의 책
임에서 벗어나며, 동시에 행동에서의 주체성을 잃는다.

35) 본 글의 1장에서 인용한 ADHD의 원인에 대한 언급 외에도 ADHD를 설명하는 개론적 서적, 그리고 전문적 논문
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다음은 관련 언급들이다. “ADHD는 뇌의 화학적 균형이 깨진 결과이지 정서적인 문제
가 아니다. 잘못된 양육, 혼란스러운 가정환경, 이혼, 학교 스트레스와 같은 외적인 요인들이 ADHD 증상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ADHD를 유발하는 원인은 아니다.” Ruth D, Nass al (2014) p. 2. “결론적으로 ADHD의 원인을 
요약해 보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양한 유전적 · 신경학적 요인이 관여하는 것은 틀림없고, 
이들이 신경계의 특정 부위와 경로에 이상을 초래한다. 즉, ADHD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대뇌의 실행 기능을 주
로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손상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 사회심리적 요인은 이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경과를 지속시키거나, 특히 ADHD에 관련된 공존질병의 발병 혹은 
악화에 기여할 수 있다.” 안동현 외 (2015), pp. 22-24.

36) DSM-5에서 제시하는 증상들은 다음이다. 
1. 주의력 결핍 증상: a. 자주 세부적인 면에 대해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업, 작업 또는 다른 활동에서 부주의한 실수
를 저지름(예, 세부적인 것을 못 보고 넘어가거나 놓침, 작업이 부정확함). b. 자주 과제를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집중
을 할 수 없음(예, 강의, 대화 또는 긴 글을 읽을 때 계속해서 집중하기가 어려움) c. 자주 다른 사람이 직접적으로 말을 할 때 경청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임(예, 강의, 대화 또는 긴 글을 읽을 때 계속해서 집중하기가 어려움) d. 자주 지시를 완수하지 못하고, 학업, 
잡일 또는 작업장에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함(예, 과제를 시작하지만 빨리 주의를 잃고 쉽게 곁길로 샘) e. 자주 과제나 활동을 체
계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예, 순차적인 과제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 물건이나 소지품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 지저분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작업, 시간관리를 잘 하지 못함, 마감시간을 맞추지 못함) f. 자주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에 참여하기를 기피하
고, 싫어하거나 저항함(예, 학업 또는 숙제, 후기 청소년이나 성인의 경우에는 보고서 준비하기, 서류 작성하기, 긴 서류 검토하기) g. 
과제나 활동에 꼭 필요한 물건들(예, 학습 과제, 연필, 책, 도구, 지갑, 열쇠, 서류 작업, 안경, 휴대폰)을 자주 잃어버림. h. 자주 외
부 자극(후기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에는 관련이 없는 생각들이 포함될 수 있음)에 의해 쉽게 산만해짐. i. 자주 일상적인 활동을 잊어
버림(예, 잡일하기, 심부름하기, 후기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에는 전화 회답하기, 청구서 지불하기, 약속 지키기)
2. 과잉행동-충동성 증상 (a부터 f까지는 과잉행동 증상, g부터 i까지는 충동성 증상이다): a. 자주 손발을 만지작거리며 가만두지 못
하거나 의자에 앉아서도 몸을 꿈틀거림. b. 자주 앉아 있도록 요구되는 교실이나 다른 상황에서 자리를 떠남(예, 교실이나 사무실 또
는 다른 업무 현장, 또는 자리를 지키는 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리를 이탈). c. 자주 부적절하게 지나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름(주
의점: 청소년 또는 성인에서는 주관적으로 좌불안석을 경험하는 것에 국한될 수 있다). d. 자주 조용히 여가활동에 참여하거나 놀지 
못함. e. 자주 “끊임없이 활동하거나” 마치 “태엽 풀린 자동차처럼” 행동함(예, 음식점이나 회의실에 장시간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없
거나 불편해함, 다른 사람에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가만히 있기가 어려워 보일 수 있음) f. 자주 지나치게 수다스럽
게 말함. g. 자주 질문이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함(예,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챔, 대화 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함). h. 자
주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함(예, 줄 서 있는 동안). I. 자주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침해함(예, 대화나 게임, 활동에 참견
함, 다른 사람에게 묻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하기도 함, 청소년이나 성인의 경우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침
해하거나 꿰찰 수 있음). APA (2017), pp.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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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식이 생겨나는 지점과 ADHD 진단이 내려지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ADHD 진단을 받은 사람이 면
제받는 책임이 성향에만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래는 DSM의 임상 사례집과 진단 사례
집의 사례를 요약한 것이다.
  열아홉 살 청년인 카를로스는 6개월 전에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시험 성적이 형편없었고, 공부 시간
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낙제와 퇴학을 걱정했던 카를로스는 불면증, 집중력 저하를 겪다가 대뜸 집으
로 돌아가 부모에게 자퇴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후 카를로스의 어머니는 카를로스와 함께 정신의학과를 
방문했다. 카를로스는 이미 아홉 살에 ADHD로 진단받았던 이력이 있었다. 당시 카를로스는 학교생활에서 
지시 불이행, 숙제 미제출, 자리 뜨기, 물건 분실, 순서 기다리지 않기, 경청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보였
다. 청년이 되어 다시 찾아온 카를로스에게 의사는 약물치료를 권했으나 카를로스 어머니는 이를 거부했
다. 이후 재차 수행된 진료와 심리 검사 결과 카를로스는 ADHD 판정과 더불어 특정학습장애(SLD) 판정
을 받았다. 진단의는 판정을 통해 카를로스가 대학에서 학업상의 편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
다.37)

  두 차례 ADHD 진단을 받은 카를로스가 매번 마주한 문제는 카를로스의 학업 성취, 학교에서의 부적응
이다. 즉 카를로스에게 제기된 문제는 본질적으로 그의 산만함이나 부주의보다는 학교생활의 어려움, 부진
한 학업성적이다. 공부 시간 관리의 실패, 낙제하지 않기, 수업 시간에 잘 집중하고 제자리에 앉아있기 등, 
카를로스는 학생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를 갖추지 못했고 학업성적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찰을 받으
러 간 것이다. 또한 ADHD 임상용 워크북은 교사가 작성하는 ‘학교 행동 일일 보고 카드’를 제시하고 있
는데, 여기서도 문제시되는 것은 학업 성취, 학교에서의 어려움이다. 교사는 카드에 수업 참여도, 수업 시
간 중 과제 수행, 학급 내 규칙 지키기, 다른 아동과 잘 지내기, 숙제의 충실도를 평가한다.38) 이는 다른 
임상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11살 남학생 파벨은 초등학교에서는 평균 B를 유지했으나,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성적이 급락했다. 파
벨의 아버지는 파벨이 공부할 때 집중하지 못하며 공상에 빠지는 등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파벨의 어머니는 교과 내용이 어려워질수록 파벨의 학교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며 정신의학과를 찾았다. 정
신의의 진단에서 파벨은 자신이 학교 공부를 잘해야 하는데 잘하지 못하고, 좋아하는 과목이 있으나 두 과
목 모두 잘못한다고 말하였다. 이후 학교 교사가 수행한 카드 보고는 파벨이 수업 중 10~15분 정도 앉아
있을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자주 물을 마시러 가거나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기록했다. 총평에서 파벨을 집
중력이 낮은 아이로 평가되었다. 이후 파벨은 약물 치료를 받았고 중학교 2학년 생활 동안 학업 수행 능
력이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사회 과목을 제외한 다른 과목 모두에서 A와 B를 받았던 것이다.39)

  파벨의 경우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학교에서의 학업 성취, 수업 능력이다. 즉 ADHD로 진단될 개인들의 
정신의학과 방문 동기는 신경전달물질 통제 문제, 산만하고 충동적인 성향보다는 부족한 학업능력이 가장 
핵심적이다. 이는 제시된 두 사례의 ‘치료’ 결과로도 확인된다. 카를로스는 ADHD 판정 이후 그 결과를 학
교 측에 제시함으로써 학업 성취 과정에서의 편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었고, 파벨은 ADHD 약을 
복용한 이후, 학업능력, 성적의 극적인 증진을 얻을 수 있었다. 모두 치료의 결과가 학업능력을 보완해주
거나 학업능력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ADHD와 관련된 실천을 살펴보면 ADHD는 무엇보다도 학업능력과 
관련된 질환인 것이다. 여기에 다시 ADHD의 원인이 순전히 생물학적인 요인으로만 이해된다는 점을 고려
하면, ADHD 진단은 학업능력 부진의 책임을 ADHD 질환자와 그 가족에게서 면제해준다. 그러니까 
ADHD 진단은 특정 개인의 산만하고 충동적인 성향과 부진한 학업능력을 그 개인의 의지력 밖으로, 주체
성 밖으로 끌고 간다.
  게다가 ADHD 치료 과정은 이중의 작업을 통해 ADHD 질환자와 그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탈취한다. ADHD는 대개 약물 치료를 권장하지만, ADHD 환자의 행동 교정 및 훈련, 환자 부모의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도 강조된다.40) ‘부모훈련 치료’는 ADHD 아동의 부모가 적절한 교육 방식과 대응 방법을 

37) John W, Barnhill (2014), pp. 15-19.
38) Russell A, Barkley al (2009), p. 95.
39) Michael B, First al (2018). pp. 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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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고 ADHD 아동을 이해하고 아동에게 적절한 행동을 제시하여 가족 간의 조화 증대를 획득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41) 사실, ‘부모훈련 치료’라는 이름 아래 시행되는 여러 실천은,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ADHD의 구조 아래에서 부모의 노력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그들은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자를 잘 감내하는 부모가 된다. 이는 바로 ADHD의 원
인 때문이다. ADHD 당사자나 그의 가족이나 모두 ADHD의 원인이 아니며 그들의 유전적 결함 및 특이성
이 ADHD의 원인이다. 이는 해소될 수 없는 원인이기 때문에, 부진한 학업능력이 약물이나 교정 훈련, 부
모훈련 등을 통해 증진됐을 때, 거기에 그들의 몫은 별로 없다. ADHD를 둘러싼 실천의 본질은 부족한 학
업 성취도지만, ADHD는 생물학적 원인을 본질로 제시하며 새로운 효과를 만든 것이다. 따라서 학업능력
의 증진이라는 효과를 얻은 후에도, ADHD 환자가 얻은 개인적 성취는 작다. 최초로 제기된 부진한 학업
능력이라는 문제는 해결됐지만, 문제는 진단 및 치료의 과정에서 ‘정신질환’의 형식으로 재구성되며 개인
적 노력으로 해소가 불가능한 생물학적 결함으로 탈바꿈한다.
  ADHD 치료를 위해 약물이 사용되는 실태를 보아도 이점은 분명해진다. 약물치료는 ADHD 아동을 대상
으로 할 때, 주로 중추신경자극제(각성제)가 사용되며, 아동의 약 70~80%가 효과를 본다.42) 약물의 효과
는 집중 능력을 증진시키고 과잉운동과 충동성 및 반항적 행동을 감소시킨다.43) ADHD를 학업능력의 부진
을 해소하기 위한 정신의학적 접근으로 볼 때, 약물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위에서 살펴봤듯, 임상 사
례에서 치료의 결과로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도 성적의 향상이나 보완이었으며, 이는 정신의학계에서 제시
하고 있는 약물 사용의 권고 사항을 통해서도 확증된다. 권고 사항은, 중추신경자극제의 부작용으로 흔히 
알려진 불안, 흥분성, 불면증, 두통, 불쾌감 등의 우려가 있을 시, 약물의 복용은 학교에 가는 날에만 투여
하고 휴일과 방학에는 중단하는 방법이 제안될 수 있다는 것이다.44) 이는 약물의 사용이 사실상 업무 능
력의 향상을 위해 계획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즉 약물의 사용이 ADHD의 정의 및 원인, 진단과는 
별개로, 개인들이 실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학업능력과 업무 능력의 부진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 효과적인 
수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가 되어야만 한다.
  중추신경자극제는 ADHD 환자의 70~80%에게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확률로 다른 사람 대부분
에게 효과가 있다.45) 하지만 모두가 구매할 수 없다. 약물의 복용을 위해서는 정신과 의사의 처방이 필요
하다. 즉 정신과를 찾아가는 개인과 그가 얻은 성공적인 ‘치료 효과’에서 볼 수 있는, 능력 증진 욕구와 능
력 증진을 가능케 하는 약물의 단순한 직렬성 연결에 ‘정신질환’이라는 구조가 개입한다. 비유하자면, 
ADHD 진단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너의 무능에 대한 책임을 네게서 덜어주는 대가로, 
네가 얻을 성취의 지분을 내게 주어라.”
  이 구조 아래에서,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는 자율적 주체성은 사라진다. 대신 행동 규범과 약물을 통해 
교정되어 평균적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가 등장한다. 아직 결정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생물학적 
원인에 의해서, 개인은 학업능력 및 업무 능력의 성취 결과를 자신의 성취로 생각할 수 없게 된다. 그들은 
위로와 동정의 대상이며 동시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단순히 말 많고 시끄럽고 산만한 사
람이 아니라, 유전형질의 ‘신비한’ 효과를 통해 숙명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ADHD라는 ‘광기’
가 보이는 현대의 초상은 학교 및 일터에서 강조되는 평균적 능력과 그에 대한 고충이다. 

40) 안동현은 ‘ADHD 아동 및 부모’라는 장에서 이를 강조하고 있다. “오랫동안 ADHD는 부모의 잘못된 양육에 따른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ADHD의 원인이 유전적인 소인과 함께 태내 외 성장 과정의 신경생물학적 요인
에 의한 것이 주된 것임이 밝혀지고 있음으로써 부모의 양육이 ADHD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병의 
경과 및 예후에는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런 점으로 인해 ADHD 치료에서 약물치료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 교육·상담 혹은 부모훈련은 필수적이다.” 안동현 외 (2015). p. 252.

41) 안동현 외 (2015). p. 232.
42) 안동현 외 (2015), p. 79.
43) 안동현 외 (2015), p. 176.
44) 안동현 외 (2015), pp. 176-177.
45) 조너선 리오 (2018), pp. 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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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푸코가 ‘광기’에서 근대정신과 정신의학의 권력을 독해한 것에 착안하여, 본 글은 ADHD라는 현대의 ‘광
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고찰해 보았다. ADHD와 관련된 실천을 살펴보면, ADHD는 학교 성적, 
업무 능력, 부모님 말씀에 잘 따르기, 눈에 띄는 행동 안 하기 등의 고충들을 해결하기 위해 작동한다. 그
러나 문제의 해결은 생물학적 원인을 유일한 원인으로 제시하는 ‘ADHD’의 구조 아래에서 모색된다. 그곳
에서 능력과 관련된 ADHD 질환자의 주체성은 소실된다. 
  소위 ‘능력주의 시대’라고 오늘날을 평가할 때, 그 시대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ADHD는 그들
의 주체성을 대가로 능력을 교정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학교 수업이나 업무 현장에서 부진한 사람들을 
교정하고 보완하는 방법이 바로 ADHD이다. 따라서 ADHD와 관련되어 더 본질적인 문제는 사회의 능력 
평가 시스템이다. 이런 관점에 위치할 수 있다면, ADHD를 ‘치료’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거시적인 문제까지 우리의 관점을 넓혀준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생을 평
가하는 방식, 학생의 능률과 소질을 다루는 다양한 범주를 고안해볼 수 있다. 학급의 학생 수를 줄여서 학
생 맞춤 교육을 시도하는 것이 약물보다 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46) 실제로 임상 사례에서 소개
된 파벨의 경우, 파벨과 일대일로 학습한 가정교사는 파벨을 영특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이해했다.47) 혹
은 숫자와 글자를 중점으로 하는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예술, 음악, 체육 교육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하자고 주장할 수도 있다.48) 아닌 게 아니라, ADHD로 진단되는 학생들은 체육 활동과 교실 밖에서 시간
을 많이 보내는 여름방학 동안 증상의 완화를 보이기도 한다.
  ADHD를 통해 관찰한 바를 더 멀리 확장할 수도 있다. 우리는 학교생활에서의 부진함이 ‘정신질환’이라
고 불릴 수 있을지 생각해보며, 사회가 평가하는 능력이 얼마나 편협한지 반성할 수 있다. 책상에 오래 앉
아있고, 스케쥴을 잘 정리하는 등의 실천들은 물론 하나의 능력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산만하고 부주의
한’ 특성 또한 어떤 능력과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능력’이란 말의 다양성을 사유해야 하며, 그 
다양성에서 끌어낼 수 있는 많은 모습에 따라서, 평가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할지 모른다.
  확실한 것은, ADHD가 다루고 있는 것이 단순히 질환과 그 치료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ADHD의 실천에
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학업능력 및 업무 능력의 부진과 그에 대한 조치이다. 즉 오늘날 사회에서 출현
하는 삶의 고충을 ADHD가 다루고 있다. 따라서 그 외양이 과학적이고 엄밀한 의학적 형태를 취하더라도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정신질환’이라는 말은 ‘정신의학’, ‘진단’, ‘치료’ 등의 다른 말을 
불러온다. 하지만 ADHD의 실천에는 ‘정신질환’과 ‘치료’라는 단어 쌍이 담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
이 욱여넣어져 있다. 따라서 ADHD를 둘러싼 문제에서 우리는 질환과 그 치료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신의
학의 구조에서 생략된 삶의 고충과 능력의 평가와 같은 실질적인 문제를 사유하자. 

46) 조너선 리오 (2018), p. 111.
47) Michael B, First al (2018). p. 58.
48) Gardener, H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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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널드 랭의 정신질환에 대한 실존현상학적 이해 

 

경희대학교 철학과 한기하 

 

1. 들어가며 

 

로널드 데이빗 랭은, 1972 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태어났다. 그는 글래스고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정

신 의학을 자신의 주요한 전공으로 삼음으로써, 실제 정신 의학자로서 활동한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꾸준

히 '반정신 의학'이라는 사조에 연루되어 왔다. 비록 스스로는 자신을 반정신의학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되길 거

부했음에도 말이다. 반정신의학적 사조에는 대표적으로 사즈와 푸코가 있다. 사즈의 경우에는 그 비판적인 문헌

들은 주로 '정신 질환'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것에 할애 되어 있으며, 푸코의 경우에는 '광기'라는 것을 정신의학

자의 관점이 아닌, 인문 사회학적 관점에서 구성되었음을 조명한다.  

이에 대조적으로 로널드 랭은 정신의학자의 관점에서 직접 환자들을 만나고 대면하여 얻은 경험으로부터 정신

증 환자들의 주관과 세계를 파고든다. 그런 점에서 로널드 랭의 관점은 기성 정신의학의 그것과도 다르지만, 사

즈와 푸코의 입장에도 대조된다. 랭 자신이 스스로를 '반정신 의학'이라는 개념을 경계하기는 했지만 그는 분명 

기성 정신 의학에 거리를 두었다. 그의 입장은 '실존 현상학', '존재론적 전통'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으며, 하이데

거, 사르트르, 야스퍼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정립한 현상학과 실존이라는 개념에 깊게 고무되었다. 그는 이러한 

관점을 정신 질환자의 치료에 적극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조현병 환자들을 이러한 실존적 틀 위에서 인간 

답게 대우하고 다가가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그들의 존재와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당시로서는 독특한 관점을 

내세웠다. 

  본고는 이러한 랭의 관점이 현대 정신 의학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 장에서는 랭의 관점이 반대하는 '유기체적 관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유기

체'라는 것은, 환자를 하나의 신경 생리적인 대상, 혹은 물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3 장에서는 랭이 전

제하는 철학적 지반 위에서 그가 조현병 환자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그가 간주하는 

정신증 환자의 분열적 양상들이 세부적으로 설명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으로 환자에게 접근하여 어떠한 

회복의 가능성을 랭이 기대하는지를 논한다. 뒤이은 4 장에서는 랭의 관점이 현대 정신의학, 내지는 신경생리학

적 입장에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그 안에서 랭의 논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논

의하며, 본고를 마칠 것이다. 

2. 실존 현상학적 지평 위에서의 정신증 환자와 우리 

 

1) 인간을 유기체로 여기는 오인  

 

  로널드 랭의 대표작, 『분열된 자기』 에서 그는 다음 처럼 적고 있다 :  

이 책에서는 '조현성 성격장애[schizoid]'나 '조현병[schizophrenic]'이라는 용어가 각각 건전한 상태와 정신병적 상태

라는 의미를 유지하겠지만, 나는 이 용어들을 임상 정신의학적 준거 체계 속에서가 아니라, 현상학적이고 실존적인 



 

 

2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즉 오늘날 있는 그대로의 임상 정신의학과 정신병리학의 방법으로는 이 문제들을 파악할 

수 없고, 오히려 두 장애의 진정한 인간적 타당성과 의미를 보여줄 실존현상적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 

  랭은, 조현성 성격 장애와, 조현병에 대해서 다룰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어떠한 의미로든지 간

에  조현병의 질병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만큼,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상학적이고 

실존적인 의미'로서만 그렇게 할 것임도 분명히 한다. 랭은 조현병 환자들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그들을 우리

와 동등한 인간적 틀을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인간적 틀'이라는 것은 현상학적이고 실존적인 틀이

다. 이것은 정신증 환자 이해에 요구되는 필요 조건이다. 이러한 관점을 다른 반정신의학적 사조에 대비되는 랭

의 독특한 관점이다. 동시에 기성 정신 의학과 구분해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는 다음 처럼 말한다 :  

정신과 의사는 조현성 성격장애나 조현병 '환자 case'를 사람으로 보는 데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조현성 성

격장애나 조현병에 걸린 사람들에 익숙하거나 공감하지만 그 사람들을 임상 가검물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양쪽 모두에게 내 설명이 다소 만족스럽지 않으리란 건 당연하다.2 

  랭이 가고자 하는 길은 조현병 환자들을 비질환자와 완전히 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보는 관점과도 구분되며, 또

한  조현병 환자들을 하나의 사람이 아닌 치료 대상으로만 보는 사람들과 구분 된다. 그는 그 사잇길을 통해서 그

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것이다. 조현병 환자들을 '사람'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실존 현상학’적 관점에서 그들을 

이해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존 현상학'적 관점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우선 그 반대로 환자에게 접근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것은, 환자를 '유기체'로 여기는 것

이다.  

연구자는 사람을 유기체로 보느냐, 아니면 사람으로 보느냐에 따라 인간 현실의 다른 측면을 보게 된다. (...) 사람으

로서의 타인은 책임감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즉 스스로 행동하는 주체로 보인다. 하지만 그 타인을 유기체로 보

면, 유기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원자계, 분자계, 세포계, 체계, 유기체 같이 어떤 복잡계의 단계에서도 개념

화 할 수 있다.3 

  여기서 '유기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기체’는 단순히 신경 생리적인 것, 혹은 물리

적인 것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그는 정신의학자들이 인간들을 그저 하나의 '유기체'로서 여겨서는 안 되며, 오히

려 그들을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인간을 유기체로만 보는 관점은, 이를테면 정신증 환자들

의 '문제성'을 '적출'해야할 대상으로만, 혹은 단순히 인지적 관점에서 환각이나 망상을 교정해야 할 것으로만 간

주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문제를 드러내는데, 이것은 소극적인 문제와 적극적인 문제로 분류해볼 수 있

다. 

  소극적인 문제는, 실제로 인간의 정신을 하나의 유기물로서 대우하는 그림이 틀렸다는 것이다. 정신은 신체 기

관과는 다르고 오히려 인간 그 자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간을 대우하는 그들의 시각은 '거짓'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선은 사소한 거짓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신체 기관을 유기체로 것의 실효성을 실용적으

로 부인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병인을 제거함으로써 질병적 증상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유기체로 대함으로써,  특히 인간의 정신을 유기체로 대우함으로써 어떠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지를 살펴야 한다. 이것이 ‘적극적인 문제점’이다. 적극적인 문제라는 것은, 인간을 유기체로 바라보는 태도가 조

                                                      

1 Ronald. D. Laing, 『분열된 자기』, 2018,  p. 22 강조는 필자 

2 Ronald. D. Laing, 『분열된 자기』, 2018,  p.23 

3 Ronald. D. Laing, 『분열된 자기』, 2018,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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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 환자들의 '질병성'을 '부각'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로는 치료자의 '인식적 측면'에서 

환자의 증세를 더 부각시킬 수 있다. 랭은 뒤집어 다음 처럼 말한다 :  

우리가 조현병을 보는 관점에 따라, 우리가 환자와 그 환자의 행동을 보는 관점이 매우 크게 달라진다. 조현병에 대

한 많은 교과서적 '증상들'은 병원마다 다르고, 주로 양육의 상관적 요소처럼 보인다. 어떤 정신과 의사들은 다른 정

신과 의사들에 비해 조현병의 특정 '증상들'을 덜 알아차린다.4 

여기서 그가 지적하는 것은, 정신의학자가 아둔해서 그 질병성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조현병 환자들

을 이해하며 소통하기 시작할 때 그들을 환자가 아니라 인간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인간을 유기

체로 보는 관점은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을 유기체의 기능적 관점에서만 보기에, 환자의 행동들이 더 많

이 문제적으로 관찰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랭은 이에 머무르지는 않고 조금 더 나아간다. 만약 의사가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인간적 이해 없이 단순

히 유기체적 이해만을 고수한다면, 그들은 단순히 인식적으로 문제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문제, 즉 증상

들을 더욱 ‘유발’한다. 가령, 한 사람이 자신을 나폴레옹이라고 그릇된 방식으로 정체화 할 때, 그것을 사실이 아

니라는 식으로 강제하고 강요함으로써, 그의 정신증을 더욱 악화시키고 반발을 일으키는 경우가 그렇다. 이 지

점에서 중요한 것은, 환자를 이해하고자 할 때, 의사의 입장에서는 환자를 덜 문제적으로 여긴다는 인식적인 사

실로부터, 실제 환자는 그 이해를 통해서 실제로도 문제성을 덜 드러내며 대화를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

에서 의사의 태도와 환자의 태도는 상호 연결 되어 있다. 그리하여, 로널드 랭 자신의 경험에 따르면, 한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할 때, 그들과 소통이 원활 해진다. 그들과 원활히 소통하기 시작할 때 ‘질병적 증상'이라는 것은 더

욱 희박하게 발견되고, 나아가 더 희박하게 유발되기도 하는 것이다. 

 

2) '실존현상학'적 인간관 

 

  한편, 인간을 '유기체'로 보는 것에 대조적으로, 사람을 사람 답게 살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

고 그 대안이 랭이 말하는 것처럼 '실존-현상학적'이라면, 도대체 '실존'은 무엇이고 '현상학'은 무엇인가? 랭은 한 

사람을 '세계-내-존재'로서, 함께 이 세계 내에서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러한 논점은 분명하게 주장되고 있지만, 그것이 어째서 '실존 현상학'위에서 가능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를 

위해서는 앞선 실존 현상학자의 선구자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더 분명해질 것이다. 하이데거는 『존재론 : 현사

실적 해석학』에서 '현상'이라는 개념에 관해, 대해 다음 처럼 쓰고 있다 : 

현상이라는 말은 그리스 용어 '스스로 나타나는 것'에서 근원을 가진다. (…) 그러므로 현상은 스스로 나타나는 것으

로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 현상은 대상적 존재의 방식, 나아가 하나의 뛰어난 방식으로 대상이 그 자신에서

부터 현존함이다. 그러므로 현상은 우선 사태의 내용을 결코 형성하지 않으며, 그 속에 어떤 규정된 사태 영역에 대

한 지시도 없다. 현상은 대상-존재의 뛰어난 한 방식을 특징짓는다.5 

 이러한 하이데거의 논점은 현상은 우리의 인식에만 관련한다거나, 우리의 인식이 그것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스스로 자신을 드러냄’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것은 우리 인식에만 의존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상 

자체의 능동성으로서 그 두드러진 존재 양식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태 자체의 연구에서 

                                                      

4 Ronald. D. Laing, 『분열된 자기』, 2018,  p.50 강조는 필자 

5 Heidegger Martin 『존재론 : 현사실성의 해석학』, 2002,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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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가 스스로 나타나는대로 획득되어야 한다."6 그래서 현상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스스로 드러내는 것의 

존재 양식을 틀림 없이 해석해내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된다. 이러한 이념은 우리의 탐구 대상을 편견 없이, 그것

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점에서 볼 때에는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왜

냐하면, 대상을 편견없이 보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당연함은 

이미 많은 분과 학문이 수학과 과학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광범위하게 위반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수학이 모든 학문의 모범으로 앞서 여겨진다는 것이 도대체 정당한가? 아니면 수학과 다른 학문이 맺는 근본적인 

관계가 사실상 거꾸로 된 것은 아닌가? 수학은 가장 덜 엄밀한 학문이다. 왜냐하면 접근하기가 가장 쉬운 것 중에 하

나이기 때문이다. 정신과학은 수학자가 각기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학문적 실존을 전제한다.7 

  여기서 '수학'을 학문의 모범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이데거의 주장은 조심스럽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수학이라는 것의 지위를 끌어 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이데거의 주장은 반지성주의의 일

종으로 이해될 것이다. 이러한 오해를 피하면서도, 여전히 건져내야 할 덕목은, '대상의 양식과 그것에 적합한 접

근 양식'으로부터 우리의 탐구 방식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정신과학'이라는 것이 "더 많은 학문적 실존을 전제"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실존’은’내 존재를 문

제 삼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때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를 묻고, 그것을 획득하기를 희망하며, 동

시에 상실할 수도 있다. 그것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간 선이해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의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단순히 신경생리적 방식으로 그를 이해하지 않는다. 오

히려 그가 바라보는 세계와 그 자신의 고유한 존재라는 것을 동시에 보고 듣는다. 그는 얼마간 나와 유사한 존

재 양식을 공유하며 이 세계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랭은 우선 다음 처럼 말한다 :  

실존주의에서는 구체(concretum)를 한 사람의 실존, 즉 세계-내-존재(being-in-the-world)로 본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 있고, 처음부터 세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에서 시작해야 한다. 또 사람은 '자신의' 세계가 없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사람 없이는 그 세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8 

  이러한 입장은 현상학적 실존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그가 '세계-내-존재'라는 용어를 사용한

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고, 직접적으로 하이데거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세계-내-존재'라는 것은 무엇인가? 랭은 이를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넘어가고 있지만, 이 개념은 본래 

하이데거에게서 연원한 것이다. 하이데거는 우리를 이 세계의 '내[內]-존재'라고 말한다. 여기서 '내-존재'라는 것

은 그저 공간적 차원에서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없다.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세상에 그저 아무런 

의미도 없이 놓여 있는 사물이 된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다음 처럼 적고 있다 : 

'내가 있다'는 것은 다시 '나는 거주한다', '나는 ...곁에, 즉 이러저러한 친숙한 것으로서의 세계 곁에 체재하고 있다'

는 뜻이다. '내가 있다'의 부정법(不定法)으로서의 존재，즉 실존범주로서 이해된 존재는 ‘...곁에서 살고 있다，’ ‘...

과 친숙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존재는 세계-내-존재라는 본질적 틀을 가진 현존재의 존재를 나타내는 

형식적이고 실존론적인 표현이다.9 

                                                      

6 Heidegger Martin 『존재론 : 현사실성의 해석학』, 2002,  p.132 

7 Heidegger Martin 『존재론 : 현사실성의 해석학』, 2002,  p.135 

8 Rodand. D. Laing, 『분열된 자기』, 2018,  p.25 

9 Heidegger Martin.『존재와 시간, 1995,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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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이 세계에 놓인 사물과 같은 존재는 아니다. 하이데거는 그렇게 놓여 있는 사물과 같은 

것을 명명할 때 ‘전재자[前在者 : Vorhandensein] 라 말한다. 그것은 그저 놓여 있겠기에 스스로의 존재를 문제삼

지 못한다. 즉, 실존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랭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현존재[인간]의 존

재양식은 '전재자'와는 다르다. 우리는 세계-내-존재로서 친숙한 세계 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로널드 랭이 인간을 물화해서 보는 것을 "의도적 행위"라고 보는 것도 이러한 하이데거의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우리는 사물(전재자)과는 다른 존재이다. 그때 그 '실존하는 인간'은, 자기 세계 내에서 이미 다른 

사람과 사물들과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의 존재와 타인에 자신의 방식으로 마음쓰면서, 스스로

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이다. 그것이 가능할 때에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인간으로서 만날 수 있게 되

는 것이다. 

"책상이 문 '옆'에 있다", "의자가 벽에 '접촉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접촉해 있다<고 말할 수

는 없다. 그것은 정밀하게 검증해 보면 의자와 벽 사이에 틈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대서가 아니라, 설령 그 틈이 영[없

다]이라 하더라도, 의자는 원칙적으로 벽에 '접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접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벽이 의자를 "향

해서" 만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10 

 정리하자면, 실존 현상학이란, 정신성을 포함한 인간 일반을, 그 존재 양식에 입각한 순수한 현상에 따라보겠다

는 현상학적 태도를 전제한다. 그런 점에서 ‘현상학’이다. 동시에 그 태도로 본 인간의 존재 양식은 ‘실존적’이다. 

그 실존하는 인간은 스스로의 세계와 존재를 문제 삼고, 세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며 살아가는 존

재이다. 그러므로, 조현병 환자들을 이해할 때에도 이러한 인간 일반에 대한 시선들이 전제되어 있을 때에만 그

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랭은 자신이 정신증 환자를 바라보고 다가가는 방식을 ‘실존 현

상학’으로 명명하고 있는 것이다.  

3. 조현병 환자들의 양상 

 

1) 문제성과 인간성, 이해불가능성의 이해 

 

  랭의 입장은 조현병 환자들을 인간으로서 대우하며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증 환자들은 또한 정신의학

자의 시선 하에서 여전히 의학적 진단의 대상이다. 

나는 어떤 사람을 정신증 환자라고 부를 때, 우리가 은연중에 내리는 판단에 더욱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어떤 사람이 정신병자임을 인정할 때, "이 환자는 온전한 정신이 아니며, 자신과 타인에게 위험할 수 있고, 정신병원 

안에서 돌봄과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쓴다 해도 기만이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제정신이라고 여

기지만 그 정신이 매우 건강하지 않으며, 자신과 타인에게 앞의 사람들과 똑같이, 혹은 더 위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안다. 사회는 그들을 정신병자로도,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할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는다.11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정신증적 진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과, 여전히 그들을 일

상인들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이중적 함의다. 이로부터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이렇다. 첫

째로는, 실제 조현병 환자들을 실존 현상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때 나타나는 분열적 양상이다. 그것은 실제 조현

병 환자들 자신이 '존재론적 불안정'을 겪고 있다는 그 자신 안에서 나타나는 괴로움이다. 그 괴로움은 스스로의 

                                                      

10 Heidegger Martin.『존재와 시간, 1995, p.84 

11 Ronald. D. Laing, 『분열된 자기』, 2018,  p.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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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에 의해서 미쳐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계를 왜곡할 수 

밖에 없었으나, 그 처방은 일시적인 효과만을 나타낼 뿐, 결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둘째로는, 그것을 실존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 환자 내부적으로 불안과 소외가 관찰된다는 것으로

부터 그것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목적이 부각된다. 동시에 그 회복을 도모하는 정신의학자, 혹은 그들을 이해하

며 돕고자 하는 이들의 역할도 함께 부각된다. 실존 현상학의 관점에서 그들과 우리는 여전히 상호작용하며 영

향을 주고 받는다. 정신의학자는 그 소통의 틈바구니 사이에서 그들이 놓인 세계와 존재에 대해 듣고 이해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조현병 환자들의 세계는, 단순히 그 환상과 환시가 그저 인지적 차원에서 다른 비장애인들과 불일

치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만약, 조현병 환자들의 '환청'이라는 것이 그저 생리적 기전에만 근거한 것이라면, 그것

은 어째서 괴롭고, 위협적인가? 왜 즐거운 환청은 들리지 않는가?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가령, 천사와 음악 

소리와 같은 그리스도의 환영을 보고 듣는 사례는 분명히 존재한다12.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러 토리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들의 '환청'이라는 것은 대부분 두렵고 불쾌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 같다.  

대다수의 경우 환청의 목소리는 남자 목소리이며 불쾌한 목소리다. 대개는 비난하는 목소리로, 실제로 한 행위이든 

상상의 산물이든 간에 과거의 잘못에 대해 듣는 이를 신랄하게 공격하며 욕도 자주 한다. 목소리가 뭐라고 말했냐고 

물어도 그 내용이 창피하다고 느껴 알려주지 않는 환자도 많다.13 

환자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그 목소리들의 '청각적 자극 기전'이라는 것이 밝혀진다고 해도, 여전히 그 목소리

의 성별이라든지, 그 목소리의 내용의 '원인'이 아니라 '이유'를 묻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다. 환자가 보고 듣는 것

들은 단순한 웅얼거림이 아니라, 하나의 '내용'을 가진다. 환자에게 들리는 환청과 환시의 '내용'은 이미 꽤 괴롭

고 두려운 것이며 부정적인 것이기도하다. 즉, 환자 자신은 어떤 '위협'을 느낀다.  

기성정신의학과 다른 정신의학에 대조적으로 랭에게 특수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이 내용들을 그의 존재와 

세계를 듣고 이해하는 정신 의학자의 역할, 혹은 그들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끈기를 가진 인간의 역할을 중

요하게 다룬다는 점이다. 결국, 주어진 인간적 구조를 통해서 환자를 이해하는 것이 조현병 환자를 이해하는 것

의 주된 핵심이 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실존적 이해 가능성이 우리에게 깔리자마자, 동시에 실질적 이해의 어

려움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정신증 환자 치료의 문제 이전에 그들을 이해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 로널드 랭은 

그 단절된 거리가 있음을 치료자의 입장으로서 분명히 하고 있다. 

즉, 당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내 정체성은 대체로 일치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당연

하다고 생각한다. 그냥 '대체로'라고 말하자. 분명히 상당한 불일치가 있을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 하지만 이

런 불일치를 일치로 만들려는 노력이 실패한 후에도 충분히 극단적인 불일치가 존재한다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분명하게 미쳤다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14 

 분명히 환자와 의사 사이의 불일치, 질환자와 비질환자 사이의 불일치는 존재한다. 그리고 그 불일치를 우리의 

이해 안에서 쉽게 좁히려 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억압하고, 진정한 이해를 방해한다. 즉, 그에게 우리의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랭은 우선 환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남겨 둬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

로 보인다. 이때 조현병 환자의 이해 불가능성은 이해 가능성 위에서 출발하여 도달하는 지점이다. 여기서 우리

가 이해해야 할 것은 그들이 경험한 것, 그들이 실존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

                                                      

12 E. Fuller Torrey, 『조현병의 모든 것』, 2021, p.70 

13 E. Fuller Torrey, 『조현병의 모든 것』, 2021, p.71 

14 Ronald. D. Laing, 『분열된 자기』, 2018,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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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차이'를 그들에게 쉽게 설득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깨닫도록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

은 그들의 세계에서 자신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힘겨운 싸움의 일환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비현실적인 사람은 자신의 '실존적 입장'에 대한 '진실'을 따라 산다. '실존적으로' 진실한 것을 '실제로' 진실한 것

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다. (...) 한 사람은 자신이 죽었지만 살아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실'은 그가 죽었

다는 것이다. (...) 단순히 상징적으로 그렇다거나 '어떤 의미에서' 또는 '말하자면'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사람

은 진지하게 자신의 진실을 알리는 데 전념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공동의 진실을 재평가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미치는 것이다15. 

그리하여 우리는 동일한 하나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대우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이해의 지평

이 깔리자마자 우리는 그들이 느끼는 경험을 추측해봄으로써 그들을 이해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해의 가능성으로부터 이해 불가능성이 도출된다. 그러나 이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

으리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바로 그 이해 불가능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첫걸음이다. 그 이해 불가능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항상 조현병 환자의 특수성과 차이, 분리와 외로움, 절망을 인식해야 한다16”는 것이다.  

 

2) 존재론적 불안정 

 

  그리하여, 우리가 조현병 환자나, 조현성 성격장애 환자들의 문제성을, 단순히 그들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인식

적 불일치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분리와 외로움 절망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그들의 존재가 느끼는 위협

으로 시선을 옮겨가게 된다. 랭은 그것을 '존재론적 불안정'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정신증 환자들의 양상을 랭은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것은 1)삼켜짐(engulfinent) 2)내파(implosion) 3)석화(이인화 : petrification)이다. 삼켜짐은 

나의 존재가 타인에 의해서 압도되며, 그로부터 나를 상실할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를테면, 

조현성 성격장애 환자들이 어째서 타인의 관심을 멀리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랭은 정신증 환

자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고 있다 :  

난 계속 못해. 당신은 나를 이기는 기쁨을 찾으려고 논쟁하고 있어. 기껏해야 당신은 말싸움에서 이기겠지. 논쟁에

서 지는 건 최악의 경우일 테고. 나는 지금 내 존재를 지키려고 논쟁하는 거야.17 

  여기서 정신증 환자들은 타인의 관심과 사랑에 취약하다.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자율성이 침해된다

고 느낀다. 그리하여 스스로 고립되고 '소외'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즉, 정신증 환자들의 '존재론적 불안정'이

라는 것은, 다음의 양자 택일의 상황 앞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타인에게 흡수됨으로써 존재를 완전히 상실하거

나, 반대로 그로부터 떨어져나와 완전히 소외되는 것이다. 이때 치료자에게 중요한 것은, 실제 그런 것보다 더 많

이 사랑하거나 관심이 있는 척하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적절한 무관심과, 환자의 자율적 공간의 확보는 그만큼 

중요해진다.  

  한편, 내파는 한 개인이 자신이 "공백처럼 비어 있다고 느끼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때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그 공백 자체이기 때문이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허무를 달래기 위해 그 

공백을 채우기를 희망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렇게 텅 비어있는 개인은 현실과의 관계 맺

음 안에서 정체성을 위협당한다. 

                                                      

15 Ronald. D. Laing, 『분열된 자기』, 2018,  p.55 

16 Ronald. D. Laing, 『분열된 자기』, 2018,  p.56 

17 Ronald. D. Laing, 『분열된 자기』, 2018,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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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석화'와 '이인화'의 수순이 발생한다. 우리는 종종 외부로부터의 스트레스, 타인으로부터의 스트레스

를 방지하기 위해서, 타인을 사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고 그 효과를 실감하기도 한다. 정신증 환자도 

유사하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 타인으로부터의 '삼켜짐'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을 사람이 아닌 사물

로, 마치 돌처럼 딱딱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나 그것이 '삼켜짐'이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처방은 아닌데, 그 까

닭은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자기 자신의 상실을 경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

증 환자는 타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 만으로도 자신의 실존적 위협을 실감한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

인을 사물로 여기며, 스스로 소외되는 결과를 취하는 것이다. 동시에 석화는 타인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돌로 만

든다. 즉 타인으로부터의 몰이해와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

나 이것은 타인에 의해 돌이 될 것이 두려워 스스로를 미리 돌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 잠재적인 ‘삼켜짐’, 혹은 

‘내파’의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예방도 무엇도 아닌데, 그 이유는 결국 자기 자신을 지

키려 하면서 동시에 상실해버리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분열된 자기'에서 그 '분열'이 

일어나는 계기이다. 

 

3) ‘참-자기’와 ‘거짓-자기’의 분열 

 

  자기 자신의 존재론적, 실존적 안정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기저의 근본적 불안정을 다루기 위한 시도"18

로서 정신과 육체가 분열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와 자기 자신 사이의 일체를 실감하지만 조현증을 겪는 

이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자신이 완전히 육신이 된 적이 없었다거나, 자신이 어느 정도 체화되지 않았다고 말

한"19다. 그들은 몸이 "자기 존재의 핵심이 아니라, 세계 속에 있는 다른 대상들 중에 한 대상이라고 느끼"20고 있

다. 그의 정신은 신체로부터 유리되어 있고, 마치 자신의 신체가 하는 일을 자기와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관람하

는 구경꾼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진정한 세계를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 '거짓-자

기'라는 것을 육체로서 자신과 분리 시킨다.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대상을 타인인 것처럼 꺼린다. 그 이유는, 

외부로부터 삼켜지고 스스로 사라질까 하는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작은 우주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 자폐적이고, 사적이며, 개인 내면의 세

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세계, 즉 공유된 세계의 적절한 대체품이 되지 못한다. 이것이 적절한 계획이었다면 

정신증을 앓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현병에 걸린 개인은 타인과의 창조적 관계에 의지하

지 않고, 즉 타인과 외부 세계에 조현병에 걸린 개인에 대한 효과적 태도를 요구하는 관계 방식에 의지하지 않고, 자

신의 존재 안에 갇힘으로써 전능해지려고 애쓰는 것이다.21 

  이들은 그 위협을 방지한다는 목적을 목적을 '일시적'으로 달성할 수는 있다. 그것은 "'참-자기의 안전, 타인에

게서의 고립과 이를 통해 얻는 자유, 자기만족과 통제"22이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일시적인 것에 불과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실패하게 된다. 그 이유는 1)이 계획이 실현불가능하기에, 오히려 절망

으로 이끌기 때문이고, 2)지속적인 허무감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18 Ronald. D. Laing, 『분열된 자기』, 2018,  p.98 

19 Ronald. D. Laing, 『분열된 자기』, 2018,  p.99 

20 Ronald. D. Laing, 『분열된 자기』, 2018,  p.103 

21 Ronald. D. Laing, 『분열된 자기』, 2018,  p.113 

22 Ronald. D. Laing, 『분열된 자기』, 2018,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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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는, 숨어서 입을 다문 자기 자신이 설령 어떤 부분에서는 육체적 자기 자신보다 더 진실에 가깝다고 할

지언정, 한 개인은 외부 세계와의 감각적 교류를 하지 않으면 공허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인과의 결합이 전

적인 자기 상실이 아니라, 창조와 동시에 서로를 강화해줄 수 있는 관계로서 사유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정신증 

환자에게는 그러한 창조적 관계가 불가능하다. 

그 갈망이 자기의 종말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은 서로 잘 맞는 두 사람이 서로 강화하고 서로 주고 받는 관계를 원하

지 않는다. 그는 변증법적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23 

  자신이 삼켜질까 하는 불안은 존재론적 불안정의 상태에 있는 정신증 환자에 대한 로널드 랭의 서술로부터 익

히 알려진 것이었다. 그리하여, “조현병 환자는 존재를 피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에게서 존재를 지키기 위

해 비존재의 소용돌이 속으로 내려간다.”24즉,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와 내부를 분열 시키는 대가로 스스로

의 자아는 안전해지고자 희망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고립된 상태의 자아는 공허하고 허무해진다. 아른힐은 조

현병을 앓던 시절의 자신에 대해 다음처럼 회고한다 : 

되돌아보면 내 안에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경고 신호는,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서서히 

사라졌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해 내가 정말로 존재하는지, 혹시 책 속의 누가 만들어낸 인물은 아닌지 혼란스러웠

다. 누가 내 생각과 행동을 조종하는지도 더 이상 분명하지 않았다.25 //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누가 실제로 내 생각과 

행동을 조종하는지를 모르는 채로 산 지 벌써 몇 년이나 지나 있었다. 나는 내가 정말 존재하는지 전혀 확신할 수 없

었다.26 

이러한 분열이, 그들을 비현실적으로 만들면서도 동시에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길로 인도한다. 자신을 지키

려 하지만, 그 안에서 더욱 공허로 빠져드는 것이다. 비질환자들은 이러한 비존재의 감각, 자기 상실의 체험을 정

신증 환자들처럼 겪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분열’이라는 것은 ‘실존 현상학’적 측면에서는 모두에게 공유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세계-내-존재’로서 자기 존재를 문제 삼고, 세계 내에서 다른 공동 존

재들과 함께 교류하며 산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일상을 영위할 때조차도, 인간은 ‘비본래적’이다. 즉, 타인

과 세속적인 규준들 속에 빠져서 자신의 ‘본래성’을 망각한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불안’은 자

신이 자신 답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오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러한 현존재 일반의 ‘불안’과 

조현병 환자들의 ‘존재론적 불안정’ 사이의 층위가 과연 뚜렷하게 구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장선 상에 있는지

는 더 면밀히 탐구 되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조현병 환자가 불안정 상태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참-자기’와 

‘거짓-자기’를 분열 시키는 것이 본래성과 비본래성 사이에서 결의[결단]을 강조하는 실존 현상학에 관련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불안이 현존재[인간] 일반의 근본적인 기분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정신증 

환자와 일상인들은 동일한 지평 위에서 거주한다. 

 

4) 이해와 회복의 가능성 

 

그리하여,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상실이라는 기분으로서의 불안을 이해하면서, 조현병 환자들의 불안정한 자기 

분열적 상태에 다가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랭은, 이러한 환자들 일반을 어떻게 치료하고, 또 회복시키는

                                                      

23 Ronald. D. Laing, 『분열된 자기』, 2018, p.139 

24 Ronald. D. Laing, 『분열된 자기』, 2018, p.142 

25 Arnhild Lauveng, 『나는 자주 죽고 싶었고, 가끔 정말 살고 싶었다』 , 2020, p.14 

26 Arnhild Lauveng, 『나는 자주 죽고 싶었고, 가끔 정말 살고 싶었다』 , 2020,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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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해서 뚜렷한 해법이나 테크닉을 제안하고 있지는 않다. 그 이유는 『분열된 자기』가 우선은 조현성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환자들의 내면 세계에 다가갈 수 있는 가교를 놓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 중요한 이유는, 환자의 '자기'와 '세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분열되어 있는지는 그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봄으로

써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실존적인 틀, 그의 존재와 세계를 강조하는 것은, 곧 그의 존재와 세계의 의미를 들으

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의 서술들 안에는 환자들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실마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우선은 환자가 스스

로 제안한 자기 방어 전략 자체가 악순환으로 흘러가도록 했음을 스스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극적 역설은 이런식으로 자기를 더 많이 방어할수록, 자기가 더 많이 파괴된다는 것이다. 조현병 상태에 

있는 자기를 명백하게 최종적으로 파괴하고 해체하는 것은 적의 외적 공역(실제 공격 또는 상상의 공격)이 아니라, 

내면의 방어 전략이 야기한 참회다.27 

  그런 점에서 뚜렷한 의학적, 상담학적 테크닉이 밝혀 지기 이전에, 환자가 이른 분열 과정들을 이해하고 그것들

을 순차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해를 돕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방향성이다. 신체-자기와 정신-자기를 분리 함으

로써, 내적인 공허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언

제나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고지하는 것이다. 언제나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 그러나, 그것은 조현병 환자 자신에

게는 인지하기 힘든 일이다. 분열된 상태에 있을 때, 환각에 시달릴 때에도, 그 안에서 나는 나로서 존재하고 있

고, 그 방향성이 스스로 해할지라도, 그 안에는 삶에 대한 의지의 흔적들을 담고 있다. 

때로는 아주 작게 중얼거리는 겁에 질린 목소리나, "넌 죽어야 해"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주위에 피를 뿌려. 그러지 

않으면 네 가족 모두 죽게 될 거야"와 같이 명령을 내리는 명확한 목소리도 들렸다. (...) 내 가족을 구하기 위해 왜 내 

몸에 상처를 내야 했을까?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 많을 것이다. 그중 몇몇 대답은 의심의 여지 없이 바닥까지 내려

간 너무 낮은 자존감과 관련되어 있으며, 또 내가 스스로를 멍청하고 가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쩌

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일을 하도록 스스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

는지도 모른다.28 

  두려움과 불안, 낮은 자존감이 그 환청과 자해의 원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환각의 메시지는 환자 자신의 실

존적 의미와 선택, 이타성과 자기 존재 보호의 이유와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랭이 제안한 

실존적 분열의 형식, 실존현상학적 의미의 틀만으로는 포착될 수 없다. 그 틀 안에서 구체적 양상으로 드러나는 

환자를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랭이 자신의 치료 방식자체를 메뉴얼화 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접

근 방식을 공고히 하기 위한 시도가 실패하거나 잘못 이해될 것과 그의 치료적 견해의 핵심을 형성한 바로 그 자

발성의 원칙들이 손상될 것"29 을 지양 하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환자의 구체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 도와야 한다. 이로부터 환자에게 다가가는 하나의 

해법은, 타인의 존재를 통해서 자신을 규정하려 하거나, 자기 자신을 입증하려 하는 태도들을 환자의 자율성 안

으로 들여 오는 것이다. 나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으로 만들면서 내 존재를 훼손당하지 않게 하지만, 동시에 그런 

나는 지속적으로 외부에 나를 맞춤으로써 스스로를 상실하는 결과에 이른다. 이때 환자는 위안을 요구할 수 있

지만, 랭은 위안이 아니라, 그의 자유에 호소해야 한다고 말한다. 

                                                      

27 Ronald. D. Laing, 『분열된 자기』, 2018, p.117 

28 Arnhild Lauveng, 『나는 자주 죽고 싶었고, 가끔 정말 살고 싶었다』 , 2020, p.35 

29 Ronald. D. Laing, 『분열된 자기』, 2018,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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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심리 치료의 임무는, 야스퍼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환자의 자유에 호소하는 것이다. 심리 치

료의 좋은 기술은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능력에 달렸다.30 

4. 현대 정신의학과 랭의 관점 사이의 쟁점들 

 

  현대 정신의학적 관점, 특히 정신질환이라는 것이 '뇌 질환'이라는 것, 혹은 그러한 기전이라는 것이 분명히 뇌

의 어느 지점에 관련 되어 있다는 입장은 조현병에 대한 랭의 접근에 반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풀러 토리는 

이러한 관점을 "참으로 기괴한 이유를 대며 조현병이라는 현실을 부정했다"31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그는 랭을 "

터무니 없지만 낭만적인 생각"들을 퍼뜨린 주범으로 간주한다. 

현대 의학, 신경과학적 성취, 약물학적 성과들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테면 '클로르플로마진'

이라는 약물은, 정신질환에 분명한 치료 효과를 야기한다. 약물을 사용하여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랭이 주

장하는 실존현상학적 접근과 분명히 양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유기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문제로 작용하는 것은 환자와의 대화와 상담의 과정에서 일 것이다. 여기서 랭은 크레펠린의 예시를 제시

하고 있다. 그때 크레펠린은, 다음처럼 쓴다 : 

이 환자는 들것에 실려 방에 들어와야 합니다. 다리를 벌린 채 발 바깥쪽으로 걷기 때문입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환자는 슬리퍼를 벗어던지고, 크게 찬송가를 부릅니다(…) 말을 할 때도 고개를 들지 않고, 처음에는 저음으로 시작

해서 대답하다가, 점점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환자에게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묻자 "그것도 알고 싶어? 지금 

누가 평가받고 있는지, 누가 평가를 받을지 말해주지. 나는 다 알고, 말해줄 수도 있지만 그러고 싶진 않아. 말해줄

래?"라고 대답합니다. 환자에게 이름을 묻자 소리를 지릅니다.32 

  랭에게 있어서 현장에서의 이러한 접근이 부적절한 까닭은,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오로지 질병적 징후들에 관

한 객관적 묘사들에만 치중해 있기 때문이다. 그때 의사는 환자의 '질병성'을 기다리고, 가끔은 유도하기도 한다. 

그때 의사는 '정상성'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들만을 질병성의 징후로서 포착하게 된다. 이것은 거칠게 말해 환자

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환자에게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거나, 온화하게 대우하지 않

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신체 질환을 다루는 의사는, 어디가 아픈지를 알기 위해서 환자의 상복부와 하복부를 만

지며, 꼭 그 고통의 범위와 이상 징후들을 가시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정신의학자는 그것보다 더 깊은 층위로 

들어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실제로 풀러 토리와 같은 현대 정신의학자 역시도, 현실적

으로 조현병 환자들과 대우할 때 요구되는 이러저러한 규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가령, 환자가 침대 밑에 "뱀이 있

다"고 주장할 때, 그것들을 비웃는다거나, 아니면 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좋은 접근 방법은 아니다. 

환자는 그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 뱀이 있다고 믿는다. 아마도 소리를 들었거나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대개는 

가족들이 환자의 감각적 경험의 유효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 경험에 대한 그들의 해석은 받아 들이지 

않더라도 말이다.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 “너는 거기 뱀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믿

는 걸 거야. 하지만 나는 그 이유가 병 때문에 네 뇌가 너에게 장난을 치고 있어서라고 생각해.”33 

  위와 같은 접근 방식은, 랭의 접근 방법과 일정부분 일치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른 그림으로 환자에게 다가가

고 있다. 일정부분 동조할 것, 그러나 여전히 그것이 뇌 질환으로서 사실들을 고지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런 점에

                                                      

30 Ronald. D. Laing, 『분열된 자기』, 2018, p.92 

31 E. Fuller Torrey , 『조현병의 모든 것』, 2021, 205p 

32 Ronald. D. Laing, 『분열된 자기』, 2018, p.41 

33 E. Fuller Torrey, 『조현병의 모든 것』, 2021, 46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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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여전히 랭의 관점과 풀러 토리와 같은 현대 정신의학적 입장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랭의 논지가 여전히 가지는 힘은, 환자와 대화를 할 때에 있어서, 환자가 바보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환자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진정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것이 환자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

는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 후자의 입장에서 듣는 것은 랭에게 필수적이다. 이를테면 뱀이라는 

파충류가, 그에게 있어서 어째서 위협적일 수 있는지, 구현화 된 환시나 환청이 어째서 뱀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그 의미들을 환자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일상인들 중에서도 뱀이라는 생물을 기꺼이 반려

동물로 기르기를 희망하는 이들도 있으며, 쳐다보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다. 그렇기에 환각이 한 사람

에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히 다른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때 필요

한 접근방식은, 그 환자의 전체적 삶을 이해하면서, 그의 겁과 두려움, 불안의 의미를 온전히 구제해 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환자를 인간으로서 대우한다는 것은, 그를 따스하게 대우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묘사하

는 것들의 의미를 추적해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때 정신의학자는 감성적일 수도 있지만, 충분히 이성적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과장된 표현이나 어조가 아니라, 그 표현의 내용들을 듣고자 하는 태도이다. 그때에는 

환자의 격앙되거나 두드러진 증세가 드러날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의사는 그와 대화하며 무언가를 발견해낼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증상 자체만을 인지하고 분류하며, DSM 적 분류 체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만을 점검하는 

의학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첫째로 그 증상만을 기다린다는 점에서, 인식적으로 그 문제들을 더 많이 보며, 둘

째로는 그러한 증상들을 더 많이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담의 중요성은 랭 이후 현대 정신 의학에서도 이미 강

조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약물이 듣지 않는 환자에게 상담적 접근은 중요한 대안이고, 약물과 함께 

적절한 상담을 병행할 때 환자의 예후가 좋다는 것은 이미 현대 정신의학에서 얼마간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 안

에서 로널드 랭의 접근이 여전히 부각되어야 하고 의미 있는 까닭이 있다면, 그는 인간 이해에 대한 실존이라는 

명확한 자아상, 인간적 형식을 제안함으로써 그 모습들을 잊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

하여, 현대 과학과 의학적 성취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면서도, 랭의 유산들을 바로 유지해낸다면, 우리는 길을 잃

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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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도입: 신경과학의 발달과 새로운 법적 권리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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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헌법상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신경자기결정권

IV. 형법상 신경자기결정권의 구체화  

V. 결론과 전망   

 



1. 신경과학기술의 발달   

▣ 신경영상(fMRI, EEG, PET etc.)  

▣ 신경의약품 

▣ 비침습·침습 신경기술 및 기기(tCS, TMS, DBS etc.) 

▣ 뇌-기계 인터페이스(BMI), 뇌-뇌 인터페이스(BTBI) 

 

2. 위험과 문제들  

▣ 개인의 자기결정과 형법상 책임원칙의 변화?

▣ 신경체계 기능의 변화: 개인의 감정, 사고, 기억,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침 

▣ 문제 영역의 구분 1) 새로운 문제이나 기존의 다른 상황에 비추어 대응 가능한 문제　

2) 새로운 종류의 위험(현재의 위험, 미래의 위험)

❑ 데이터와 영상: “맥락의존적(kontextrelativ)”, “관계의존적 (예: 의사와 환자, 국가와 개인)” 불확실성 속에서   

❑ 동의의 효력: 예상가능하거나 예상 불가능한 인격의 변화 속에서  

❑ 개인의 자율성: 개인과 외부통제 혹은 개인과 기계와의 사이에서  

❑ 조작(manipulation)과 향상(enhancement): 허용여부 및 허용범주  

도입: 신경과학의 발달과 새로운 법적 권리의 등장   



3. 새로운 법적 권리의 등장 

▣ 인지적 자유권(cognitive liberty): Boire, Sententia, Ienca, Andorno  

▣ 정신적 자기결정권(die mentale Selbstbestimmung): Merkel, Bublitz 

▣ 신경 자기결정권(die neuronale Selbstbestimmung): Lindner, Albers 

4. 새로운 법적 의무의 등장 

▣ 국가의 마음보호 의무: 새로운 법적 권리, 즉 기본권으로서 인정될 경우  

▣ 법적 책임의 문제: 새로운 권리와 법적 책임의 문제는 연관성을 지니나, 일치하지는 않는다.  

법적 책임은 개인의 자유의지를 기초로 그 행위에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고, 

새로운 권리는 이 책임의 전제조건인 자유의지의 형성을 위한 자유를 말한다.                   

▣ 마음보호에 대응하는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의 신설  

  

도입: 신경과학의 발달과 새로운 법적 권리의 등장



*마음, 정신, 심리에 대한 정의: Psyche, psychisch, psychologisch, Geist; mind, mental, psychological  

마음: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잡는 공간이나 위치” (표준국어대사전)

정신: “마음의 자세나 태도” (표준국어대사전)

심리: “마음의 작용과 의식의 상태” (표준국어대사전)

*이하의 논의에서는 맥락에 따라 ‘마음’이나 ‘정신’으로 사용하기로 함 

1. 이원론 : 신체와 마음은 별개의 실체

▣ 현재까지의 법: 마음에 대한 보호에 큰 관심이 없었다. 현재의 법 시스템은 이원론에 기초하여 마음은 그 속성상 누

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으로 여겨 왔다. 

2. 환원론 : 마음은 생물학적·신경학적 작용의 결과  

3. 절충론 : 신체와 마음이 별개의 실체는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마음을 단순히 신경학적 작용의 결과물이나 부

산물로 볼 수도 없다. 마음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침해받는 현상 자체에 주목한다. 

기존의 법적 전제: 마음과 신체의 관계 



1. 마음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한 이유 

▣ 마음에 대한 영향 및 조작의 양태가 다양하고 그 범위가 넓다 

▣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다. 

   

▣ 신경과학의 발달로 마음을 변경시키는 새로운 기술적 수단이 등장하고 있다. 

▣ 새로운 기술뿐만 아니라, 기존과 달리 다양한 형태로 마음에 대한 개입이 가능하다.  

기존의 법적 전제: 마음에 대한 보호?



2. 마음에 대한 법적 보호에 반대하는 논거 

▣ 마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마음의 상태나 마음을 둘러싼 개인의 의사결정과정 등을 해명하는 과학적 진보

와 확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과학적 해명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법적 보호를 생각할 단계가 아

니다. 

▣ 한 개인의 마음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마음은 신체와 달리, 외부세

계와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단순히 마음을 개념화하기는 어렵다.

▣ 마음에 대한 개입은 우리 일상사에서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마음에 대한 모든 형태의 개입을 보호하고

자 한다면, 법이 개인의 일상을 과도하게 구속하게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등장한다면, 새로운 권리를 앞서서 주장하기보다는 기존 

권리로 포섭하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쳤는데도 법해석으로 포섭이 안 되

거나 법적 보호의 공백이 발생한다면, 그 때서야 비로소 새로운 법적 권리의 등장을 고려할 수 있다.  

기존의 법적 전제: 마음에 대한 보호?



1. 기존 기본권을 통해 보호될 수 있는 내용 

▣ 인간 존엄 및 행복추구권, 인격권, 열거되지 않은 권리  

▣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신체적 완전성) 

 “헌법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헌재 2016.3.31. 2014헌마457)

-> 신체적 완전성을 통해 정신적 완전성도 어느 정도 보호하나, 그 출발은 어디까지나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침해에 있다. 

 

▣ 양심의 자유(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 활동의 소극적 자유 보장)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할 것이다... (헌재 1991.4.1. 89헌마160)”

-> “양심”의 개념 범주와 관련한 논란 

▣ 사생활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사생활의 경계 및 개인정보의 정형성 문제 

헌법상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신경자기결정권



2. 기본권의 새로운 해석 혹은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이 요구되는 내용  

  ▣ 뇌/뇌 과정에 대한 보호 상황  

❑ 기존의 입장: 전통적으로 두뇌과정에 대한 법적 보호는 외부개입 가능성이 극히 적었기 때문에 제한된 범주 내에서만 논의되어 왔다. 

사고 (형성) 자체와 사고의 표명 및 사고를 통한 행위는 그동안 분리되어 왔다. 

❑ 현재의 새로운 상황: 신경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고나 감정 형성에 있어 외부의 개입이 가능하다. 즉, 신경과학기술을 통한 뇌 개입

은 개인의 행위와 부작위의 실현 속에서 파악되지 않고, 이보다 앞선 단계인 개인의 사고 및 의사형성 과정에 관련된다.   

▣ 뇌 조작과 기본권

 ❑ 신체적 완전성 

∙ 지금까지 기본권이 전제로 해왔던 신체와 정신의 명확한 경계는 사라진다. 

∙ 불확실성의 이유: 신경과학 연구의 스펙트럼/학문적 인식(이론적·경험적 개념에 의존한 임의성)의 정당성

∙ 정신(과정)뿐만 아니라 신체(과정)도 관점에 의존하여 상이하게 기술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신체와 정신의 관계에 대한 신경과학적 개념이 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 규범적 관점에서 신체와 정신의 명확한 구분은 사라지지만, 상대적 구분은 유지될 수 있다.  

-> 그렇다면 정신적 차원의 보호가 어떤 규범과 연관되어 파악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헌법상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신경자기결정권



2. 기본권의 새로운 해석 혹은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이 요구되는 내용 

▣ 뇌 조작과 기본권

❑ 인격권(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 다양한 층위를 지닌 기본권으로 인간존엄과 결합하여 보호되는 일반적 인격권  

∙ 뇌 조작: 인격을 고려하고, 사회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인격권의 전통적 사례는 아니다 

-> 그러나 기존의 도그마틱 구조에 대한 한정된 법해석을 넘어서면, 말 그대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관련하여 뇌조

작으로부터 침해되는 정신의 보호가 가능하다.  

❑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법익 

∙ 신경적 자기결정권: 역설적 표현 속에서 신체와 정신의 구분을 지양, 새로운 종류의 신경기술적 침해에 대응    

∙ 정신적 자기결정권: 규범적 관점에서 신체와 정신을 구분, 허용되는 개입과 허용되지 않는 개입의 구분    

-> 어느 용어를 사용하든 경계의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익의 보호목적을 한정해야 한다.  

-> 자기결정은 정신적 과정을 전제하고, 이 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이라는 것(das Mentale)”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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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권의 새로운 해석 혹은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이 요구되는 내용 

▣ 뇌 조작과 기본권

❑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법익 

∙ “das Mentale” : 항상 정신-환경 관계 속에서 유동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침해는 선재하는 

구성적 환경의 영향 하에서 관찰하고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것을 통해 적절한 것으로서 기술할 수 있다.   

∙ 전통적 방어구조에 익숙한 보호영역과 침해의 연속 속에서는 정신적 과정에 대한 영향이 사전에 특정될 수 있는 법익

에 대한 침해로서 분류될 수 없다. 즉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고유한 뇌의 신경능력이 외부를 통해 영향을 받을지 여

부를 개인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로 고정하여 기술할 수 없다. 

-> 자기결정 개념보다는 “정신적 완전성”이란 법익이 더 적절해 보인다.

-> 정신적 완전성: 뇌-환경 관계의 기초 위에서 항상 선재하여 구성되는 환경의 영향 속에서 개념화될 수 있다. 

-> 이러한 관점에서 명확하게 “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새로운 기본권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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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권의 새로운 해석 혹은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이 요구되는 내용 

▣ 개인정보와 기본권 

❑ 정보와 데이터의 진술내용이 맥락에 의존하여 당사자에게 상황마다 상이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 데이터는 디지털화 과정에서 임의의 방식으로, 임의의 맥락으로 움직일 수 있다. 

❑ 따라서 권리를 통해 이를 다루는 한정된 맥락을 설정하여 법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진다. 

❑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을 수 있는 신경기기, 뇌에 이식된 칩, 뇌-기계 인터페이스 혹은 뇌-뇌 인터페이스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컴퓨터기본권으로 새로이 논의되고 있는 “정보기술시스템의 기밀성과 완전성 보장에 대한 권리”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

다. 

❑ 기술이 발달하고, 이를 통해 기술의 이익과 부작용이 더 명확해지면, 컴퓨터기본권을 넘어서서 “뇌-기계” 자체의 기본권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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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권의 새로운 해석 혹은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이 요구되는 내용 

▣ 인지향상(neuro-enhancement)과 기본권

❑ 신체적 완전성과 정신적 완전성의 보호 

❑ 신체적 완전성: 제3의 영향에 맞선 외부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고유한 신체에 대한 개인의 처분권도 보장

❑ 정신적 완전성: 신체적 완전성보다도 더 중점에 놓일 수 있는 법익. 인지능력, 감정 혹은 분위기에 대한 보호와 보장.  

인격권(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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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익의 명확화 필요성  

❑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적 완전성 개념의 유동성

❑ 구체적이고 맥락적 조건이 기술된 정황의 중요성 

❑ 특수한 자유권의 보호와 그 자유권에 내재된 결정의 자유에 대한 고려(예: 계약행위와 옥시토신)

❑ 법익의 명확화 요구

∙ 자유로운 결정과 자율성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 법적으로 중요한 영향과 중요하지 않은 영향 구분의 한계는 무엇인가?

∙ 얼마만큼 정신적 현상이 개인의 의식적 통제 하에 놓일 수 있는가?

∙ 외부의 개입을 통해 변화된 정신적 속성이 얼마만큼 당사자의 인격성 혹은 진정성에 상응하는가?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침입이 개인의 정신적 기본권 앞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

->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형량하여 허용되는 영향과 허용되지 않는 개입을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 정신적∙신체적 침입을 이원적으로 구별하고, 신체적∙신경기술적 침입 앞에서 정신에 대한 기본권적 보호를 전제로 한다.   

형법상 신경자기결정권의 구체화 



2. 신경적 자기결정권∙정신적 자기결정권의 구체화 

❑ 형사책임의 근거

∙ 책임능력 

∙ 간접정범

∙ 피해자 승낙

∙ 과실: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 개별 범죄구성요건 

∙ 상해  

∙ 강요  

∙ 모욕 

∙ 사기 

∙ 비밀누설 

∙ 위증  

형법상 신경자기결정권의 구체화 



3. 예: 새로운 법해석이 요구되는 부분 

❑ 책임능력 

∙ 신경기술의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 혹은 변화도 형법상 문제되는 정신장애의 개념에 속하는가?  

∙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어느 범위까지 형법상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는 정신장애로 볼 것인가?  

❑ 피해자 승낙 

∙ 승낙의 한계를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는가?

∙ 치료 목적 이외에 신경향상이나 신경변경을 개인이 승낙할 수 있는가? 

∙ 치료 목적의 행위일 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구체화 

❑ 상해  

∙ 신체의 범위 

∙ 기존 법해석으로 포섭하지 못하는 신체의 범위  

∙ 상해로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의 신설이 필요한가? 

형법상 신경자기결정권의 구체화 



4. 예: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의 신설 

❑ “마음에 대한 범죄”(Crime against Minds, Bublitz∙Merkel 2014)

(1) 약물적, 외과 수술적, 신경 자극술적, 유전공학적 혹은 다른 전자-자기적, 생리학적 혹은 화학적 수단을 이용하

여 직접 뇌에 작용하는 자극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직접 개입하고, 이렇게 하여 의도적으로 그 수신인의 정신적 통

제능력을 우회하여, 심각한 부정적 정신적 결과들을 야기하는 행위는 형벌에 처한다. 

(2) 정신적 통제능력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된 자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타인의 마음에 간섭하고, 심각한 

부정적 정신적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는, 그러한 자극이 타인의 정신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상태에서의 자유로운 

언어표현과 같은 허용되는 행위의 실행이 아니라면, 형벌에 처한다.

형법상 신경자기결정권의 구체화 



▣ 신경과학기술의 발달은 개인의 사고, 감정, 기억, 결정 등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문제와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논의도 등장한다.  

▣ 신경기술의 개입으로 개인의 신체나 정신이 침해될 때, 기존의 헌법상 기본권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는 부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후자의 경우, 정신적 자기결정권 혹은 신경 자기결정권으로 명명되는 새

로운 기본권의 창설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때, “정신적 과정”이 뇌-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유동적으로 형성되는 

구성물임을 고려하여 “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우리 헌법에 명시적으로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 끝으로, 이 권리는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통하여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요소를 복합

적으로 고려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개입과 허용되지 않는 개입을 세분화하면서 그 기준과 범위를 면밀하게 

설정해야 한다.   

결론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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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라투르는 『실험실 생활: 과학적 사실의 구성』(1986) 에서
그의 ‘문헌적 기록하기(literary inscription)’ 개념을 데리
다(Derrida, 1977)에서 가져왔다고 밝힌다. 

• 이 연구는 라투르의 문헌적 기록하기와 데리다의 ‘에크
리튀르(écriture)’ 개념이 어떤 동질성과 차이를 갖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라투르의 문헌적 기록하기가
실험실 작업에서 갖는 중요성과 함의가 드러날 것이다.

• 데리다의 에크리튀르에 관한 논의는 해체
(deconstruction)의 관점뿐만 아니라 구성(건설)의 관점
모두를 포함한다. 라투르의 문헌적 기록하기는 구성적
관점을 강하게 나타내며, 해체적 요소도 일부 드러낸다.



문헌적 기록하기

• 라투르는 기본적으로 과학 활동을 ‘문헌적 기록하기’(줄
여 기록하기)라고 본다.(Latour and Woolgar, 1986, 15-
90) 과학 활동은 결국 기록된 결과물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실험은 기록하기를 위한 작업이다.

• 특정한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해주는 ‘갑상선 자극 호르
몬 방출 인자(호르몬)(Thyrotropin Releasing 
Factor(Hormone): TRF(H))’로 불리는 물질의 존재가 과학
적 사실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을 탐구한다.

• TRF(H)의 경우에서, 장치, 동물, 화학 물질은 결국 문서를
작성하는 재료로 쓰인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문서가 유
통되고 학술지 등에 실리게 됨으로써 과학적 가치를 인
정받게 된다. 즉, 사회에서 신뢰할 만한 과학 지식으로 알
려질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는 논문 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
으며, 논문 쓰기를 위한 재료가 바로 기록하기에 의해 제
공되는 것이다.

• 라투르는 문헌적 기록하기에 관해 데리다와 관련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한다. 

“Derrida(1977)에서 취한 것으로서 기록하기라는 관념은
글쓰기(Dagognet, 1973)보다 더 기초적인 작업을 가리
킨다. 그것은 여기서 모든 자취, 얼룩, 점, 막대 그래프, 
기록된 숫자, 스펙트럼, 정점 등등을 요약하기 위하여 쓰
인다.”(Latour and Woolgar, 1986, 88, 주2) 









에크리튀르는 글쓰기를 넘어선다

• 『그라마톨로지에 관하여』는 불어로는 1967년에 나왔는
데, 1부와 2부로 이루어져 있다. 

: 1부의 제목은 “글자 이전의 에크리튀르(Writing 
before the Letter)”이다. 2부의 제목은 “자연, 문화, 에크
리튀르”이다. 여기서 이미 우리는 에크리튀르란 문자를
사용하는 쓰기를 넘어서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데리다의 에크리튀르는 알파벳과 같은 표음 문자는 물론
한자와 같은 상형 문자, 표의 문자, 나아가 동굴 벽화에
남아 있는 옛 시각적 표현, 회화,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포괄한다.

• 에크리튀르를 우리나라 학자들이 글쓰기, 문자 등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다. 



그라마톨로지는 문자학을 넘어선다

• 데리다가 이야기하기로, 에크리튀르에 관한 학문(science 
of écriture)이 그라마톨로지다. 앞서 논의한 대로, 데리다
의 에크리튀르를 글쓰기로, 그라마톨로지를 문자학으로
번역하는 하는 일은 데리다의 논의를 왜곡할 수 있는 번
역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라마톨로지는 에크리튀르와 다른 어근에서 온 것이다. 
그람은 프랑스에서 무게 단위로 18세기 말에 도입되었다
. 영어로는 gram이라고 더 많이 쓴다.

• 그람(gramme) 라틴어 그라마(gramma)에서 온 것이다. 
그라마는 희랍어 그라마(γράμμα) (grámma)에서 온 것인
데, 그려진 것, 쓰인 것을 말한다. 

• 글자(letter)는 그려진 것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림(picture)도 마찬가지다. 영어의 그래머
(grammar)도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 글자를 쓰는 것과
관련된 제한 사항을 의미한다. 

• 우리말의 ‘글’은 그리다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림’
도 그리다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글이나 그림이나 다
그려진 것에 속해 있다. 



•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인 프로그램(programme)이 그
람이라는 어근에서 파생된 말이다.(cf. Derrida, 1977, 9) 

• 그라마톨로지로 문법학이나, ‘문자학’으로 번역하는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라마톨로지의 원 뜻을 급
격히 축소하는 것이다. 

• 오히려 ‘기록학(記錄學)’, ‘기술학(記術學)’, ‘기재학(記載學
)’이 그라마톨로지에 더 가까운 번역이다.  ‘그람학’이라
고 해도 될 듯

• 물론 이미 기록학, 기술학 등의 번역어를 쓰는 이가 있었
다. 기재학은 아직 못 보았다. ‘기록’은 그려두다, 써두다, 
써서 남기다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기술’은 그려 풀
어놓다, 써서 풀어놓다, 적어서 풀어놓다라는 의미일 것
이다. ‘기재’는 써서 실어놓다라는 비슷한 의미이나 좀 더
협소한 의미를 지니는 느낌을 받는다.



해체: 위계적 이항 대립 비판

• 기본적으로 데리다가 에크리튀르를 논의하는 것은 ‘말’이
먼저고 ‘에크리튀르’는 부차적이라는 식의 인식에 만족하
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리로서 말이 먼저 있고, 에크리튀
르는 그에 대한 기록 혹은 기술이라는 것이 데리다 시절
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주된 인식이었다. 



• 영미권과 특히 한국 학술계에서 데리다는 ‘해체’라는 개
념을 중심으로 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유의미하나 데리
다에 대한 매우 제한적인 이해로 보인다. 

• 『그라마톨로지에 관하여』 2부에서 루소(Jean-Jacques 
Rousseau)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루소는 말이
중심이고 일차적인 것이며 말을 써놓은 것 혹은 적어 놓
은 것은 주변적이며 이차적인 것으로 본다. 

• 에크리튀르의 일종으로서 글은 말의 ‘보충대리
(supplement)’로 본다. 글은 말을 보충하고 대리한다는
것이다. 



• 그런데 알파벳 같은 표음 문자 외에, 동물 벽화, 사진이나
, 영화나, 회화 등이 말의 기록이 아님은 쉽게 알 수 있다. 
라투르가 다룬 아미노산 분석기에서 나온 자취는 말과
관계 없다. 아미노산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 데리다는 이러한 이항적 대립에 기초한 사고가 서구적
사고 구조를 쌓아 올리는 토대라고 본다. 

• 말/에크리튀르와 같은 이항적 대립만이 아니라 남자/여
자, 정신/육체, 백인/유색인 등과 같은 이항 대립적 구별
에 기초한 사고와 행위가 서구인의 뿌리 깊은 문화적 바
탕으로 파악하고 있다.

• 데리다는 이 위계적 이항 대립을 해체하고자 한다.

• 에크리튀르는 매우 넓은 의미를 지니는 개념이다. 라투
르도 바로 에크리튀르 개념의 이러한 다양함 속에서 실
험실 활동과 유관된 요소를 본 것으로 파악된다.



기록하기와 논문 작성의 구별

• 라투르의 기록하기는 예를 들어 지진계에 그려진 지진
파형와 같은 것이다. 혹은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한
호수에서 채취한 물의 생화학적 성분을 보여주는 도표와
같은 것이다. 

• 실험실에서 산출되는 그림, 도표 등에 관한 논의를 과학
철학에 끌어들인 라투르의 시도는 매우 획기적인 일이다
. 일반적으로 많은 자금, 값비싼 실험 도구, 연구 인력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록하기가 산출된다.



• 이 기록하기는 보통 논문 쓰기로 이어진다. 논문 쓰기와
기록하기 산출은 조심스럽게 구분되어야 한다. 

• 논문 쓰기는 일종의 글쓰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하
지만 기록하기 자체가 글쓰기는 아니다. 라투르는 이와
같은 기록하기, 논문 쓰기 혹은 책 쓰기의 절차와 성격을
밝히기 위해 데리다의 에크리튀르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  

값비싼 장치, 동물, 화학 물질, 작업 공간에서의 활동
↓

기록하기
↓

문서 작성(논문, 책, 보고서 등)



• 기록하기는 논문 쓰기의 핵심 재료다. 하지만 라투르의
견해에서 기록하기는 실험실 활동에서 얻은 실험 결과를
표현하는 자료이다. 이 자료 자체만으로 논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기록하기에 관련된 이론적, 실험적 맥락, 해석, 이론과의
일치 여부 등에 관한 논의를 포함해야 비로소 논문 쓰기

가 이루어진다.
• 라투르가 보기에, 이렇게 기록하기와 논문 쓰기는 구별

되어야 하기에 기록하기라는 표현을 도입할 수 밖에 없
었을 것이다. 둘 다 에크리튀르이기는 하지만, 기록하기
와 논문 쓰기는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기록하기와 실험적 안정성

• 기록하기는 일종의 안정성을 표시한다. 여기서 안정성은
실험 결과가 도구에 의한 인공물이 아닌 상황과 관련된다. 
실험 도구와 자연의 상호 작용이 빚어내는 에크리튀르이면
서 안정성을 보여야 한다. 

• 안정성에서 벗어나는 일부 실험 자료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오차 제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오차 제거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실험 자료가 인공물인
지 안정성 있는 실험 결과인지 확정하기 곤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결론

• 데리다의 에크리튀르는 안정성을 나타내는 영역은 물론, 
그것을 넘어서서 훨씬 넘어서는 영역을 포함한다. 회화
적 에크리튀르, 영화적 에크리튀르, 조각적 에크리튀르
등은 안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보이는 에크리
튀르에 속한다.

• 라투르는 데리다의 에크리튀르 개념을 실험실에서 산출
되는 기록하기라는 제한된 영역에 집중하여 보여주고 있
다. 데리다의 에크리튀르에 비해 기록하기는 실험실 활
동에서 출현하는 안정성이라는 특징에 주목하는 관념이
다. 

• 라투르의 기록하기와 관한 논의는 영미권 과학철학 논증
적 접근 혹은 명제적 접근을 보완하는 의미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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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과학철학에 대한 실천적 접근 ( 이하 ' 실천적 접근 ') 을 받아들일 경우 , 다음 규범 또한 함께 받아들일만한 이유가 있다 :

다른 조건이 같다는 가정 하에서 , 철학적 개입이 덜한 입장을 선택하라 .



실천적 접근

●과학철학은 과학적 실천을 따라야 한다 .

과학적 실천은 철학적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자료로 쓰여 마땅하다 .



과학적 실천
● 과학 공동체의 관습 및 제도
● 과학자들의 믿음 및 행위
● 과학 연구의 맥락
● … 



철학적 문제
● 과학에서의 " 개념적 " 문제
● 방법론적 문제
● 전통적인 “철학적 " 문제
● …



실천으로 철학을 단정할 수 없을 때
● 과학적 실천은 철학적 입장 간의 논쟁을 판가름내지 못할 수도 있다 .

1. 과학적 실천이 한 목소리만 낸다는 보장이 없다 .

2. 주어진 철학적 문제에 과학적 실천이 침묵할 수도 있다 .



규범 : 상세
● 다른 조건이 같다는 가정 하에서 , 철학적 개입이 덜한 입장을 선택하라 .

(S+, S-: 철학적 입장 / P1, P2: 철학적 주장 )

1. 과학적 실천이 S+ 와 S- 를 동등한 정도로 지지한다고 하자 . 그런데 ,

a. S+ 는 P1 이 참 , P2 가 거짓이라는데 개입하는 반면 ,

b. S-  는 P1 과 P2, 양쪽 모두와 일관적이다 .

2. 그렇다면 S+ 보다 S- 를 선택할 이유가 어느 정도 있다 .



“ 덜 철학적” 논변
● ' 덜 철학적 일수록 낫다 .'

●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 과학적 발견에서 철학적 함의를 끌어내려 안간힘을 쓰지 않는 편이 더 오류의 여지를 줄인다 .



“ 덜 철학적” 논변

[A scientist] accepts gratefully the epistemological conceptual analysis 
but the external conditions, which are set for him by the facts of 
experience, do not permit him to let himself be too much restricted in 
the construction of his conceptual world by the adherence to an 
epistemological system. He therefore must appear to the systematic 
epistemologist as a type of unscrupulous opportunist[.]

Albert Einstein. Albert Einstein: Philosopher-Scientist



“ 덜 철학적” 논변
● 과학적 실천은 모종의 암묵적인 철학적 전제 등을 반영하며 , 이것이 곧 실천적 접근의 기틀이 되는 것은 맞다 .

● 그러나 과학자들의 실천이 그런 철학적 전제에 대한 진지한 숙고를 거쳐 나왔을 개연성은 희박하다 .

● 과학적 실천에서 정합적인 철학적 개입을 고스란히 읽어내려는 시도는 따라서 실패할 여지가 크다 .

● 그러므로 , 다른 조건이 같다는 가정 하에서 , 철학적 개입이 덜한 입장을 선택하라 .



“ 더 철학하기” 논변
● 철학할 여지가 늘어날수록 낫다 .

● 본 규범은 과학적 실천이 철학할 여지를 앗아가는 것을 방지해준다 . 따라서 본 규범은 오히려 철학할 여지를 늘려준다 .



“ 더 철학하기” 논변
● 인식론적 가정 : 

○ 다른 조건이 같다는 가정 하에서 , 철학적 질문에 답하는데 고려될 자료의 폭은 최대화하라 .

● S+ 는 추후로 철학적 논의가 이어질 여지를 없애는 반면 , S- 에는 그런 제약이 없다 .

○ 따라서 위 인식론적 가정은 S+ 보다 S- 를 지지한다 .

1. 과학적 실천이 S+ 와 S- 를 동등한 정도로 지지한다고 하자 . 그런데 ,
a. S+ 는 P1 이 참 , P2 가 거짓이라는데 개입하는 반면 ,
b. S-  는 P1 과 P2, 양쪽 모두와 일관적이다 .

2. 그렇다면 S+ 보다 S- 를 선택할 이유가 어느 정도 있다 .



“ 더 철학하기” 논변
● 인식론적 가정 :

○ 다른 조건이 같다는 가정 하에서 , 철학적 질문에 답하는데 고려될 자료의 폭은 최대화하라 .

● 해당 인식론적 가정이 내놓는 결론은 본 규범과 일치한다 . 이렇듯 해당 가정은 본 규범을 결과적으로 뒷받침한다 .

● 본 논변은 과학적 실천이 띠는 자료로서의 우선성을 결코 부정하지 않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사례 : 해석학 교과서

Walter Rudin. Principles of Mathematical Analysis



갈등 : 한 집합론 교과서

It is sometimes said that “mathematics can be embedded in set theory.” 
This means that mathematical objects (such as numbers and 
differentiable functions) can be defined to be certain sets. And the 
theorems of mathematics (such as the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then can be viewed as statements about sets.  

Herbert Enderton. Elements of Set Theory 



갈등 : 또 다른 집합론 교과서
A typical example of the method we will adopt is the “identification” of 
the (directed) geometric line Π with the set R of real numbers […]  
What is the precise meaning of this “identification”? Certainly not that 
points are real numbers.  [...] we will discover within the universe of 
sets faithful representations of all the mathematical objects we need, 
and we will study set theory on the basis of the lean axiomatic system 
of Zermelo as if all mathematical objects were sets. 

Yiannis Moschovakis. Notes on Set Theory



갈등의 소지

● 집합론적 환원주의 [Zermelo, Quine …]: 

○ 수학적 대상으로는 오직 집합만이 존재한다 .

● 집합론적 환원주의를 옹호하는데는 상당한 철학적 주장이 동반된다 . 

○ 例 . 비 - 집합 대상들 , 기하학적 직관 등의 제거



대답
● 집합론적 정의가 제시하는 것은 … 

○ 피정의항의 본성이다 .

○ 피정의항의 표상이다 .

● 전자는 집합론적 환원주의에 개입하는 반면 , 후자는 개입하지 않는다 .

○ 다른 조건이 같다는 가정 하에서 , 철학적 개입이 덜한 입장을 선택하라 .

● 본 규범에 의거할 때 , 후자를 더 선호할만한 이유가 있다 .



대답
● 집합론적 정의가 제시하는 것은 피정의항의 표상이다 .

● 그 철학적 개입과는 무관하게 , 해당 입장은 추후 철학적 논의의 여지를 열어 놓는다 . 

○ 例 . 존재론적 검약성에 의거한 집합론적 환원주의의 옹호가능성 타진



맺음말

● 실천적 접근을 받아들일 경우 , 다음 규범 또한 받아들이는게 합당하다고 논했다 : 다른 조건이 같다는 가정 하에서 , 철학적 개입이 덜한 입장을 선택하라 .

● 해당 규범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논변을 제시했다 .

● 본 규범은 집합론의 실천에 얽힌 철학적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데 응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 



비판적 실재론을 경유한 방법론적 다원주의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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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연과 인간의 분리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분할 
 

- 근대적 세계관의 전환에서 “자연은 이제 의미, 생명, 자발성, 내면성을 모두 잃어버린 타
성적인 물질의 영역에 불과”(김상환, 2018) 

- 자연은 지식의 재료이자, 도구가 되었으며 법칙을 만들고 예측할 수 있는 ‘자원’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이원론(Dickens, 2000) 

 

- 서구 19세기 후반부터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사이 지적 분업 확대(Benton, 1991) 
- 초기 사회학은 학문으로서의 역할의 정당성을 논증하기 위해 자연적인 현상과 개인의 심

리적인 현상과는 다른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실재와 개성을 내세웠고, ‘사회학주의’
를 선택하는 전략 채택(서영표, 2016) 

- ‘사회적인 것(the social)’에는 모든 비인간 사물이 마치 외부 세계인 것처럼 배제되어 있
었다(김환석, 2018) 

- 사회과학의 주요 패러다임인 사회구성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영역
을 강조하여 자연적 조건의 설명을 조명하지 못하는 한계 

- (Benton, 1991) 

- 신유물론(new materialism)은 인간중심적 이분법을 극복하려 시도하였지만, 행위자들
을 평평한 관계망에 위치를 부여함으로써 합의의 지점과 실천의 지향점을 확보하는 점에
서 여전히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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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학과 생물학의 분할 비판 
 

-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과 우생학은 진화론을 왜곡하여 정치적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여 
차별을 정당화 

- 또한 분자생물학의 발흥은 분자 수준에서 생명체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환원주의적 유물론
의 태도 (Benton, 1991). 

- 생물학적 지식은 나치의 대량학살, 가부장적 질서와 같은 억압적 사회질서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
기도. 반동적 해석에 맞선 사회과학의 대응은 생물학에 대한 거리두기(서영표, 2009) 

 

- 생물학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간의 정신적 활동과 문화적 전통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을까? 

- 테드 벤튼(Ted Benton, 1942~) 비환원론적 자연주의(non-reductionist naturalism): 자연적 
실재에 대한 강조를 유지하면서도 인간 사회의 독특한 면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
(Benton, 1991) 

- 인간본성과 인간의 사회적 역량의 생물학적 토대를 인정하면서도, 생물학적 특징이 선택에 의해 만
들어진 적응으로 간주되는 한 선택을 하는 환경은 최소한 부분적으로 사회적 맥락 

- 그러나 무엇이 자연인지, 자연의 강조가 사회의 해방적 관심에 걸림돌이 된다는 논쟁(soper,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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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생물학과 사회과학 영역에 공명하는 지점이 있음을 

제시 
- 연구의 배경에서 근대적 세계관의 전환으로부터 이어진 자연과 사회의 분리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본 발표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생물학과 사회학의 반목이 이어지고 있음 

- 다윈의 진화론은 귀속된 자연적 조건을 강조하여 이분법적 분할에 기여한 이론이라는 통념과 비판과 
달리, 자연과 사회 두 영역의 교집합의 해석의 가능성 

 

 진화론으로부터 파생된 분야가 자연-사회 이원론의 반목을 보여주는 사례
로 해석 
- 사회진화론, 우생학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진화론을 왜곡하여 자연적 조건을 강조하고 변화를 일축 

- 사회생물학 논쟁은 유전자 결정론, 생물학적 환원주의같은 쟁점으로 논쟁함 

“ 생물학은 적의 영역? 자연적 조건의 설명 부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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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작동하는 자연과 사회의 분리라는 이원론, 그리고 사회학에서 달성된 

특성을 보다 중시하는 경향에 의한 자연적 조건의 희석 
- 인간의 인식능력이 실재와 독립적일 수 없지만, 자연의 독립적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생태적 쇠락을 포

함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서영표, 2009) 

-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재난인가, 인공적인 재난인가? 기후변화는 자연과학의 영역인가, 사회과학의 영역인가? 
자연과 사회의 구분에서 주조된 설명방식은 명확한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설명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고찰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자명하며 심지어 진부하게 들린다.  

- 인의 ‘귀속’된 특성보다 ‘달성’된 특징을 중시하는 사회과학의 전통에서 양자의 대립, 이를테면 신체와 정신, 
자연과 문화의 대립을 전제로 둔 사유는 지적 대응에 방해(Benton, 1991) 

 

 기후위기 대응의 자연의 도구적, 환원적 설명이라는 한계 
- 기후위기 담론이 경제학으로 넘어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지평에서 논의되자 소비주의적 생산방식이 외면하

는 자연적 한계와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고찰은 현실적이지 못한 대안이라는 비판(김상현, 2020; 
서영표, 2022) 

- 과학기술에 부여된 믿음과 경제적으로 반응하는 오염배출비용의 문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일부분 

- 자연에 대한 도구적 접근방법의 잔재가 남았다는 신호? 

- 일부 인과관계인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한다면 자연은 그에 즉각 반응하여 변화를 멈출 것이라는 기대?  

- 자연은 여전히 인간 중심적으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금전적 수치로 관리할 수 있어야만 하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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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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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대적 세계관의 전환에서 자연과 사회는 여전히 분리되었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영역도 분할 
 

2. 이분법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한계 
 

3. 자연과 사회의 이원론의 극복은 기후변화와 같은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접근 방식 
 

4. 인간의 자연적 조건과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변화는 사회적으로 가능하다는 철학의 필요 
 

5.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생물학과 사회학)은 간극이 있었지만 진화론의 무목적성, 반본질주의, 우연성의 속성
은 두 지점을 공명 
 

6. 비판적 실재론의 분석틀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실천가능성을 확인 
 

7. 실재의 층화와 두가지 차원의 구분은 학문 분야의 경계를 해체시키지 않으면서도 유효한 설명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다원주의로의 이행이 가능하다는 제안 
 

8. 기후변화와 같은 상황에서 자연과 사회의 분리를 전제로 둔 대응은 환원적 접근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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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화론의 후예와 이분법적 쟁점 

2. 진화론의 공명 지점들 

3. 공명 지점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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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생물학은 유전자 위주의 사고에 기반, 생물학적 환원주의와 유전자 결정론 논쟁 
- 윌리엄 해밀턴(William Donald Bill Hamilton, 1936~2000)의 포괄적합도(inclusive fitness)의 유전자 중심의 사

고는 사회생물학의 진화심리학의 이론적 토대 

- 인간의 독특한 특성들을 예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문화적 진화 문제로 되돌아가 보면 우리는 불안정
한 것으로 알려진 특성들이 바로 유전적 차이로 인해 인류사회들 사이에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추측할 
수 있다”(윌슨, 1993[1980]) 

- 사회생물학은 진화적 관점에서 필연적으로 유전자를 자주 언급함에 따라 비평가들은 유전자의 관련성에 주목 (올콕, 
2014[2001]) 

- 초기 사회생물학의 연구는 인간의 사회적 표현들을 모두 적응의 산물이라고 주장한 점에서 생물학적 환원론으로 비판
받을 여지가 충분(요크·클라크, 2016[2011]) 

 

 윌슨의 사회과학의 생물학화라는 학문관 논쟁 
- 윌슨이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거시적인 시각에서는 생물학의 한 분과가 된다는 언급(윌슨, 1993[1980]) 

- 보다 기초적으로, 생물학으로, 궁극적으로는 분자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구성하는 것 

- 지금까지 자율적이라고 여겨졌던 지적 영역을 포함하는 위계적 질서를 암시 

- 이는 생명과학과 인문과학의 통일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의 주요 기반(Benton, 1991) 

- “논쟁의 배후에는 사람의 행위, 특히 사회적, 문화적 행위를 어떻게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방법론적 입장 
차이가 있다. 핵심은 인간의 행위와 같은 복잡한 측면을 갖는 주제에 대한 연구에서 특정 연구방법론이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인 것이다.”(이상욱, 2010) 

>> 진화론의 후예와 이분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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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증법적 생물학자들(dialectical biologists)은 진화론이 사회에 잘못 적용되는 문제
와 생물학적 결정론에 대해 집단으로 비판을 제기(요크·클라크, 2016[2011] 

- 진화란 대물림된 구조적 제한인 내재적인 것과 환경적 선택압(selective pressure)과 같은 외재적인 것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으로, 개체의 발생은 유전자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ibid: 105) 

 

 고생물학자 스티브 제이 굴드(Stephen Jay Gould) 자연과 사회를 포괄하려는 설명 
- 사회생물학의 연구대상과 방법 비판 “유전자의 존재에 관한 추리의 연장에 불과”(굴드, 2021[1977]) 

- 유전자 결정론과 생물학적 환원주의로 비판하면서 자연과 사회의 분리를 넘어서고자 시도 

- 단속평형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진화가 점진적으로만 진행되었다는 점을 반박하고, 점진론이 내포하
는 바가 사회 변화에 대한 부정을 암시하고 있음을 지적(굴드, 2013[1996]) 

- 또한 생물학 내부에서도 진화가 곧 진보라는 등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비판(ibid)  

- 생물학적 ‘잠재성’의 영역을 통해 인간의 자연적 존재라는 점과 생물학적 조건이 모든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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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가 특정한 방향을 갖지 않는다는 것(무목적론) 
- 다윈의 자연선택에 따르면 진화는 아무런 목적이 없으며, 어떤 방향을 지향하지 않음(굴드, 2021[1977]; 최재천, 2012) 

- 진화는 우연적 속성의 변이와 무계획적인 자연선택에 의한 우연한 결과물로 누적되며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화란 철저하게 상
대적인 개념 

- “자연선택이 필연적으로 절대적인 완벽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정된 능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한, 절대
적인 완벽성은 찾아볼 수가 없다”(다윈, 2021[1859]: 296-297) /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진보를 향한 내재적인 경향 같은 것은 없
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네”(1874년 다윈의 서신) 

 

 진화가 가능한 조건은 고유한 속성이 아닌 변이(반본질주의) 
- 변이는 철학적으로 본질주의(essentialism)를 배격하는 방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장대익, 2018) 

- 자연세계가 뚜렷한 경계와 고유한 본질적인 속성에 의해 구분된다는 것은 생명이 진화한다는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제(굴드, 
2013[1996]) 

- 종 분화가 일어나려면 개체군이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이질적이어야 하지만, 본질주의처럼 뚜렷한 고유의 속성이 있다면 종 분화는 
없음 

- 변이는 “더 이상 중심으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중심 그 자체”(장대익, 2009) 

- 완벽함의 모방인 자연세계에서 이데아라는 본질이 더 위대한 가치였던 세계관 배격(굴드, 2013[1996]) 

 

 변이의 속성에 내재된 우연성 
- 진화론은 변이라는 우연적 사건이 보다 더 확고한 현실로서 가치를 부여(굴드, 2013[1996]) 

- 변이와 자연선택은 서로 독립적이면서 국지적으로 마주치는 확률과정(stochastic process) 

- 단지 개별 개체들 사이의 상대적 관계만을 규정하기 때문에 환경과 유기체 사이의 일관된 법칙x 

- 다윈은 유동하는 차이를 그대로 관측하고 결과를 측정, 자연선택과 변이는 인과성을 분기시키는 불확정성의 원리(노승미, 2020) 

>> 진화론의 공명 지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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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가 특정한 목적을 전제로 삼지 않는다는 점은 사회적 변화와 다양성에 대한 포용
의 세계를 지지 
 

 

 반본질주의는 곧 유동성에 대한 긍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들의 
오류화가 아닌, 본질 그 자체를 해체하는 과정  
 

 

 우연성은 고정된 세계관이 아닌 차이들이 유동하면서 우연적인 속성들을 배제하지 
않는 세계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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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재의 층화 

2.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실천 가능성 

3. 방법론적 다원주의를 지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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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재의 층화 

 

 자연적 조건을 긍정하면서도 사회적 변화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두 영역을 포괄
하고자 했던 로이 바스카의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을 분석틀로 해석  

 비판적 실재론은 비판적 자연주의(critical naturalism)과 초월적 실재론
(transcendental realism)의 합성어 
- 비판적 자연주의는 과학의 협약적인 성격에 대해 동의하며 실증주의와 경험주의적 연구로 자연과 사회를 설명하려는 

시도에 비판적이다. 하지만 자연과 사회를 탐구하는 방법론은 다르지 않다는 입장 

- 초월적 실재론은 자연적 구조이든, 사회적 구조이든 인식과 해석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것. 실재는 초월적이지만 언제
나 인식과 해석의 대상이며, 그 인식과 해석은 실재에 반작용함으로서 그것을 변화시킴(서영표, 2022) 

 

 존재를 세 영역인 실재적(real) 영역, 현실적(actual) 영역, 경험적(empirical) 영역으
로 구분(바스카, 2021[2017)  
- 인간이 경험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가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실재들’이 존재하고, 실재들이 자체의 고유한 성질에 따라 

운동한 결과로 ‘사건’을 산출함을 논증 

- 세계에 존재하는 객체들은 고유한 속성과 인과적 힘의 작동에 의해 운동하지만(실재적 영역), 다른 객체들과의 상호작
용과 간섭에 의해 그 운동이 촉진되기도 하고 저지되기도 함으로써 특정의 상태나 사건들을 발생시키게 되며(현실적 
영역), 그렇게 발생된 상태나 사건들의 일부가 인간에게 경험되는 것이다(경험적 영역)(이기홍, 2019:153) 

 

 그러므로 경험적 사실을 발견하는 것을 넘어, 지식과 독립된 객체와 과정이 있고, 과
학자들은 이론과 실험을 통해 이를 찾아내는 것(벤턴․크레이브, 202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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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론적 실재론과 인식론적 상대주의가 공존할 수 있음을 논증하기 위해 자동적 차원
(intransitive dimension)과 타동적 차원(transitive dimension)을 구별 (바스카, 2021[2017]) 

- 자동적 차원은 지식의 대상이 인간의 활동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인간이 실험적 실천을 할 수 있는 조건이며 탐구
자의 활동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차원(벤턴·크레이브, 2021[2010])  

- 타동적 차원은 자동적 차원을 인간의 사유 속에서 재생산 또는 재구성한 ‘사유 속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타동적 차원은 인
간의 탐구 및 사유 능력에 따라 변화(ibid) 

 

 두 차원의 구분을 통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설명이 유효함을 제시 
- 과학 이론들이 서로 다른 타동적 객체를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르지 않은, 같은 세계를 대상으로 과학을 실천한다. 왜냐하면 

같은 세계, 즉 자동적 객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양한 이론들이 서로 경쟁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동적 차원에 대해 지식을 주조하려는 실천이 없으면 과학적이라고 할 수 없다(콜리어, 2010[1994) 

- 실재는 인지적 개념화에 의해 해석되지만 오직 담론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님 

- 동시에 실증주의적이고 경험주의적 연구방법이 전체 세계를 그대로 드러내지도 않는다는 것 

>>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실천 가능성 – 두 가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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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론적 다원주의를 지향하며 
 

 
 진화론은 자연-사회의 공명지점을 보여주고, 비판적 실재론은 실재의 층위 구분을 통해 학문들

의 설명이 유효함을 제시 
 
 

 자연과 사회의 분리를 비판하고, 학문간의 반목을 지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효한 방법론적 다
원주의의 가능성으로도 해석이 가능 
 

 실재의 층화와 두가지 차원의 구분은 학문 분야의 경계를 해체시키지 않으면서도 유효한 설명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다원주의로의 이행이 가능하다는 제안 
 

 현실의 영역에서도 기후변화 등의 쟁점은 다양한 학문분과들 사이의 공동의 작업에 의해서만 설
명될 수 있으며, 그것을 체험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서영표, 2022) 
 

 물리학에서조차 통일과학은 이루어진 적이 없고, 과학 연구 방법상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하
기 때문에 일부로 전체를 설명하려는 환원주의는 불가능(장하석, 2015) 
- 현대과학에서 절대적인 지식이란 없으며 지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방향의 지식을 추구할 수 있음(ibid) 
 

- 과학 연구는 각자의 영역에서 이론을 제시하고 검증하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충돌하는 이론들은 인식론적으로 유효한 
결론을 얻기 위해 당연히 해소되어야 함 

- 학문 간의 불일치가 협동 연구를 통해 해소되는 것, 정합성을 지키는 한 다원주의적 과학이 더 생산적(이상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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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대적 세계관의 전환에서 자연과 사회는 여전히 분리되었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영역도 분할 
 

2. 이분법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한계 
 

3. 자연과 사회의 이원론의 극복은 기후변화와 같은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접근 방식 
 

4. 인간의 자연적 조건과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변화는 사회적으로 가능하다는 철학의 필요 
 

5.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생물학과 사회학)은 간극이 있었지만 진화론의 무목적성, 반본질주의, 우연성의 속성
은 두 지점을 공명 
 

6. 비판적 실재론의 분석틀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실천가능성을 확인 
 

7. 실재의 층화와 두가지 차원의 구분은 학문 분야의 경계를 해체시키지 않으면서도 유효한 설명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다원주의로의 이행이 가능하다는 제안 
 

8. 기후변화와 같은 상황에서 자연과 사회의 분리를 전제로 둔 대응은 환원적 접근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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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D PERSON PROBLEM RELATIONIST APPROACHINTRO BUNDLE THEORETIC APPROACH

Relational Quantum Mechanics (RQM)

2

• 핵심논제 
모든 물리계의 상태는 다른 물리계에 상대적으로만 기술될 수 있다. 
(Rovelli 1996) 

• 다른 해석과의 관계 

• 에버렛 해석 (The Many world interpretation) 

• 양자역학에 대한 정보이론적 해석 (Qubism) 

• ‘RQM is essentially a “refinement” of the textbook 
Copenhagen interpretation.’ (Laudisa & Rovelli 2021)

2



# THIRD PERSON PROBLEM RELATIONIST APPROACHINTRO BUNDLE THEORETIC APPROACH

Main Ideas

3

• RQM에 가장 적합한 존재론은 무엇인가? 

• 관계적 존재론: 모든 물리적 존재자는 관계이거나 관계에 기반한다. (Ontic structuralism) 

• 핵심 논거: 관계적 존재론을 수용하면, RQM 내에서도 일관되고 상대적이지 않은 물리세계
에 대한 기술이 가능하다. 

• 관계적 존재론이 관계론적 양자역학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은 다소 사소한 주장 아닌가? 

• RQM을 위한 관계적 존재론이 구체적 형태로 제시된 적이 없다.  

• RQM의 존재론은 상대주의적으로만 이해될 수 있으며 관계주의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주
장이 제기되었다. (Ruyant 2018) 

• 관계적 존재론의 경쟁 이론 중 하나인 속성-다발 이론이 RQM을 위한 존재론으로서 제기되
었다. (Oldofredi 2021)

3

# THIRD PERSON PROBLEM RELATIONIST APPROACHINTRO BUNDLE THEORETIC APPROACH

The Copenhagen Interpretation

4

• 임의의 물리계 S의 상태(pure state)는 힐버트 공간 ℋ상의 벡터 |𝚿⟩S에 
의해 표상된다. |𝚿⟩S = ⍺1|ψ1⟩ + ⍺2|ψ2⟩ + … + ⍺n|ψn⟩ 이고, 각 |ψi⟩ 는 

ℋ상의 연산자 M의 eigenvector라고 가정한다. (∑⍺i = 1) 

• S의 상태는 다음 두 규칙에 따라 진화한다: 

• (규칙 1) S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𝚿⟩S 는 슈뢰딩거 방정식 (H|𝚿⟩ = 𝑖ℏ∂|𝚿⟩/∂t)에 따라 진화한다. 

• (규칙 2) S에 대한 M의 측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𝚿⟩S 는 |⍺i|2 의 확률로 |ψi⟩로 ‘붕괴(collapse)’ 된다. (본(Born)룰)

4



# INTRO THIRD PERSON PROBLEM BUNDLE THEORETIC APPROACH RELATIONIST APPROACH

The Third Person Problem

5

BobAlice

S

• (규칙 1)과 (규칙 2)가 충돌할 때엔 어떻게 하는가? 

• Alice 는 연구실 안에서 전자(S)의 x축 스핀 상태를 측정하고 기술한다.  

• Bob은 연구실 밖에서 Alice와 S의 상태를 측정 없이 기술한다. 

5

# INTRO THIRD PERSON PROBLEM BUNDLE THEORETIC APPROACH RELATIONIST APPROACH

Alice’s Story

6

• 시점 t1 에 S가 다음의 상태로 준비되어있다고 해보자.  

• |𝚿⟩S(t1) = a|0⟩ + b|1⟩  

• |0⟩ 과 |1⟩은 x-spin observable 𝛔x 의 두 eigenstate들이다. 

• |a|2 + |b|2 = 1 을 만족한다.  

• 시점 t2에 Alice 는 S를 𝛔x에 대해 측정하고, (규칙 2)와 일관되게 S가 
|1⟩ 의 상태에 있음을 확인한다. (|1⟩ 로 ‘무너짐’.) 

• |𝚿⟩S(t2) =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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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s Story

7

• Bob은 S와 Alice의  
초기상태, |Alice⟩(t1)를 알고 있다.  

• |𝚿⟩S+Alice(t1) = |𝚿⟩S(t1) ⊗ |Alice⟩(t1)  

= (a|0⟩ + b|1⟩) ⊗ |Alice⟩(t1)  

• 하지만 Bob은 t1 과 t2 사이에 Alice나 S를 측정하지는 않는다.   
그 결과 (규칙 1)에 따라 t2 에서의 S+Alice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𝚿⟩S+Alice(t2) = a|0⟩ ⊗ |Alice, 0⟩ + b|1⟩ ⊗ |Alice, 1⟩ 

• |Alice, i⟩ = Alice(의 측정기계)가 S의 상태를 |i⟩라고 기록한 상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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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s Story

8

• Bob은 t2 에서의 S의 상태를 기술하기 위해 |𝚿⟩S+Alice(t2) 에서 
Alice의 상태를 trace out하여 다음을 얻을 수 있다. 

• |𝚿⟩S(t2)= TrAlice(|𝚿⟩S+Alice(t2)) 
=|a|2|0⟩⟨0| + |b|2|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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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Tales of S

9

• Alice에 따르면, t2 에서 S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 |𝚿⟩S(t2) = |1⟩                                         (1) 

• Bob에 따르면, t2 에서 S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 |𝚿⟩S(t2) = |a|2|0⟩⟨0| + |b|2|1⟩⟨1|       (2) 

• 누구 말이 맞는가?  

• RQM의 대답: Alice에 상대적으로는 (1), Bob에 상대적으로는 (2). 

• 일반화: 물리계의 양자역학적 상태는 관찰자 상대적이다.

9

# INTRO THIRD PERSON PROBLEM BUNDLE THEORETIC APPROACH RELATIONIST APPROACH

Possible Ontologies for RQM

10

• 두 가지 존재론적 질문 

• What is there? 

• What grounds what?  

• 물리적(구체적) 대상들에 대한 존재론 

• 기체론 (Substratum Theory) 

• Universals + Bare particulars (Bare substrata) 

• 다발 이론 (Bundle Theory) 

• Universals or Tropes 

• 관계주의 (Ontic Structuralism, Priority Relationism) 

• Relations or Relation-trope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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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ofredi’s Bundle Theoretic Approach to RQM

11

• “RQM에서 물리계는 속성(보편자)들의 부분전체론적 다발로 이해되어야 한
다: (i) 특정 종류의 입자들을 규정하는 내재적 속성들은 변하지 않는 값을 갖
는다. (ii) 외재적 속성들은 관찰자에 상대적으로만 명확한 값을 갖는다. (iii) 양
자역학의 문맥의존성(conextuality) 때문에, 한 물리계의 모든 관측가능량들
이 동시에 명확한 값을 갖지는 못한다.” (Oldofredi 2021: 18) 

• “… 주어진 물리계의 속성들이 모두 [동시에] 명확한 값을 갖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한 입자는 동시에 잘 정의된 위치와 운동량 값을 갖지는 못할 것이다. 그
러나 대상들은 ‘having position’ 과 ‘having momentum’ 이라는 속성들을 
지닐 수 있다.” (Oldofredi 2021: 15)

<X, x> <Y, y>

<Z, z>

<A, a>

<B, b> <C, c>

<X, ?> <Y, y>

<Z, z>

<A, a>

<B, b>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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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for Oldofredi’s Bundle Theory

12

• 과학적 문제 
한 물리계 S는 어떤 Hermitian operator M의 eigenstate에 
있을 때, 그리고 오직 그 때에만 M과 관련된 속성을 지닌다. 
(The Eigenvalue-Eigenstate link) 

• 철학적 문제 
having position 과 having position x 의 관계는 색깔-빨강
의 관계와 유사하다. (Determinable-determinate 관계) 후
자를 지니지 않으면서 전자를 지닐 수 없어 보인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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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ist Approach to RQM 

13

• 관계주의 (Ontic Structuralism; Priority Relationism) 
관계(또는 관계적 사실, relation-tropes)가 가장 근본적 존재
론적 카테고리이며, 다른 모든 존재자들은 관계에 존재론적으
로 의존한다.  

• 관계주의를 수용하면 RQM 내에서도 관찰자 의존적이지 않은 
물리세계 기술이 가능하다.

13

# INTRO THIRD PERSON PROBLEM BUNDLE THEORETIC APPROACH RELATIONIST APPROACH

Relative Facts and Relational Facts

14

A B

관찰자 의존적 
개별적 사실

 [B, vB, t][A, vA, t]

관찰자 독립적 
관계적 사실

[(A, B), vAB, t] 

[S, |1⟩, t2] [Alice, |Alice, 1⟩, t2]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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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al Facts in RQM

15

• S와 Alice 사이의 관계적 사실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 S+Alice의 물리적 상태에 의해.  

• According to S or Alice: 

• |𝚿⟩S+Alice(t2) = |1⟩ ⊗ |Alice, 1⟩                                            (3) 

• According to Bob: 

• |𝚿⟩S+Alice(t2) = a|0⟩ ⊗ |Alice, 0⟩ + b|1⟩ ⊗ |Alice, 1⟩        (4) 

• RQM 내에서 물리세계에 대한 일관된 관찰자 독립적인 기술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 

• “…모든 것 (아마도 개별자에 관련된 것)은 특정한 시점에서만 평가되어야 한다. 우리는 
서로 다른 관찰자들의 관점을 하나의 그림 안에 통합하려고 시도해서는 안된다.” 
(Ruyant 2018)  

15

# INTRO THIRD PERSON PROBLEM BUNDLE THEORETIC APPROACH RELATIONIST APPROACH

Two Relations between S and Alice

16

• Q(x, y) iff |𝚿⟩x+y(t2) = |1⟩x ⊗ |Alice, 1⟩y relative to x and y 

• R(x,y,z) iff |𝚿⟩x+y(t2) = a|0⟩x ⊗ |Alice, 0⟩y + b|1⟩x ⊗ |Alice, 

1⟩y relative to z 

• Q는 2항 관계, R은 3항관계이다. S와 Alice가 Q를 만족하
면서 동시에 (Bob과 함께) R을 만족한다고 말하는 것에는 
어떠한 모순도 없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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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bist Representation 

17

• 위의 Cubist Representation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 RQM-complete 

• Consistent  

• Observer-independent

•
(External to S and Alice)

Bob

AliceS
(Internal to S and Alice)

R

Q

• 관계적 사실들을 중심으로 물리계를 기술하면 RQM에서도 물리세계에 대한 일관된 관찰자 독립적 기술이 가능하다.

17

# INTRO THIRD PERSON PROBLEM BUNDLE THEORETIC APPROACH RELATIONIST APPROACH

The Cubist Representation of EPR

18

• P(x,y,z) iff |𝚿⟩x+y(t) = 1/√2(|0⟩x ⊗ |0⟩y  + |1⟩y ⊗ |1⟩x) relative to z 

• Entanglement가 항상 제 3의 관찰자를 필요로 하는가?  
그렇지 않다.  

• P*(x,y) iff |𝚿⟩x+y(t) = 1/√2(|0⟩x ⊗ |0⟩y  + |1⟩y ⊗ |1⟩x) relative to x, y 

• EPR 케이스의 특징: EPR 입자들은 자신들에 상대적으로도 entangled 되어있다.

•
Charlie

ba

P

P*(Internal to a and b)

(External to a and b)

18



# INTRO THIRD PERSON PROBLEM BUNDLE THEORETIC APPROACH RELATIONIST APPROACH

Cubist Relationism

19

• [P(x,y,z)], [R(S,Alice)] 등과 같은 양자역학적 관계적 사실들
이 가장 근본적 물리적 존재자들이다. 이 관계적 사실들은 물리
계나 그것들의 상태에 존재론적으로 선행한다. 

• 이 관계적 사실들은 관계-트롭(relation-trope) 으로 간주될 
수 있다.  

• Cubist Relationism 
모든 물리적 존재자는 관찰자 독립적인 관계-트롭이거나 관찰
자 독립적인 관계-트롭(들)에 전적으로 기반한다.

19

# INTRO THIRD PERSON PROBLEM RELATIONIST APPROACHBUNDLE THEORETIC APPROACH

Objections to Cubist Relationism

20

• Relation-trope들은 물리계와 상태들에 의해 정의되었다. 

• E.g., Q(x, y) iff |0⟩x ⊗ |Alice, 0⟩y relative to x and y 

그렇다면 물리계와 상태들이 relation-trope들보다 더 근본적
인 것 아닌가?  

• c.f. ∆S2 = -∆t2 + ∆x12 + ∆x22 + ∆x3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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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실틈실험으로본
관계적양자역학과서울해석

한국과학철학회정기학술대회 (2022. 6. 30.) 

세션3A: 카를로로벨리의관계적과학철학

김재영 (KSA)
1

겹실틈실험 (double slit)

Feynman Lecture on Physics III (1965) 2

 “We conclude the following: The electrons arrive in lumps, 
like particles, and the probability of arrival of these lumps is 
distributed like the distribution of intensity of a wave. It is in 
this sense that an electron behaves “sometimes like a 

particle and sometimes like a wave.””

 “We must conclude that when we look at the electrons the 
distribution of them on the screen is different than when we 
do not look.”

파인만의관점

3 4

전자는파동?

표준적인양자역학계산

 𝜓 𝑥, 0 𝑁𝑒 / (𝑁 1/ 2𝜋𝜎)

 𝜓 𝑥, 𝑡
ℏ /

𝑒 ℏ /

 𝜓 𝑥, 𝑦
ℏ /

𝑒 ℏ / 𝑒 ℏ /

 cf.고전적파동: 𝐼 𝜃 𝐼 cos 𝛼 (𝛼 , 𝛽

 R. Bach et al 2013 New J. Phys. 15 033018 )

겹실틈실험의상태함수

Norsen (2017)

5

 Rovelli 1996; Laudisa 2019; Ruyant 2018; Dorato 2016; Smerlak & 
Rovelli 2007; Brown 2009; Dorato 2013; Dieks 2009; Laudisa & Rovelli
2019; Yang 2018

 ‘관찰자’도대상계와마찬가지로또다른대상계이며, ‘측정’도실상
두대상계사이의상호작용

 “양자역학은다른계들에상대적으로물리계의물리적서술을하
는이론이며, 이것은세계에대한완전한서술이다.”

관계적양자역학(RQM)

양자역학은파동함수(상태)에대한이론이아니라물리량의값(사
건)에대한이론이다.

기본전제: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for (future) values of variables 
relative to S’ depend on (past) values of variables relative to S’ but not
on (past) values of variables relative to another system S”.

 The variable a of the system S actualized in the interaction with S’
takes value with respect to S’, but notwith respect to S”. [Rovelli 2018]
 E.g. 속도, 전기포텐셜, 일반상대성이론의좌표

상대성이론의통찰
 에테르정지계, 속도, 동시, 전역민코프스키관성계, 등은보편적으로정의
되지않는부적절한개념

관계적양자역학(RQM)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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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역학의사건
 (a) 물리량은모든시간에언제나값을갖는다: 𝐴 𝑡

 (b) 물리량은다른계들과무관하게값을갖는다.

 RQM의사건
 (a’) 물리량은계 S가다른계 S’와상호작용할때에만물리량 𝐴의값을가지
며, 그값은상호작용의결과이다. 

 (b’) 물리량의값은관계적(이항적)이다. 계 S의물리량 𝐴의값은계 S’에상
대적이며, 다른계 S’’에대해서는물리량 𝐴의값이달라진다.

물리량의값과사건

7

관찰자없는물리량의값은무의미하고불필요하다
관찰자는또다른계일뿐이며의식이나지향을갖지않는다
측정은두계가만나서상호작용하여남긴흔적의기록
양자역학은이러한측정의경향을계산하여예측할수있게하는
이론체계

물리량은관측가능량(observables)이며존재가능량(beables)이아
님

 “양자역학에서는일련의사건들에대해다른관찰자들이다른서
술을할수도있다.”

RQM의측정과관찰자

8

 (a) There is fundamental discreteness in nature, because of 
which many physical variables can take only certain specific 
values and not others.

 (b) Predictions can be made only probabilistically, in general.

 (c) The values that a variables of a physical system takes are 
such only relative to another physical system. Values taken 
relatively to distinct physical systems do not need to 
precisely fit together coherently, in general.
 Rovelli C. (2018) Phil. Trans. R. Soc. A 376: 2017.0312.

“Der Raum ist blau und es fliegen Vögel in ihm.”

9

전이확률: Born‐Jordan (1925)

양자역학에서파동함수(상태함수)는단지주어진지식을기반으로
측정에서나올수있는값들의확률분포를계산하는도구

고전역학에서해밀턴‐야코비함수와유사한역할 (𝜓~ exp 𝑖𝑆/ℏ)
 해밀턴‐야코비함수의실재성?

양자상태는언제나두개의계에대한이야기
 “a compendium of information assumed, known, or gathered through 

measurements, determined entirely by a specific history of 
interactions”

RQM에서파동함수(상태함수)의의미

11

측정의사건 S‐O

𝑡 → 𝑡
𝛼 1 𝛽 2 ⇒ |1〉

측정의사건 S‐O‐P

𝑡 → 𝑡
𝛼 1 𝛽 2 ⊗ 𝑖𝑛𝑖𝑡 ⇒ 𝛼 1 ⊗ 𝑂 𝛽|2〉 ⊗ |𝑂 〉

 O에대해서는 S의상태가투사(붕괴)된것으로보이지만, P에대해
서는 S‐O의상태가여전히겹침상태

 𝑡 에서 P가 S‐O에대해측정을할수도있음

RQM의접근

12



겹실틈 실험으로 본 관계적 양자역학과
서울해석 (김재영)

2022년 6월 30일

한국과학철학회 정기학술대회 3

 O와 P의사건서술이동일한가질문하는것은상태개념이관찰자‐
상대적임을받아들이지않기때문.

측정을통해정보를얻기위해서는물리적상호작용을해야함
 O와 P는만나서상호작용을할수없음

양자역학에서 “모든관찰자가동의하는사건”은부적절한개념
 “Quantum mechanics is the theoretical formalization of the 

experimental discovery that the descriptions that different observers 
give of the same events are not universal.”

상태개념은관찰자‐상대적

13

한계(관찰하는계)가다른계(관찰되는계)의정보를가질수있음
정보는물리적상호작용을통해교환됨

 정보는이산적인양: 0또는 1 (bit)

정보를얻는과정 = ‘질문’ (두계사이의관계)

 기본질문: 예/아니오질문 𝑄 , 𝑄 , ⋯
 S에관한질문들의집합𝑊 𝑆 𝑄 , 𝑖 ∈ 𝐼
 S에관한질문에대한 O의대답들:  𝑒 , 𝑒 , 𝑒 , ⋯ [ 𝑒 0또는 𝑒 1 ]

 예측:  𝑒 , 𝑒 , ⋯ , 𝑒 의지식으로부터 𝑒 , 𝑒 , ⋯ 를얻을수있음
 유관한정보(relevant information)

양자역학은정보의이론

14

전제1 (제한된정보): 대상계로부터추출할수있는유관한정보의
양에는최대값이있다.

 𝑠 𝑒 , 𝑒 , ⋯ , 𝑒
 예/아니오질문들: 𝑄  𝑖 1, ⋯ , 𝑁
 관찰하는계와관찰되는계가상호작용하여질문들에답을줌

전제2 (제한없는질문): 계에대한새로운정보를항상얻을수있다.

 𝑠 𝑒 , 𝑒 , ⋯ , 𝑒 를얻은뒤 𝑄 를묻는다면?

 결정론적인경우는새로운정보없음
 양자역학은항상새로운정보를얻을수있음
 (유관한정보를판단하는문제가남아있음)

양자역학은정보의이론

15

 Hypothesis 1 (All systems are equivalent): 
Nothing distinguishes a priori macroscopic systems from quantum 
systems. If the observer O can give a quantum description of the 
system S, then it is also legitimate for an observer P to give a 
quantum description of the system formed by the observer O.

 Hypothesis 2 (Completeness): 
Quantum mechanics provides a complete and self‐consistent scheme 
of description of the physical world, appropriate to our present level 
of experimental observations.

RQM의가설(공준)

16

 Postulate 1 (Limited information): 
There is a maximum amount of relevant information that can be 
extracted from a system.

 Postulate 2 (Unlimited questions):
It is always possible to acquire new information about a system.

 Postulate 3 (Superposition principle): 
If c and b define two complete families of questions, then the unitary 

matrix 𝑈 in 𝑝 𝑄 , 𝑄 𝑈 can be chosen in such a way that for 

every c, b and d, we have 𝑈 𝑈 𝑈 and the effect of composite 

questions is given by 𝑝 𝑈 𝑈 𝑈 𝑈

RQM의전제들

17

 RQM은상태개념을도입하지않음

표준정식화와비교

표준정식화 RQM

관찰자 O 없음 관찰하는계 O

대상 (대상계) S 계 S에대한힐버트공간 관찰되는계 S

물리량의측정 보른규칙 질문들 𝑄 , 𝑄 , ⋯

물리량 자기수반연산자 질문들의집합𝑊 𝑆

측정결과 연산자의고유값 비트 𝑒 , 𝑒 , 𝑒 , ⋯

상태 힐버트공간의원소 없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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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장치와선별하는창문의결합 (Mackey)

 𝑝 𝐴, 𝛼, 𝐸 : 𝛼 상태의계에서물리량A의측정값이 E에있을확률

19

격자의원소: 사건, 속성, 명제
 ‘예/아니오’질문
직교여원격자(orthocomplemented distributive lattice)

‘변별체’와의만남과격자

Trassinelli
(2018)

20

전제1 (제한된정보): 예/아니오질문
관찰하는계와관찰되는계가
상호작용하여질문들에답을줌

양자역학적대상이라도
‘사건’의논리구조는
직교여원격자

양자역학에서의 ‘사건’

Trassinelli
(2018)

21

첫번째질문(샘): 𝑄
“입자가방출되었나?”

두번째질문(겹실틈)

𝑄 (𝑖 𝐴, 𝐵, 𝐶 )

“겹실틈중A, B, C에충돌?”

세번째질문(막)

𝑄 (𝑗
𝐷 , 𝐷 , ⋯ , 𝐷 , ⋯ )

“막의여러위치중어디로?”

겹실틈실험

Trassinelli
(2018)

22

 (i) A혹은 B를지나 Dn에도달하는경우

𝑄 ∧ 𝑄 ∨ 𝑄 ∧ 𝑄 ∧ 𝑄

 (ii) C에서막히지않고 Dn에도달하는경우

𝑄 ≡ 𝑄 𝑄 ∨ 𝑄

𝑄 ∧ 𝑄 ∨ 𝑄 ∧ 𝑄

두번째질문에서얻는정보

23

힐버트공간의닫힌부분공간위의확률측도:   𝑝 𝐻 𝑡𝑟 𝜌𝑃

 (i)의질문:    𝑝 𝑄 ∧ 𝑄 ∨ 𝑄 ∧ 𝑄 𝑄

𝐷 |𝐴 𝐴 |𝑆 𝐷 |𝐵 𝐵 |𝑆

 (ii)의질문:    𝑝 𝑄 ∧ 𝑄 ∨ 𝑄 𝑄

𝐷 |𝑃 ∨ |𝑆

𝐷 |𝐴 𝐴 |𝑆 𝐷 |𝐵 𝐵 |𝑆

글리슨의정리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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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규칙이성립하지않음

𝑄 ∧ 𝑄 ∨ 𝑄  𝑄 ∧ 𝑄 ∨ 𝑄 ∧ 𝑄

분배격자가아니더라도직교모듈러격자만으로양자역학의사건
을서술할수있다

기존양자논리의연구방향: 

 힐버트공간의수학적성질로부터불대수를유도하려는노력
 지금까지양자논리연구는실패한프로젝트로평가됨
 수학적엄밀성과수리논리에집중하면서양자역학의대안적해석으로부터
멀어짐

양자논리의필요성

25

철학을잊은과학에게
과학을잊은철학에게

제4장得牛: 양자역학
파동함수가의미하는것은?

 ‘상태’의함수적성격과맞‐공간
양자역학의기본공리
상태변화의원리, 슈뢰딩거방정식
사건의유발및측정의문제

《장회익의자연철학강의》(2019)

26

27

공리1: 존재물의상태는시공간의함수Ψ 𝑥, 𝑡 로표현된다. 존재물
의위치의기대값은

𝑥 Ψ∗ 𝑥, 𝑡 𝑥Ψ 𝑥, 𝑡 𝑑𝑥𝑑𝑡
로주어진다.

표준적접근과차이: 𝑑𝑡 적분의유무

상태가꼭시공간의함수이어야할까?

물리학적서술에서반드시 ‘확률’이개입함을인정하는공리

[공리 1]

28

공리2: 존재물의운동량‐에너지공간은함수Ψ 𝑥, 𝑡 의푸리에변환
으로표현된다.

Φ 𝑘, 𝜔
1

2𝜋
Ψ 𝑥, 𝑡 𝑒 𝑑𝑥𝑑𝑡

운동량과에너지의기대값은다음과같다.

𝑝 ℏ 𝑘 ,  𝐸 ℏ 𝜔

시간‐공간개념을맞시간‐맞공간개념으로확장

[공리 2]

29

공리3: 고전역학적물리량들의관계와위의기대값들의관계는일
대일대응한다.

이공리는양자역학을고전역학에의존하게만드는것이문제

동시에양자역학과고전역학의관계를강조하는역할

 Cf. 보어: 양자역학과고전영역사이의상보성강조

[공리 3]

어떤대상존재물이상태 Ψ ∑𝑐 𝜙 (∑ 𝑐 1)에놓여있다고할
때, 지점 𝑗에해당하는위치에 ‘사건유발능력을지닌’외부물체를
설치해대상과접촉시킬경우, 이대상은

 (1) 확률 𝑐 으로물체위에사건의흔적을남기면서, 자신은 𝜙

만을가진상태, 곧Ψ 𝜙 로전환하거나,

 (2) 혹은확률 1 𝑐 으로아무흔적도남기지않고성분 𝜙 만

결여된새상태, 곧Ψ ∑′𝑐 ′𝜙 (∑′ 𝑐 ′ 1)로전환한다. 

[공리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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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물의상태는 “변별체와만나서사건을일으키는성향”

 “상태함수를통한대상존재자의서술은결코 ‘사건’ 자체를서술하
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대상이 지닌 ‘사건야기 성향 event‐

generating propensity’만을말해준다.”(장회익 2019, 235)

 “이러한 ‘사건야기 성향’을 지닌 대상이 ‘사건유발 능력’을 가진 외
부존재자와조우하게될때두가지형태의 ‘사건’이실제발생하며
그각각에대한확률및그결과로대상및외부존재자에나타날변
화를 [공리4]가명시해주고있는것이다.”

상태개념의재정의

31 32

사건(측정): 대상과변별체의만남(조우)에서흔적이남거나또는
남지않는것

대상의상태는지식/정보의수학적서술에불과한것이아니라사
건을일으키는성향

인식적(epistemic) / 존재적(ontic)측면
 ‘측정’이양자역학의해석에서근본적인문제일까?

 ‘변별체discerner’의특별한지위
 상대성이론에서 ‘자’와 ‘시계’의특별한지위와비교

양자역학의 ‘사건’

겹실틈이있는벽의물질이사건유발능력을가진외부존재자역할
 여러위치에서 ‘사건’ 또는 ‘빈‐사건’을일으킴
 “상태함수는거의같은세기를지닌두가닥이되어두틈새통과”

 “이실험을반복하면형광스크린판에흡수확률에비례하는패턴
이나타남”

 “스크린에서보는간섭패턴은입자의파동성에기인하는것이아
니라입자의상태함수의성격에기인하는것”

서울해석의겹실틈실험해석

33

겹실틈중하나에변별체를두는실험

실틈에부착하는변별체
 eA: ‘사건’일경우입자를흡수함
 eB: 입자를거의해치지않고통과시킴

a
b

eB

d

c

34

 ‘사건’이면 [공리 4]에따라상태를실틈 c를통과한성분만으로전
이시킴

 ‘빈‐사건’이면 [공리 4]에따라상태를실틈 b를통과한성분만으로
전이시킴

상태함수에 [공리 4]의성격을정직하게적용시킨것
어느누가관측을했는가여부와무관

기존관념에맞추어해석하려하지말고, 정직하게공리를적용

실틈 c에변별체 eB를부착할때

35

양자역학의형식론에서상태개념의중요성

RQM과서울해석

RQM 서울해석

관찰자 O 관찰하는계 O 변별체 (사건유발능력)

대상 (대상계) S 관찰되는계 S 대상계 S와상태함수Ψ

물리량의측정 질문들 𝑄 , 𝑄 , ⋯ 대상계‐변별체의조우

물리량 질문들의집합𝑊 𝑆 사건/빈‐사건

측정결과 비트 𝑒 , 𝑒 , 𝑒 , ⋯ 상태함수의전환

상태 없음 Ψ:사건야기성향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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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Ψ함수 =기대값의목록(Erwartungskatalog)

 1. 측정에따른기대값목록의불연속변화는필연적이다. 왜냐하면
측정이의미를가지려면여하튼측정값을얻어야하기때문이다.

 2. 이불연속변화는인과적법칙에지배를받지않는다. 왜냐하면
이는측정된값에따라달라지며, 측정된값은미리결정되어있지
않기때문이다.

 3. 이변화에는일종의지식의손실이생기지만, 지식이사라지는
것은아니기때문에, 대상이변화해야하며, 이는예측할수없는다
른방식으로이루어진다. 

Schrödinger (1935)

양자역학은정보의이론
 정보: 계가있을수있는상태의수 (섀넌정보이론의의미)

 ‘상태’ 개념을도입하지않고정보를말할수없을까?

정보는 ‘상태’에관한것이아니라 ‘사건’에관한것
제3자문제: QM에서관찰자마다사건을다르게서술할수있음
 “a compendium of information assumed, known, or gathered through 

measurements, determined entirely by a specific history of 
interactions”

양자역학과정보 (RQM)

38

전제2 (제한없는질문): 계에대한새로운정보를항상얻을수있다
 RQM은양자논리의형식체계를활용하여정보이론으로서의양자
역학의면모를잘드러냄

측정은두대상계사이의상호작용을통해정보(= 질문에대한확률
분포)를얻는과정

양자역학은정보이론?

양자역학의새로운 ‘공리’를세우려는작업들
 ‘정보이론’의의미?

정보이론양자역학

39

정보이론으로양자역학을구성하기

40

정보이론에서양자이론을유도하기

41 42



겹실틈 실험으로 본 관계적 양자역학과
서울해석 (김재영)

2022년 6월 30일

한국과학철학회 정기학술대회 8

 Grinbaum, A. (2003) “Elements of Information‐Theoretic Derivation of 
the Formalism of Quantum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Quantum 
Information, 1(3), pp. 289–300.

 Grinbaum, A. (2007) “Reconstruction of Quantum Theory”. British 
Journal for the Philosophy of Science 58: 387–408.

 Grinbaum, A. (2007) “Reconstructing Instead of Interpreting Quantum 
Theory”, Philosophy of Science  74: 761‐774.

메타이론으로서의정보이론 (Grinbaum)

43

 Fock, V. (1971). “Quantum Physics and Philosophical Problems”, 
Foundations of Physics 1: 293–306.

 Fock, V. (1976). Начала квантовой механики (양자역학의기초). 2e.

 “관측되는대상과관측자를구별해야하며, 측정장치는대상과다
른범주의언어로서술해야한다.”

 “상대성이론과양자이론에서측정장치는메타이론의서술대상”

 “미시대상과측정장치의상호작용의결과를새로운서술방식의기
초로삼는것은 '관측수단에대한상대성'이라는중요한개념을도
입하는것이다.”

블라드미르포크의통찰

44

45

 “the construction and functioning of a measuring device is to 
be described in a way essentially different from that 
necessary for the description of the properties and behavior 
of the atomic object (for the investigation of which the 
appropriate measuring device has been designed). This 
difference is so fundamental that, from the epistemological 
point of view, atomic objects and measuring devices are to 
be considered as belonging to different categories.”

메타서술의필요성

물리학적접근 vs. 정보이론적접근 (P‐관찰자와 I‐관찰자)

 “정보는물리적이다” (R. Landauer)

P‐관찰자와 I‐관찰자 (Grinbaum)

46

47

 Hwe Ik Zhang, M.Y. Choi (2022) "Ontological Revision and Quantum 
Mechanics". Results in Physics 33 (2022) 105159

고전역학의상태함수: Ψ 𝑥 , 𝑝 𝛿 , 𝛿

고전역학의인식함수: Ψ 𝑥 ∑ 𝑎 𝛿

양자역학의상태함수: Ψ 𝑥 ∑ 𝑐 𝛿

새서울해석

양자역학을정보이론으로재구성한다는것은측정을메타이론으
로서술한다는뜻

상태서술과사건서술을구별하는것이양자역학의정확한이해라
는서울해석의주장과상통

 RQM에서는상태개념의유용성을간과하고있음
메타이론으로서의정보이론의중요성
그러나메타이론이대상이론을대신할수는없다

RQM, 정보이론, 서울해석

48





고리 양자 중력이론의 공간과 시간 해석

공간, 시간, 양자 에 대한 관계론 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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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서론 – 전체내용의요약

3

▪ 일반 상대론의 중요한 대칭성 인 일반 공변성 (general covariance) 을 만족하는 중력을 직접 고려

▪ 로벨리의 일반 공변성(홀 논변)을 통한 공간의 관계론 해석에 리클스의 비판, 풀리의 반박, 발표자가 읽은 교훈

▪ 공간의 관계론을 버팀목으로 시간의 관계론, 관계론적 동역학, 관계론적 양자해석 으로 나간다는 의미에서

▪ 더 큰 의미의 관계론을 논할 수 있음, 관계론적 양자해석 에서 다시 공간의 관계론 을 읽을 수 있음

★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론를 양자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도 중의 하나

서론 – 고리양자화개요

★ 공간을 스핀 네트워크(spin network)라는 양자 상태의 중첩으로 이해

▪ 스핀 네트워크 로 구성된 루프 형식화는 휠러–드윗 방정식 의 완전한 해 를 구하기 위한 시도

▪ 양자화 과정: (1) 동역학적 기본 변수 결정 – 일반 상대론의 해밀턴 형식화 (3 + 1 D)

▪ (2) 디락 의 방법으로 양자화

▪ (3) 구속조건 을 해결하여 양자 상태 를 구성



목 차

1. 서론

2. 고리 양자이론

3. 공간의 관계론

5. 관계론적 동역학

4. 시간의 관계론

4

6. 관계론적 양자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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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특수 상대론의 시공간

전기장과 자기장 성분 간의 상대성

5

시간과 공간 성분 간의 상대성 ds2 = ηab dxa d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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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일반 상대론의 시공간

관성과 중력 성분 간의 상대성

6

중력 – 시공간의 기하학 ??? ds2 = gab dxa d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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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리 양자 이론의 수학적 구조

기본 변수 결정 – 아쉬테카 변수 선택

7

▪ 고전 일반 상대론의 기하학은 시공간의 거리, 관성 구조 를 표현하는 4차원 메트릭으로 기술

▪ 고리양자화의 위상공간 은 3D 공간 에서 정의된 SU(2) 대칭성가진 접속 A a
i 과 트라이아드 Ẽi

a로 구성

▪ A a
i는외재적 기하 를, 공준량 Ẽi

a는 공간의 계량에 해당하는 내재적 기하 를 기술하는 정준 변수

★ 동역학적 기본 변수로 아쉬테카 변수로 메트릭을 대체

변수변환 – 윌슨루프형식화도입

★ 근처 다른 전하가 없다면 두 전하 연결하는 닫힌 고리를 ‘힘의 선’을 정의

▪ 이와 관련된 수학적 양이 선을 따라 정의된 게이지 전위 (gauge potential)의 홀로노미 (holonomy)이다.

▪ 접속 A a
i를 가진 게이지 이론 에서 홀로노미 는 폐곡선 C 따라 A a

i를 선적분(line integral)하고 지수화한

▪ 홀로노미 에 대한 정보는 게이지 변환까지 다양체의 모든 점에서 접속을 재구성 하지만 게이지 불변 은

▪ 아님, 따라서 윌슨 루프 를 도입 (물리적 측정량은 게이지 불변인 연산자 에서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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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리 양자 이론의 수학적 구조

양자화 – 디락양자화과정

8

▪ 고전적 정준 변수들 간 푸아송 괄호 를 양자 연산자들 간 커뮤테이션 관계 로 대체

▪ 양자역학의 연산자 들은 물리량을 기술하게 되며, 이들로 구성된 고유값 문제 를 풀면 고유 상태 를 구성

▪ 이렇게 나온 고유상태 가 스핀 네트워크 . 즉, 물리학 은 스핀네트워크 의 중첩

★ LQG서는 메트릭 대신, 접속 및 트라이아드 변수로 시공간의 기하학을 표현

고유 상태 – 스핀네트워크, 구속조건 – 동역학기술

★ 시공간을 스핀 네트워크(spin network)라는 양자 상태의 중첩으로 이해

▪ 접속 A a
i과 트라이아드 Ẽi

a로 기술된 기하학을 기술하는“면적” 및 “체적” 연산자 를 도입

▪ 물리적 기하학은 “면적” 및 “체적” 연산자에 대한 고유상태 (상태 벡터)인 스핀 네트워크로 기술. 

▪ 공간의 양자 기하학 은 스핀 네트워크의 양자적 중첩으로 표현

▪ 고유상태는 힐버트 공간 H 를 구성, 연산자로 구성된 구속조건 은 동역학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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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리 양자 이론의 수학적 구조

연산자– 면적, 체적연산자 상태 벡터 – 스핀네트워크

9

▪ 스핀 네트워크 상태는 모서리 (LINK)와 꼭짓점 (NODE)로 구성된 그래프(GRAPH)를 통하여 스핀 표현을 구성

▪ 꼭지점 위의 표현 은 체적 연산자의 고유값 이고 모서리 위의 표현 은 면적 연산자의 고유값 이다.

▪ 그래프의 구조는 스핀 네트워크 부분 간의 인접 관계, 즉 기본 구조의 “연결성”을 나타낸다.

★ 공간 기하학을 스핀 네트워크라는 양자 상태의 중첩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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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벨리의 공간에 대한 관계론 해석

연산자– 면적, 체적연산자 상태 벡터 – 스핀네트워크

10

▪ 스핀 네트워크의 모서리는 “면적”의 양자 (면적 단위) 를 기술, 꼭지점은 “부피”의 양자 (부피 단위) 를 기술됨.

▪ 양자 상태인 스핀 네트워크의 링크와 노드가 많을수록 공간의 영역과 부피가 커진다.

▪ 로벨리 는양자장 을 기술하는 상태벡터 에 의해 공간의기하학 이 결정되기 때문에관계론 해석을 주장함.

★ 고리 양자 중력이론 수학적 구조에 대해 로벨리는 공간에 대한 관계론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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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벨리의 공간에 대한 관계론 해석

로벨리 – 스핀네트워크관계론

11

스핀 네트워크 상태는 그것이 얹져져 있는 위치가 없다. [스핀 네트워크]는 다른 대상에 상대적으로 국소화되지 않는다.

다른 대상 (물질, 입자, 기타 장)이 [스핀 네트워크]에 대해 국소화 된다.

[스핀 네트워크]는 “어디에”가 위치해 있는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위치시킬 수 있는 그 “어디”이다.

스핀 네트워크 상태는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공간 이다.

★ 양자 상태인 스핀 네트워크는 다른 모든 것을 위치시킨다.

관계론에 대한 논거 - 고리 양자 이론에서의 홀논변

★ 미분동형 변환에 의해 스핀 네트워크 위치와 다양체 점 간 미결정성

▪ 라그랑지에서 헤밀토니안으로 변환시 라그랑지의 헤시안이 0이면, 여분의 구조가 생성

▪ 여분의 구조는 라그랑지안 승수를 포함한 구속조건으로 기술된다.

▪ 라그랑지안 승수에 대해 구속조건을 미분한 것이 0되는 조건, 

▪ 즉 구속조건(가우스, 미분동형, 헤밀턴) 해결한 결과가 궁극적으로 동역학적 방정식의 해

▪ 미분동형 변환에 의해 스핀네트워크 위치와 다양체 점 간 미결정성이 홀논변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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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클스(D. P. Rickles)의 비판

관계론 해석의 필연성에 의문 – 실체론해석가능

12

▪ 미분 동형 불변을 고려한 에스-노트는 다양체의 특정한 점에 기반하지는 않지만, 다양체의 점에 수반 한다고 해석

▪ 조화 진동자의 양자적 여기 를 전자기장으로 해석하듯이, 스핀 네트워크 상태의 여기를 공간으로 해석

★ 스핀 네트워크가 공간이라면 스핀 네트워크 실체론으로 LQG를 해석.

▪



1111

3 리클스(D. P. Rickles)의 비판

홀 논변에 대한 실체론 해석– 반헤세티즘

13

▪ 다양체가 시공간 점 M 의 동일성 결정하면, d*g 매핑은 변환 전과 다른 g, T 값을 갖는 M의 분포 생성(메트릭 경우 반대)

▪ 시공간 구현은 사실 사건을 구성하는 다양체가 아닌 시공간의 거리, 인과적 구조 등을 결정하는 메트릭

▪ 세계의 위치를 바꿔도 새로운 세계를 구성할 수 없다는 반 헤세티즘은실체론과무모순

▪ 같은 논리를 LQG에도 적용 가능, 따라서 홀 논변은 실체론 지지 논변 으로 해석 가능

★ < M, g, T > 와 < M, d*g, d*T >가 동일 시공간 점에 대해 다른 메트릭, 물질 장의 분포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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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풀리(O. Pooley)의 리클스 비판

풀리(O. Pooley) - LQG에서 홀논변 구축에 대한 의문

14

▪ 헤밀턴 구속조건 에 의해 소멸 되고, 미분동형 구속조건 에 의해 소멸되지 않음, 하지만, 이런 상태는 LQG의 해가 아님

▪ 해가 되더라도 보다 큰 공간의 해 – 부분적인 구속조건은 풀어 구성한 상태로 완전한 해 공간보다 큰 공간

▪ 공간 방향 게이지 변환은 사소한 해석 인데 비해, 시간 방향 게이지 변환은 심각한 대응이 필요

★ 헤밀턴 형식화에서 홀 논변을 구성하기 위한 물리적 상태는 LQG의 해가 아님

벨로(G. Belot) - 홀 논변에 관련된 게이지 불변성 해석

★ 공간 방향의 게이지 불변성은 시간 방향의 게이지 불변성과 수학적 구조는 동일, 해석은?

▪ 공간 방향의 좌표변환이라는 수학적 규약 에 의해 생성되는 사소한 게이지 변환

▪ 공간의 점 이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점을 암시 – 또는 공간의 국소성은 중력장의 상호작용을 반영 (고전NM, GR )

▪ 하지만, 시간방향의게이지불변성은 이론 전반 에 대한 새로운해석을요구 하는 훨씬 큰 문제와 연관

▪ 시간 방향 게이지 불변성은 동역학의 해석 문제, 또는 시간의 문제 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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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벨리의 동역학적 관계론 해석

헤밀턴 형식화에서 시간의 문제– 시간은없다

15

▪ 헤밀토니안 GR - 동역학적 변수는 메트릭 g 에서 공간 방향 쉬프트 함수 N와 시간 방향렙스 함수 Ni로 재구성

▪ 변수 변환하여 외제적 기하학 표현 q와 내제적 기하학 표현 K가 동역학 변수가 됨

▪ q와 K 사이에는 구속조건 – (또는 헤밀턴 형식화에서) 구속조건을 푸는 것이 동역학적방정식 (휠러 –드윗)을 구하는 것

▪ 헤밀턴구속조건은동역학적변수의흐름을생성 - 헤밀턴 형식화에서는 구속조건 구성하는 헤밀토니안이 0

▪ 시간이흐르지않거나얼어버린동역학으로해석가능

★ GR의 대칭성인 일반 공변성 고려하면 시간의 문제, 얼어버린 동역학 문제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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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벨리의 동역학적 관계론 해석

일반 공변성 고려 - 동역학 자체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해석

16

▪ 기존의 이론은 X(t), Y(t), Z(t)와 같이 시간에 대한 물리적 상태의 변화로 동역학을 기술 – 하지만 일반 공변성은?

▪ 관계적 동역학 해석에서는 A(B), B(C), C(A)와 같이 측정값(Partial Observable)들 사이 관계로 기술 (예: 갈릴레이 진자)

▪ 공간이 중력장 간 상호작용에 의해 장소의 국소성이 창발되듯, 시간은 사건들 사이의 상관 관계의 변화 속에서 창발됨

★ 동역학은 시간에 대한 상태 변화가 아니라, 물리적 변수들 간 관계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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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벨리의 동역학적 관계론 해석

해석이란 – 이론 구조의 세 층위 (C. Liu, G. Belot)

17

▪ 이론적 구조의 세가지 종류: 형이상학적 층위, 의미적 층위, 수학적 층위 – 세 층위가 상호작용 (아인슈타인ST해석)

▪ 구속조건 기반의 관계론적 동역학은 수학 문제나 형이상학 문제라기 보다는 의미론적 해석의 문제

▪ 동역학적 관계론은 이론에서 어떤 요소가 중요 하며, 이들 간의 연관 관계를 수립 하는 의미론적 해석 (특화된 변수)

★ GR의 일반 공변성 고려하면, 구속조건 기반의 관계론적 동역학을 구성 가능

동역학적 해석에 의한 반성적 균형

★ 동역학적 관계론 해석은 수학, 의미, 형이상학 층위 간의 반성적 균형 결과

▪ 일반공변성에 대한 동역학적 관계론 해석은 프리 심플렉틱, 게이지 형식화 등 수학 구조, 시공간의 형이상학

▪ 관계론적 역학에서는 구속조건 자연스럽게 등장. 구속조건은 기본 물리량 흐름 생성.

▪ 기본 물리량 흐름 생성하는 헤밀토니안이 구속조건으로 자연스럽게 도입 – 동역학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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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벨리의 관계론적 양자역학 해석

스핀 네트워크(상태 벡터)에 대한 해석

18

▪ QM에서 물리양과 물리상태가 구분. 전자는 연산자 후자는 힐버트 공간에서 정의된 상태벡터에 의해 정의

▪ 중력을 양자화한 경우, 상태 벡터에 대한 해석은 공간, 시간의 존재론 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부분

▪ 양자역학의 해석 은 파동함수 또는 상태 벡터를 어떠한 물리적 대상으로 해석 하느냐의 문제

★ LQG 공간은 스핀 네트워크의 양자 중첩이지만 기하학적 해석은 불투명 -

관계론적 동역학에서 관계론적 양자역학 해석

★ QM 해석은 LQG의 수학적 구조, 의미론적 해석, 형이상학과 조화로운 해석

▪ 양자 상태 기술하는 상태벡터는 물리계와 측정 장치(다른 물리계)를 구성하는 물리계 간의 관계 에서 나온다

▪ 시공간의 국소성 은 중력장이란 동역학적 장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 된다는 아인슈타인 직관과 일치

▪ 따라서 상태 벡터인 스핀 네트워크는 물리계들 간의 관계 라는 점에서 동역학적 관계론 해석의 연장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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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계론적 양자 해석과 관계론적 공간 해석 간 관계

스핀 폼의 기하학에 대한 해석

19

▪ 물리적 상태를 기술할 때 국소적인 양자계를 세계의 다른 부분과 구분 하고, 이 구분된 부분 간의 상호작용 을 기술

▪ 관계론적 양자해석과 관계론적 시공간 을 연관

▪ 양자적 전이행렬은 4차원 시공간의 영역으로, 양자적 상태 는 시공간의 경계 로 해석된다.

▪ 상호작용, 즉 측정과정은 시공간에서 근접성 으로 해석

★ 관계론 양자해석은 물리계가 상호작용할 때 일어나는 양자적 사건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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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 (서울시립대)  

팬데믹의 대응: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니체주의 

 

김건우 (GIST) 

    과학기술의 시대, 권리는 누구의 것인가: 이른바 ‘비인격주체’

(non-personal subjects)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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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간존재자를위한윤리

트롤리문제를중심으로

강철



문제의식

 행위자성에기반해서볼때에, 

감염병전파자에대한합당한비난이란무엇인가?

 트롤리문제에대한 ANT적해결은어떻게가능한가?

 비인간존재자들을윤리적으로어떻게고려할것인가?

 과학기술적인확장과연결의시대에요구되는,

윤리의새로운기능은무엇인가?



핵심개념

 인간존재자와비인간존재자의대칭성: 

현상에대한설명과평가에있어서,

인간존재자와비인간존재자가동등하게기여를주장

 행위자다움(agency, 행위능력, 행위자성): 

의도나인식이배제된인과적지배력



트롤리문제(the trolley problem)

‘다수(5명)를구하기위해소수(1명)에게침해를가하는것이
어떤경우에정당화될수있는가?’라는또는 ‘목적은수단을
언제정당화할수있는가?’라는문제

Phillippa Foot J. J. Thomson F.M. Kamm



트롤리사례들

기관사사례 행인사례 이음궤도사례 육교사례



기관사사례

기관사사례

기관사사례에서기관사는

주선의 5명을향해돌진하는

트롤리의방향을

주선의 1명에게로

돌려야하는가?



기관사사례, 행인사례

기관사사례 행인사례

1) 행인사례에서행인은

주선의 5명을향해돌진하는

트롤리의방향을레바를돌려서

주선의 1명에게로

돌려야하는가?

2) 기관사사례와비교하였을때

당신의선택은같은가, 다른가?



기관사사례, 행인사례, 육교사례

기관사사례 행인사례 육교사례

1) 육교사례에서행인은

레바를돌려서

1명이딛고있는발판을

열어야하는가?

2) 기관사사례, 행인사례

와비교하였을때

당신의선택은

같은가, 다른가?



이음궤도사례

이음궤도사례

1) 이음궤도사례에서행인은

주선의 5명을향해돌진하는

트롤리의방향을레바를돌려서

주선의 1명에게로

돌려야하는가?



행인사례, 이음궤도사례, 육교사례

행인사례 이음궤도사례육교사례

이음궤도사례는

행인사례에가까운가,

이음궤도사례에가까운가?



트롤리문제에대한 ANT적해결

 트롤리문제에대한기존의담론에서는

비인간존재자들의기여를무시하였음

 그렇다면트롤리문제는

대칭성과행위자성에의거해서

ANT적으로어떻게설명되어야하는가?



비인간존재자와로, 가, 도

핵심적

특성이나 속성
~로 ~이(가) ~도

칼

사람에게

해를

입힌다

트롤리

autonomous 

vehicle

자연적바이러스

인공적바이러스



위빈칸에합당한 ‘조사(로, 가, 도)’를선택하고

칼, 트롤리, 자율주행자동차, 자연적바이러스, 

인공적바이러스등이가진어떤특성으로인해서

그러한조사가선택되는지를설명한다.



과학기술적인연결과확장의시대
윤리의기능

 윤리의전통적인두기능

1) 가치평가적기능

2) 행위지도의기능

 연결과확장의시대에새롭게강조되어야할기능

3) 청사진제시



과학기술의 시대, 권리는 누구의 것인가

: 사람도 사물도 아닌 이른바 ‘비인격주체’의 경우

김건우 (GIST, 법철학/과학기술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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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과) 권리는

누구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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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및 권리 주체

법률관계(법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의 주요 내용 = 권리 + 의무권리

• 법에 의해 주어진 의사(意思)의 힘/지배 (의사설)

•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 (이익설)

 법적 권리는 법문에 의해 명문화되고, 제도에 의해 강제가능

 정치적, 상징적 힘을 가짐; 마술봉은 아니지만 사회가 피억압집단

을 대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데에 유력한 검증된 수단!

권리의 의의

생명, 건강, 자유(신체/표현/…), 정치 참여, 재산, 가족관계, 인격 등권리의 대상

• 권리가 귀속하는 주체

• 오늘날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누구나 성별·연령·계급에 관계없이 평

등한 권리 주체임

권리 주체



4

법인격 = 권리주체

세상 만물의

도덕적/법적

지위는

무엇인가?

/ 

법과 권리는

누구의

것인가?

• 예: 다음명제는참인가? 

- “자연인은 법인격이다.”

- “여성은 법인격이다.”

- “노예는 법인격이다.”

- “태아는 법인격이다.”

- “미성년자는 법인격이다.”

- “정신장애자는 법인격이다.”

- “동물은 법인격이다.”

- “자연물(산, 강, 바위, …)은 법인격이다.”

- “국가는 법인격이다.”

- “회사(기업)은 법인격이다.”

- “선박은 법인격이다.”

- “인공지능로봇은 법인격이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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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체) = 권리주체 (교과서적설명)

법인격(체) = 법적 권리의무의 주체

≈ 자연인(natural person) + 법인(juristic person)
legal person

법인(法人) (=법률에 의해 법인격(권리능력)이 부여·인정된 사단(社

團) 또는 재단(財團))

- 예: 회사(corporation), 지방자치단체, 교회 등

- 등장 배경: 근대 이후 인간이 목표 달성을 위해 집합적 협력 행위

를 해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이를 규율하기 위해

그러한 집단과 조직이 법인격을 갖는 것으로 인정

juristic/juridical 

person

• personhood: 인격성; legal personhood: 법인격성
personhood 

/legal personhood

(i) 철학에서의 ‘인격’과 법에서의 ‘법인격’ 간에

(ii) ‘법인’과 ‘법인격’ 간에
두 가지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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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성격: 법이바라보는세계관/세계모델을묻는것

•법의관점에서세상은무엇으로(어떤존재로) 이루어져있는가? 법의

관점에서어떤세계모델(어떤존재들의어떠한연관(권리/의무) 관계)으로

이루어져있는가? 법은어떤존재를다루는가? (존재론)

•그러한존재들각각은법적으로어떤지위를가지는가? (가치론/규범론)

•그러한존재들각각은법적으로권리나의무의주체인가? 

•이는마치물리학이세상은어떤존재/물질로이루어져있는가, 물리학은

어떤존재를다루는가를묻는것과병렬적인(parallel)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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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문에대한여러현대적대답들

세상 = 인간 (존귀함) + 비인간 (하찮음)인간중심주의

- 생명을 도덕적 지위의 기준으로 함

- 생명은 귀한 것; 무생물은 하찮은 것
생명중심주의

고통/감수성(sentience)을 도덕적 지위의 기준으로 함고등생명중심주의

인간, 비인간 등 세상 만물이 무차별적으로 동등

(만물은 서로 존재적으로 연관되고 상호 영향 하에 있음)

무차별적

만물 평등주의

(~전체론holism)



‘(어떤존재가) 법인격을가짐/권리주체가됨’의여러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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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숙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 그러한 이성에 따라 도덕적 선택을 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짐
도덕적/형이상

학적의미

• 인간이 그 대상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이 마치 다른 인간을 대하

는 것과 같은 경우사람-대상(예: 로봇) 관계는 사람-사람 관계

와 유사한 사회적 결합관계 및 결합적 가치를 가짐

• 상호작용 연구(예: HRI(Human Robot Interaction/Interface))에의해뒷받침

심리적의미

•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대상의 존재를 정치적으로 인정

• 법인격을 위한 투쟁 = 인정 투쟁 (호모 사케르(Homo Sacer)가 아

니라 주권자로서 존중받는다는 것

정치적의미

• (인격/자율성 여부와 별개로) 당대의 법적, 사회경제적 필요에 따

라 특정 대상/존재 범주에 부여할 수 있는 구성적 개념일 뿐
법률적의미

• 인간 생명의 신성성(sanctity) 옹호

• 오직인간만이그런가치를가지며, 그것은다른존재로확장될수없다
종교적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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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주체의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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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인간(자연인:노예/여성/태아…) 법인동물/동물종자연/지구AI로봇?

인류 역사는 법인격/권리주체확장의 역사

https://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Mg_7U1-fgAhXLneAKHX6YDYAQjRx6BAgBEAU&url=https%3A%2F%2Fppgbuffalo.org%2Fnews-and-events%2Fnews%2Farticle%3A10-26-2018-9-00am-intersection-of-human-rights-and-the-environment%2F&psig=AOvVaw2TuaBb9JsEFvf4N1Rfw2KY&ust=1551761303689157
https://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Mg_7U1-fgAhXLneAKHX6YDYAQjRx6BAgBEAU&url=https%3A%2F%2Fppgbuffalo.org%2Fnews-and-events%2Fnews%2Farticle%3A10-26-2018-9-00am-intersection-of-human-rights-and-the-environment%2F&psig=AOvVaw2TuaBb9JsEFvf4N1Rfw2KY&ust=1551761303689157


자연인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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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만이 자연인이다.” 

• 법에서 때로는 명시적으로, 때로는 암묵적으로 제시됨
인간성/인간다움

(humanity)

• 살아있는 자만이 법인격; 사망한 자는 법인격이 아님

• 사망 시점이 언제인가를 둘러싼 논란
현재살아있을것

(currently alive)

• 무뇌아는 위 세 조건을 충족하지만 쾌고감수성이 결여전형

적 법인격과는 거리가 멈법인격 여부 논란

쾌고감수성/유정성

(sentience)

• 로마법 이래 거의 보편적으로 수용

• 점차약해져온조건 (태아의권리주체성논란)

이미태어난존재일것

(having been born)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대한민국민법제3 조



노예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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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는 사람/인격persona이 아니라 물건res

• 노예는 자신의 재산을 가질 수 없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릴 수

없으며, 소송을 걸 수 없고, 심지어 피고의 자격도 없으며, 법정에

서의 증언 능력도 제한된다. 

로마법

• 1865년 수정헌법 제13조로 전국의 노예제도 금지

• 1896년 플레시 판결(Plessy v. Ferguson)로, 인종분리정책에 대해 ‘

분리하되 평등’(separate but equal)이라는 법리 확립

• 1954년 브라운 판결(Brown v. Board of Education)로 위 법리 철폐

미국

• 1926년 노예제도를 금지하는 국제 조약 체결

•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4조: “누구도 노예 신분이나 상태에 얽매

어 있지 않는다. 노예제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금지된다.”

국제적 노력



여성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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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까지 대체로 여성의 법적 신분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에게

귀속

• 남편은 부인의 재산, 임금을 관리하고 자녀들에 대한 통제권을 가

지며, 아내에게 체벌을 가할 수도 있었음

미국 (전통)

• 1848년 뉴욕주 세네카폴스 회의에서 여성도 시민으로서 투표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 제기

• 1920년 수정헌법 제19조 비준: 여성의 참정권 인정

• 1923년 참정권 지도자들은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한 정의

를 누려야 한다”고 선언 1972년 평등권 수정헌법안 연방 상하

원 통과, but 전체 주의 ¾  미달아직까지 상원 계류 중

미국 (개혁)



(회사/단체등) 법인(法人, juridical person)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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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협동관계의 집합체/조직체

• 회사에 법인격 부여: 자연인과 유사한 법적 실체로 인정회사를 주체로
하여 계약체결, 재산 인정, 책임 부여 등회사 활동 촉진

• 의제(擬制)론: 근대 이후 인간이 집합적으로 협력하는 행위의 중요성 증대
그 규율을 위해 그러한 집단과 조직에 도구적으로 법인격 부여

• 의제론 vs. 실재론/유기체론

회사법인격의
의의

• 주식회사: 유한책임; 주식 양도가 자유로움투자 확대에 용이

• But 주주이익증대를위한경영기업의장기적성장잠재력약화(장하준교수)
주식회사

• 미국 수정헌법은 권리 주체를 ‘인간/인격’(person)이라고 표현 1886년

서던 퍼시픽철도 판결(Santa Clara County v. Southern Pacific Railroad)에서

기업의 법인격을 인정한 것으로 ‘어쩌다 잘못’ 해석됨 (이때문에) 기업

도 인간/인격이라고 우김기업은 자연인과 유사한 헌법상 보호(수정

헌법 제1조에 따른 언론의 자유거짓말과 로비를 할 자유; 수정헌법 제

4조에 따른 사생활 보호각종 수색을 거부할 자유 … )를 받게 됨

• 기업의 특권화로 민주주의의 근간 위협기업의 법인격을 철폐하라!

회사의법인격을
철폐하라!



동물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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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원 계획’이 천명한 권리를 유인원에게 부여하는 조례를

통과시킴

스페인지방의회, 
유인원권리부여

(2007)

• 동물권옹호운동가인변호사스티븐와이즈(Steven Wise)가주도하는

동물보호NGO 단체비인간권리프로젝트(Nonhuman Rights Project)가

제기

• 2017년 7월 8일 미국 뉴욕주 항소법원은 영장류 보호구역과

트레일러 주차장에 갇혀 사는 침팬지 두 마리에게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적 권리(인신보호 영장(writ of habeas corpus)을 발

부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결

미국, 침팬지법적
권리주체성부정

(2017)

• 인도,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등에서선진적입법및판결등장동물권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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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권리

• 법학자스톤(Christopher Stone): “숲,  바다,  강등모든자연물에법적권리인정해야”(1972)

• 2006년 이래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뉴욕, 메릴랜드, 메인 등에서 자연의 권

리를 인정하는 지방법 통과

• 원주민(마오리족 등)의 세계관(우주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 

자연의 모든 요소는 친족) 수용

생태계의 법적 권리 인정인간이 더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테 우레웨라(Te Urewera) 국립공원에 법인격 부여 (2014년)

- ‘왕가누이’(Whanganui)강(江)에 법인격 부여 (2017년)

뉴질랜드

• 2008년 헌법에 ‘파차마마’(Pachamama, 대자연)을 권리 주체로 명시

• 이를 위한 정부의 의무; 개인의 권리와 의무 명시
에콰도르

• 2010년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법’ 제정: 자연의 권리 및 그에 상응하

는 정부와 국민의 의무를 상세히 규정한 최초의 사례
볼리비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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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적행위자(AI로봇)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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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본주의적관점

vs. 자연주의적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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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근(현)대법의태도 I: 인간중심주의 / 인간예외주의

• 근(현)대법의 인간중심적 세계상: 인간의 위치를 특별하고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인간은 모든 창조물의 우위에 자리함

• 인간만이 진정으로 이성적이며, 자유로우며, 자유의지에 따라 한 행

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존재인간만이 존엄(dignity)한 존재

• 법적 주체로서의 인간 = 이성을 타고나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

를 가진 주체

• 법체계: 인간의 창조물

• 법의 목표 = 인간의 선(good)·이익(interest)의 실현과 촉진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

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민법 제3조: “사람은생존한동안권리와의무의주체가된다.”

• 라틴어 법언: “Hominum causa omne ius constitutum sit.” (Human cause 

lies behind all law.)

인간중심주의

/ 인간예외주의

법인본주의
(Judicial Hum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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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근(현)대법의태도 II: 주체(=person)와객체(=thing)의확고한구별

• 이원론적 존재론: 인간과 사물 간의 분명한 구분

 2분법: 인간(권리 주체) + 사물(권리 객체)

*대한민국 민법: 사람 + 물건

• 세상 만물은 (어떤 관계에 대한) 주체 아니면 객체임; 둘 중

하나이어야 함

주체로서의 인간은 객체로서의 세계와 사물을 인식하고

해석하고 통제하며 지배한다!

• 이러한이원론은로마법이래특히근대법의지배적패러다임

• But AI 혹은 포스트휴먼 시대에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무너지고, 원인과 결과의 구별이 흐려지고) 주체와 객체가

혼융됨

주체-객체간의

확고한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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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학기술혁명과더불어: 인간? 별 것 아니다!

(Copernicus, …, Newton)

Darwin

Freud

Marx

Nietzsche

• 과학적 세계관: 신의 제거; 인간중심주의의 퇴색; 자유의지와 이성의 한계; 유물론
득세; 인간도 동물이다

• 과학의 역사는 인간 지위 격하의 역사?!!! (그 반대의 측면도 있기는 하나…)

https://www.google.co.kr/imgres?imgurl=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f/fc/Karl_Marx.jpg&imgrefurl=http://en.wikipedia.org/wiki/Capitalism&docid=JVNt91_2KMA-kM&tbnid=NISD1gyNDJW2SM:&w=1280&h=1500&ei=GtthVaDxFOPYmAX04oCoAg&ved=0CAIQxiAwAA&iact=c
https://www.google.co.kr/imgres?imgurl=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f/fc/Karl_Marx.jpg&imgrefurl=http://en.wikipedia.org/wiki/Capitalism&docid=JVNt91_2KMA-kM&tbnid=NISD1gyNDJW2SM:&w=1280&h=1500&ei=GtthVaDxFOPYmAX04oCoAg&ved=0CAIQxiAwAA&iact=c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dgeneralist.blogspot.com/2014/06/top-11-most-idiotic-darwin-awards.html&ei=ZNthVeGRH-OzmAWGjIOIBA&psig=AFQjCNED07Tbge8jrmWCkxUtT1hzJ4wJWg&ust=1432562875230414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dgeneralist.blogspot.com/2014/06/top-11-most-idiotic-darwin-awards.html&ei=ZNthVeGRH-OzmAWGjIOIBA&psig=AFQjCNED07Tbge8jrmWCkxUtT1hzJ4wJWg&ust=1432562875230414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en.wikipedia.org/wiki/Philosophy_of_Friedrich_Nietzsche&ei=stthVaC7CYK0mwX7kILYAw&psig=AFQjCNEjqs_G6739kRNpsqyWAkKjnlD6Fw&ust=1432562968464310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en.wikipedia.org/wiki/Philosophy_of_Friedrich_Nietzsche&ei=stthVaC7CYK0mwX7kILYAw&psig=AFQjCNEjqs_G6739kRNpsqyWAkKjnlD6Fw&ust=1432562968464310
http://en.wikipedia.org/wiki/File:Sigmund_Freud_1926.jpg
http://en.wikipedia.org/wiki/File:Sigmund_Freud_1926.jpg


22

Darwin: 인간은 진화하는동물 ~ 기계

• Darwin: 『종의 기원』

-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이었던 것이 아니라, 원시 생명체로부터 진화한 것

- 진화: 지구상의 다양한 종은 긴 세월 동안 서서히 변화해 왔다는 것

- 자연선택(=종의 적응 과정)의 인과적 메커니즘을 설명: 생존과 번식을

위한 개체 간 경쟁은 불가피하며, 주어진 환경에 가장 적합한(유리한)

특성을 지닌 개체가 생존하고 번식함세대를 거치면서 개체군이 변화

『인간의 유래』: 인간의 지적 능력과 도덕적 능력은 동물 조상들로부터

진화해 온 것  진화심리학 예고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dgeneralist.blogspot.com/2014/06/top-11-most-idiotic-darwin-awards.html&ei=ZNthVeGRH-OzmAWGjIOIBA&psig=AFQjCNED07Tbge8jrmWCkxUtT1hzJ4wJWg&ust=1432562875230414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dgeneralist.blogspot.com/2014/06/top-11-most-idiotic-darwin-awards.html&ei=ZNthVeGRH-OzmAWGjIOIBA&psig=AFQjCNED07Tbge8jrmWCkxUtT1hzJ4wJWg&ust=1432562875230414


23

• 인간 본성을 다루는 각종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마지막 남은 고유 영역이라 할 “정신”마저 제거 혹은 환원됨

• Steven Pinker: 세 가지 신화( = 고귀한 야만인, 빈 서판, 기계 속의
유령)의 몰락!

인간본성에관한현대과학: 인간“정신”(mind)도별것아니다!

Cognitive Science / Neuroscience

AI, Robotics, Cybernetics

Sociobiology / Evolutionary Psychology

Genetics / Molecular Biology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www.dailygalaxy.com/my_weblog/2009/05/preparing-human.html&ei=Ks5iVZb-G8Lm8AW1vYDADg&psig=AFQjCNGFuKWBuUhRbkS2OXgoToVGa8B-pg&ust=1432625046676738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www.dailygalaxy.com/my_weblog/2009/05/preparing-human.html&ei=Ks5iVZb-G8Lm8AW1vYDADg&psig=AFQjCNGFuKWBuUhRbkS2OXgoToVGa8B-pg&ust=1432625046676738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theconversation.com/wired-for-happiness-evolutionary-psychology-falls-short-of-science-23239&ei=qkRkVa-4MtXm8AXNnoDwCQ&bvm=bv.93990622,d.dGc&psig=AFQjCNHzGnc73CGsr80trKDTm_h0906YRQ&ust=1432720812257542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theconversation.com/wired-for-happiness-evolutionary-psychology-falls-short-of-science-23239&ei=qkRkVa-4MtXm8AXNnoDwCQ&bvm=bv.93990622,d.dGc&psig=AFQjCNHzGnc73CGsr80trKDTm_h0906YRQ&ust=143272081225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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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주의적관점

• 진화론 등 현대과학의 함축을 최대한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인간은 더 이상 예외적 범주가 아니다; 인간과 동물 사이의 형식적, 

개념적 구분은 조정/축소/제거되어야 한다; 몇몇 동물은 법인격의

범주에 넣어야 하고, 반면 몇몇 인간은 법인격의 범주에서 제외해야

 급진성/비현실성으로 인해 소수설에 불과

급진적

자연주의

•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을 진지하게 고려하되, 인간과 기타 생물

사이의 형식적,법적 구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인간은

법인격이고, 동물은 재산이되 합당하게 보호받아야 함

• 이하 토마츠 피트르지코우스키(Tomasz Pietrzykowski) 등의 견해

온건한

자연주의

• 모든 사실(facts)은 자연적(natural) 사실이며, 자연과학만이 그러한 사

실을 발견하고 설명할 수 있다. 

• 법인격을 결정하는 것은 생물체(특히 동물)로서 인간의 본성이므로

법인격론은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고 그것이 법에서 어떻게 투

영되는지를(투영되어야 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자연주의
(natu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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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인격주체

(non-personal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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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법철학자 토마츠 피트르지코우스키

(Tomasz Pietrzykowski, 2017, 2018)의 견해

• 진화생물학/인지신경과학 등 현대 과학의 발전은

근대법의 근간인 인본주의의 토대를 위협

인간임(humanness)과 인격(person)의 관계는

본유적인(inherent) 것이 아니라 우연적인(contingent) 것

법의 토대도 재정립해야 함: “현재와 같은

법인본주의(juristic humanism)가 영원하다거나

법체계의 유일한 토대라는 생각은 몰(沒)역사적 착각에

불과” 

 (자연주의적관점에 따른) 온건하고현실적 대안 제시

: 만물 3분론 (비인격주체론)

토마츠 피트르지코우스키의
만물 3분론(비인격주체(non-personal subjects)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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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간(human being)은 ‘인간종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자체만으

로 법인격체로 간주될 자격이 있다.
인간(자연인)

인간 종에 (전적으로든 혹은 부분적으로든) 속하지 않는 생명체일

지라도 그것이 충분히 발달된 ‘자기성찰적 의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법]인격체로서의 지위를 부여받

을 수 있다.

고등동물

만약 어떤 비인간(non-human) 생명체가 비록 위 (ii)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개별적 복리와 연관된 내재적, 주관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럴 듯하게 귀속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달된 ‘감정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생명체에게는

비인격 법적 주체로 간주될 만한 도덕적 자격이 있을 법하다. 

준(準)고등동물

토마츠 피트르지코우스키(Tomasz Pietrzykowski)의
비인격주체(non-personal subjects)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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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격주체(non-personal subjects)의 예

인간-동물

키메라/교잡배아



29

(만물) 2분론 vs. 3분론 vs. 기타?

인간/자연인
(태아?)

비인간

법인 고등동물
준고등동물
및기타

기타생명 기타사물/물건
(자연물+인공물 …)

2분론
(~인본주의)

법인격= 권리주체 사물 (법인격 X; 권리주체X)

3분론
(~자연주의)

법인격
(법인격O 권리주체O)

비인격주체
(법인격X

권리주체O)

사물/물건
(법인격 X 권리주체X)

기타? 무차별적만물평등주의 (~전체론)세상만물이법인격/권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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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격주체론(3분론)의의의

• 법인격이라는 경직된 범주로 설정하는 것보다 비인격주체로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가지는 권리의 범위나
권리보호의 방법에 대해 더욱 탄력적으로 접근 가능함

• 동물의 이익 보호를 실천적으로 강제할 수 있고, 비인격주체라는
범주의 법제화를 통해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를 점진적으로라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음

이점

• 다만 비인격주체의 권리/이익 보호는 ‘후견주의적(paternalistic)으로’ 

이루어지며, 그리고 개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종-일반’에 대해

이루어짐
단서

• 쾌고감수성이있는(sentient) 동물은자신의생존과관련한주관적

정신상태를가질수있으며, 그러한상태에서비롯하는이익을갖는다.

그러한 동물은 법적 권리 담지자로 취급해야; 그러한 동물과 관련한

모든 법적 결정에서 그러한 법익을 고려하거나 형량해야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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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격주체론(3분론)에대한 평가

- 피트르지코우스키가 요청하고 있는 ‘자신의 행위를 자각하고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이 법인격이나 법적 주체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그러한 주체를 주체이게끔 해주는 이성적 능력(예: 숙

고 및 계획 능력)이기 때문일 것임그는 그러한 능력으로서 자연적

능력만이 아니라 이성적/숙고적 능력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

- 그의 제안은 인격의 내용을 자연적 특성을 통해 해명하려 한다는 점

에서 외견상 ‘자연주의적’이지만, 그것은 내용상 이성주의와의 혼성이

라는 점에서 일종의 ‘(변형된) 하이브리드 자연주의’라 해야 할 것. 

의문1

설령 그것이 온전히 자연주의적 이론이라 하더라도, 법인격이나 법적

주체 일반의 의미를 온전히 자연주의적으로 규명해주는지는 의문. 
의문2

- 자체로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적합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 

- 또한 그것은 법인격이나 법적 주체와 관련하여 온건한 자연주의의 한

버전으로서 제시할 만한 것이기도 하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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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주의적관점의한계

- 자연주의적 법인격론을 포함하여 현재 거론되고 있는 형태의 자

연주의적 규범학은 대체로 ‘자연’ 및 ‘자연주의’에 대한 완고하고

경직된 입장에 근거해 있다.

- 규범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연적 상태와 규범적 상태가 별개이기

에 전자에 관한 지식이 후자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

장하는 편이다. 

- 반면 자연주의자들은 대체로 인간의 규범적 상태조차도 자연적

상태를 통해 온전히 설명가능하고 이해가능하다고 여긴다. 따라서

그들은 인간의 자연적 상태에 관한 자연과학적 지식이야말로 인간

의 규범적 상태에 관한 최선의 지식이라고 주장한다.

경직된
자연주의

현대 과학의 지적 권위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에 따라 자연

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인간의 규범학적 의의

를 부정하거나 관련 개념을 소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주의적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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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주의적관점의한계

탈근대, 포스트
-휴먼시대의
자연주의

• 피트르지코우스키의 제안을 포함하여 우리가 그럴 듯하게 상정

해 볼 수 있는 온건한 자연주의의 시도란 여전히 생명중심적이

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여전히 인간중심적이다. 그러

한 시도는 ‘자연주의’라는 새로운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여전히

‘근대적’ 기획의 일환일 뿐이라 할 수 있다. 급진적 자연주의는

물론 온건한 자연주의 역시도 모두 인간-사물, 인간-자연, 주체-

객체 등의 이분법적 구분에 기초한 전통적 과학관에 의거하고

있을 뿐이다.

• 하지만 가능한 모든 자연주의가 근대적 휴먼법학을 위해 복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탈근대, 포스트휴먼법학과 잘 조응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자연주의가 요청되는 것이다.



세션 4A : 체화인지 2

배문정 (우석대)
   인지과학의 사이버네틱스 전망

정혜윤 (명지대)
   마음의 예술적 확장

신혜은 (경동대)
   고유수용감각과 만나기: 허벅지 속에 오징어뼈가 있다

이상욱 (동의대)
   인터렉티브 스토리텔링 장르에서의 정서 유발 전략



인지과학의

사이버네틱스 조망

2022 과학철학회 춘계 학술대회

우석대

배문정



왜 사이버네틱스인가? - 1 

: 21세기의 문명의 지평을 이해하는 키워드이며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처할 실마리를 제공

•정보
•네트워크
•인공지능
•인공두뇌
•생태계
•포스트 …
•포스트 …



왜 사이버네틱스인가? - 2 
: 인지과학의 다양한 흐름들을 통합하고, 확장할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

• 정통 인지과학 : 인지주의, 계산주의, 표상주의
• 연결주의
• 생태주의
• 동역계 이론
• 행위주의
• 상황 인지
• 분산 인지

마음, 몸, 세계의 심층 연결성



체화 인지와 사이버네틱스
• 행위주의(Enactivism) : 정보와 의사소통 없는 사이버네틱스

• 동력계 접근 : 상태 공간과 끌개의 진화, 위너의 사이버네틱스

• 생태주의 심리학 : 불변소로서의 정보, 지각과 행위의 순환성

• 상황 로보틱스 : 계산 로봇에서 Cybernetic Machina로

• 분산 인지 : 분산 체계에서 정보의 흐름

• Cybernetic Bayesian Brain : 정보통합, 자유에너지, 예측

사이버네틱스의 귀환 !

But What Is Cybernetics?

반인지주의, 반표상주의, 반계산주의



사이버네틱스란? 
• 기계공학?
• 제어공학?
• 인공두뇌학?
• 컴퓨터공학?
• 정보통신공학?
• 체계 이론?

“목적론적 체계의 과학”
: 피드백과 순환적 인과



사이버네틱스의 초기 역사 1

• 1942년 : 로젠블루스, 위너, 맥컬로크, 베이트슨, 미드 메이시 회동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서 ‘목적론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

• 1943년
: 로젠블루스, 위너, 비글로 -＂행동, 목적, 목적론”

: 맥컬로크, 피츠 -“신경 활동에 내재한 관념의 논리연산”

• 1944년
: 위너, 폰 노이만 주도 “목적론 학회 Teleological Society” 설립

• 1945년
: 1차 목적론 학회 – 프린스턴 IAS

위너, 폰 노이만, 맥컬로크, 피츠, 골드스틴, 로버트 드 노 참석

-> 폰 노이만 컴퓨터 초안



사이버네틱스의 초기 역사 2
• 1946년
: 1, 2 차 메이시 회의 “생물과 사회 체계에서 피드백 기제와 순환적 인과”

: 1 차 “사회에서 목적론적 기제“ 회의 – 베이트슨 주도

: 뉴욕 과학 아카데미 “목적론적 기제“ 심포지움

- 위너 “시간, 의사소통, 그리고 신경계”

- 맥컬로크 “이론의 요약과 몇 가지 확장 가능성”

• 1947년

: 3차 4차 메이시 회의

: 위너, 사이버네틱스 명칭 고안



사이버네틱스의 초기 역사 3

• 1948년

: 위너 -‘사이버네틱스: 또는 동물과 기계에서 제어와 통신’ 출간

: 섀넌 -‘통신의 수학적 이론’ 출간

: 9월 칼텍 힉슨 심포지움 개최

맥컬로크 -“마음은 왜 머리에 있는가?”

폰 노이만 -“자동자의 일반적이고 논리적인 이론”

• 1949년 : 6차 메이시 회의 개최, 하인츠 폰 포에르스터 합류

• 1950년 : 위너, “인간의 인간적 활용” 출간



사이버네틱스의 초기 역사 4 

• 1951년 : 8차 메이시 회의

: 섀넌 ‘Rat’ 시범

: 위너, 폰 노이만 불참

• 1952년 : 9차 메이시 회의

: 애슈비 ‘항상자’ 시범

: 위너, 폰 노이만 구성원에서 탈퇴

• 1953년 : 10차 메이시 회의

: 맥컬로크 ‘이전 9차 회의에서 도달한 결론들의 요약’ 발표, 회의 종결 선언

• 1942 – 1953 : 사이버네틱스의 메이시 시절 종료



사이버네틱스의 초기 역사 5 - 확산

• 영국 Ratio Club (1949 – 1958)

• 프랑스 사이버네틱스와 포스트모더니즘 (1950년대)

• 독일 일반 모형이론 (1970년대)

• 칠레 Cybersyn (1971-1973)

• 소비에트 (1954 - 1961)



사이버네틱스의 중기 역사 – BCL 

• 베이트슨 프로젝트 (1953 – 1963)

• 하인츠 폰 푀르스터 BCL(Biological Computer Laboratory)

: 일리노이대 (1958 – 1974)

: 2차 사이버네틱스의 중심

• 칠레 Autopoiesis 그룹 : 마투라나와 바렐라

• 프랑스 CREA (응용인식론 연구센터)

• 고든 파스크 (1928 – 1996)

• 스태퍼드 비어 (1926 – 2002)



사이버네틱스에서 인지과학으로

- 마음의 형이상학 : 논리와 계산의 코기토

- 마음의 유비 : 계산 기계 (not just digital computer)

- 마음의 탐구 방법 : 진리-제작 원리

- 학제간 연구

- MIT 기반

Geometrica demonstramus quia facimus ; si physica

demonstrare possemus, faceremus.

우리는 기하학을 시범할 수 있기 때문에 증명한다; 물리학의 경우도

그것을 시범할 수 있어야 한다.

-짐바티스타 비코, 1709



사이버네틱스

“나는 인류가 지난 2000년 동안
취한 지식의 열매 중 가장 큰 열매
는 사이버네틱스라고 생각한다.”

- 그레고리 베이트슨

• 1943년 : 사이버네틱스 출범

• 1948년 : Cybernetics 명명

• 1951년 : IAS 머신 완성

• 세계적 확산, 인공지능 분가

• 1960년대 : 쇠퇴

• 1970년대 : 2차 사이버네틱스



워렌 맥컬로크

: 1898 - 1969
: 심리학자
: 신경생리학자
: 신경망 개발
: MIT 인공지능의 아버지

노버트 위너

: 1894 – 1964
: 수학자
: Cybernetics의 아버지
: 정보 이론 (vs. 새넌)
: 비선형 동역학
: 과학의 군사적 전용에 반대

존 폰 노이만

: 1903 – 1957
: 물리학자
: 맨허튼 프로젝트의 주역
: 게임 이론
: 폰 노이만 컴퓨터
: 세포, 자기재생산 자동자



신경 활동에 내재된 관념의 논리 연산 (1943)

맥컬로크와 피츠 1 : 신경망

명제논리, 심리소(psychon), 뉴런 연결망을 통합

: 인공지능과 계산론적 신경과학의 시초



• 1947, "우리가 보편을 아는 방법에 대하여”
: 오류에 강한 무작위 신경망 제안

• 1959, “개구리 눈이 개구리 뇌에 대해 말하는 것＂
: 레트빈, 마투라나
: 세부특징 탐지기 존재 예측
: Hubel & Wiesel 1962 – 1981년 노벨상 수상

• 1969. “망상체” 
: 화성 탐사 로봇에 뇌교 망상체 적용 –생물학적 로보틱스

맥컬로크와 피츠 2 : 계산론적 신경과학의 기여



맥컬로크와 피츠 3 – 실험적 인식론

• 칸트의 선험적 종합의 신경생리학, 헬름홀츠의 경험과학적 인식론 추구
: 콰인의 ‘자연화된 인식론‘과 매카시의 ‘메타 인식론’에 영향

“인간이 알 수 있는 그 수(number)는 무엇이며, 그 수를 아는 인간은 무엇인
가?”

“심지어 자신이 알고 싶은 건 오직 뇌의 분자 운동과 사고의 관계 뿐이라고
말했던 클러크 맥스웰조차 ‘거기에 이르는 길은 이전에 그곳을 탐험했던 이들
의 뼈로 뒤덮여 있고, 모든 과학자들이 혐오해 마지 않는, 형이사학의 소굴을
가로질러 놓여있지 않은가?’라는 기념비적인 경구로 자신의 의문을 요약했다. 
이 질문의 첫 번째 절반에 대해서 나는 ‘예＇라고 대답할 것이고, 두 번째
절반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담담하게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침착하
게 가던 길을 계속 갈 것이다. 우리의 모험은 사실 대단한 이단이다. 우리는
‘아는자’를 ‘계산기계’로 간주하려고 하지 않는가?”



맥컬로크와 피츠 4 – 마음의 체현 (Embodiments of Mind, 1965)

• 신경망 : 형식적 논리 기계 ∧ 물리적 두뇌 기계
• 사이버네틱스의 목적은 물리학의 제국과 마음의 게토 사이의 장벽을 허
무는 일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유령보다 더 유령처럼’움직이지 않는다.”
- ‘마음은 왜 머리에 있는가?’ 1948

• 두뇌에서 컴퓨터로
: 1945 IAS 컴퓨터 개발 시작
: 신경망 원리 적용



맥컬로크와 피츠 5 – 체현에서 모사로

• 사이버네틱스에서 인공지능으로

“ 나는 … 이것이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올바른 일을 하기를 바라는 신경망 시스템보
다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사용해서 어떤 종류의
추론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론을 먼저 만들고 다음에 ＇기계가 정확히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Minsky, 1993)

“브리콜라주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흥미롭지만 이해되지 않는
'성공'도 마찬가집니다. 또한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
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뇌가 하는 일을 이해하는 것입
니다.” - Minsky, 1979

“모사할 수 있는 데, 왜 생각을 하는가?” J. A. Anderson & 
Rosenfeld, 1998 



튜링기계, 신경망, 컴퓨터, 인공지능 – 또 이원론!

힐베르트 문제

신경계의 기능

튜링기계

신경망

폰 노이만 구조
2진 논리게이트

프로그램 내장형 컴퓨터

다중실현 프로그램

Just Stuff!



마음의 예술적 확장

명지대학교정혜윤



마음의 예술적 확장

1. 확장된 마음에 관한 가설

2. “마음이 확장된다”는 것의 의미

(1) 기능주의(동등성 원리)

(2) 통합주의

3. 마음의 정감적 확장 – 예술(음악)



확장된 마음에 관한 가설 (Hypothesis of Extended Mind)

Andy Clark and David Chalmers (1998), “The Extended Mind.”

“기질적 믿음과 같은 지속적인 심적 상태들, 그리고 복잡한 계산처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인지적 절차들은 인간의 중추적인 신경적 자원들과 외적 자원들 간의

긴밀한 결합을 통해 인간의 신체를 넘어 세계로 확장된다.”

↳ 인간의 인지는 한 개인의 마음 내부에서 환경에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정보의

표상과 처리가 아니라 인간의 신체와 두뇌, 환경으로 이루어진 통합적 단위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활동이다.



확장된 마음에 관한 가설 (Hypothesis of Extended Mind)

Extension of Extended Mind

확장된 마음 논제는 뚜렷하게 인지적인 본성을 갖는 현상들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다. 확장된 마음에 관한 논의의 지평은 기질적인 믿음이나 계산 절차 등 인간

인지의 전형으로 간주되어 온 상태나 역량을 넘어서서 정감까지 포괄하도록

확장되어야 한다.

정감의 질적인 특성의 물질적 토대 역시 확장 가능하다.

(Giovanna Colombetti & Tom Roberts (2015), “Extending the Extended Mind: The Case for 
Extended Affectivity,” Joel Krueger (2014), “Varieties of Extended Emotions,” Jan Slaby
(2014), “Emotions and the Extended Mind.”) 



체화주의 (Embodimentism)

체화된 인지 Embodied Cognition

고전적 인지주의에 반대
: 인지는 몸-뇌-환경
사이에서 창발한다.

심적 작용의 물질적
토대는 인간의
신체로 한정된다환경-내장적 인지 Embedded Cognition

확장된 인지 Extended Cognition

심적 작용의 물질적
토대는 인간의
신체를 벗어나
확장된다.

행화적 인지 Enactive Cognition

생태적 인지 Ecological Cognition

분산된 인지 Distributed Cognition

상황적 인지 Situated Cognition



“마음이 확장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1. 확장된 마음에 관한 첫 번째 논증

기능주의적 접근 - 동등성 원리 (parity principle)

If, as we confront some task, a part of the world functions as a 
process which, were it done in the head, we would have no 
hesitation in recognizing as part of the cognitive process, then that 
part of the world is (so we claim) part of the cognitive process 
(Clark and Chalmers (1998), p. 8). 

* 오토와 잉가의 사례 (기억)



“마음이 확장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2. 확장된 마음에 관한 두 번째 논증

통합주의적 접근 (coupling-constitution or integration)

(1) 소극적인 입장 – 동등성 원리의 재해석

: 동등성 원리가 요구하는 것은 내적 절차와 외적 절차 사이의 기능적 동등성이 아니라

‘내적절차’, 그리고 ‘내적절차와 외적절차의 합으로 구성된 확장된 체계’ 사이의 기능적

동등성이다. 인간의 마음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내적 절차와 외적 절차가

독립적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심적 작용이 양자가 통합된 체계를 통해 수행되는

결과를 낳는 방식으로 양자가 기능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Colombetti and Roberts 

(2015)).



(2) 적극적인 입장 – 동등성 원리의 폐기

: 마음이 확장될 때 인간과 환경은 역동적으로 쌍결합되어 단일한 혼종체계를

이룬다. 이때 인간의 신체 내적 절차와 외적 절차는 기능적인 유사성이 아니라

상보성의 관계를 갖는다. 

확장된 마음에 관한 가설이 진정으로 뜻하는 것은 “머리 안에 먼저 자리하고 있는

마음이 이후 바깥 세계로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세계 안에

체화되고 구현되어 있다는 적나라한 사실로부터 인지와 마음에 관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 인지의 적어도 어떤 절차들은 신경적 절차와 매체, 그리고 환경 매체에 대한

신체적 작용의 절차들의 혼성으로 이루어져 있다(Menary (2010), “Cognitive 

Integration and the Extended Mind,” pp. 268-269).



통합주의적 접근

통합의 조건 → 신체 내적 체계와 외적 체계 사이의 관계

1. 역동적인 쌍결합(coupling) – 밀접한 상호 인과적 관계

2. 자기 자극적인 순환고리 (self-stimulating loop) 

: 쌍결합만으로는 마음이 확장되기에 불충분하다. 쌍결합된 외부자원들은 종종 그저

인지적 절차를 추동하는 데 그칠 뿐 확장된 마음 체계의 구성성분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Clark (2008), p. 131)



통합주의적 접근

통합의 조건 → 신체 내적 체계와 외적 체계 사이의 관계

윌슨과 클라크의 표현에 따르면 통합된 체계의 ‘내구력’과 ‘신뢰도’ 수준 만큼, 그리고 스테렐니

에 따르면 통합된 체계가 대체 불가능할 정도로 ‘개인화’되어 나 자신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정도만큼 통합된체계는 나 자신의일부가된다.

(Wilson and Clark (2009), “How to Situate Cognition: Letting Nature Take its Course,”

Sterelny, “Minds: Extended or Scaffolded?”)



통합주의적 접근

→ 인간과 환경이 쌍결합된 통합된 체계가 인간에게 마음의 새로운 역량을 가능하게

한다. 

신체 내적 절차와 외적 절차가 통합된 체계로부터 창발된 새로운 심적 속성은 신체

내적 자원들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확장시킴으로써 신체 내적 자원들을 보완한다. 



정감적 마음의 확장

확장된 마음 논제는 ‘지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적자원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다.

기분이나 기질, 정서 같은 정감의 영역 역시 피부를 넘어 확장될 수 있다. 인간의

정서를 지지하는 물질적 기반이 인간과 환경에 걸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Colombetti and Roberts, 2015). 

VS  

체화된 정서(embodied emotion), 상황적 정서(situated emotion)



확장된 정서 vs 상황적 정서 (≌ 확장된 마음 vs 환경-내장적 마음)

↳ 정서를 지지하는 환경은 정서의 구성성분인가? 

정서적 경험의 촉발자에 불과한가? 

환경이 마음의 작용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환경의 자원들은 결코

정서를 구성할 수 없다. 오토의 노트북은 욕구나 바람, 선호와 같은 내적 상태들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외적 단서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들을 대체할 수는 없다. 

내적 상태들은 체험적 요소를 갖기 때문이다. 동등성 원리는 정감적인 혹은

동기적인(motivational) 요인들로 결코 일반화될 수 없다(Sterenly (2010), pp. 471-472).



반박1) 동등성 원리에 대한 재해석

: 동등성 원리를 내적 절차‘와 ‘내적 절차+외적 절차로 구성된 확장된 체계‘ 사이의

기능적 동등성에 대한 요구로 이해한다면 외적 토대가 그 자체로 체험적 성격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로부터 외적 토대는 정서의 구성성분이 될 수 없다는, 즉 정서는

외부세계로 확장될 수 없다는 결론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 

반박2) 통합주의적 관점

: 통합주의에서는 확장된 마음을 지지하는 외적자원이 언제나 통합적 체계의 일부로서

고려되기에 외적 자원이 그 자체로 체험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감적 마음의 확장 - 동등성 원리의 폐기

많은 경우 우리가 성인으로서 굳이 특정한 외적 자원을 통해 정감적 경험을 하기

원하는 것은 오직 그 자원만이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정감적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성인들이 ‘느낌을 위한 도구’에 의존하는 것은 많은 경우 좀 더 풍성하고 깊이 있는,

혹은 색다른 정감적 경험을 얻기 위해서이다. 

“우리 삶의 많은 정서들은 마치 상대 없이는 출 수 없는 왈츠를 추는 것처럼 경험된다.”

(Jan Slaby (2014), “Emotions and the Extended Mind,” p. 37) 

↳ 예술품, 사회문화시설, 자연경관, 타인의 현전 등 상이한 환경적 요인들이 갖는

특수한 효과들이 정서의 확장에 기여하는 독특한 방식들이 특히 섬세하게 고려되어야

한다(Joel Krueger (2014), “Varieties of Extended Emotion”).



정감적 마음의 확장 – 예술의 사례: 음악

정감적 마음의 음악적 확장 가능성

: 인간의 몸과 음악, 그리고 소리 산출 매체가 단일한 통합적 체계를 형성하여 인간의

정감적 경험의 토대로 작용함을 보임으로써 입증될 수 있다.

1. 악기 연주 – 즉흥연주

●

(Colombetti and Roberts, 2015) 

●



1. 악기 연주

- 악기/소리의 물질적 특성

- 연주자와 악기 사이의 운동적인 통합

2. 음악 감상

* 음악지각에는 환원불가능하게 상호작용적인 차원이 있다.

* 음악지각의 청각적 측면들과 운동적 측면들은 근본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 음악적 동시화(synchronization)

- 음악적 동조(entrainment)

- 음악의 행위유도성(affordance)



2. 음악 감상

- 신경과학적 연구

: 감상자는 거울뉴런체계를 통해 음악의 청각적 특징들로부터 운동적 표상을

산출하고,                 

이 운동적 표상은 거울뉴런체계와 변연계 사이의 신경적 통로 역할을 하는

뇌섬엽을 통해

정서적 상태로 평가되어 음악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을 산출하게 된다.

(Katie Overy and Istvan Molnar-Szakacs (2009), “Being Together in Time: Musical 
Experience and the              

Mirror Neuron System,” pp. 489-504).

- 다마지오의 신체지도

: 음악의 패턴들은 음악가의 뇌에서 신체적 변화의 패턴들과 동등하게 처리된다.

음악의 패턴들은 마치 정서적 느낌의 패턴들인 것처럼 등록되어 음악가로 하여금

음악

안에서 정서를 듣게 한다. 

(Antonio Damasio (2003), Looking for Spinoza, Damasio (1994), Descartes’ Error: Emotion, Reason, 



정감적 마음의 확장 – 예술의 사례: 음악

정감적 마음의 음악적 확장

음악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정서들을 연주자나 감상자로부터 촉발하는 것이 아니다.

음악과 연주자 혹은 감상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아니라면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 새로운 정서

적 경

험이 음악과 연주자 혹은 감상자 간의 통합적 체계를 통해 비로소 창발하게 된다.

우리가 음악을 즐겨 찾는 것은 많은 경우 음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정서적 경험 때문이

다.

정서가 음악을 통해 확장된다는 주장은 오토의 믿음이 외부세계로 확장된다는 주장만큼의

설득

력은 적어도 갖는다.



고유수용감각 만나기
허벅지 속에 오징어뼈가 있었다

신 혜 은

3 개월 동안, 아침 7시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자문화 기술



자루 시르시아사나 하누만아사나

윽, 아얏!그만

어, 근데 이건? 



“허벅지에
갑오징어 뼈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머, 어쩜 정확해요.
저도 딱 그래요”



대부분은 무의식, 그러나
특정상태(위험한, 비정상적인 상황 . . )에서는 인식

•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 근육과 관절
의 움직임
신호

• 내장기관의

움직임 신호

으윽 근데, 저거
뭐지? 속이
이상해

아, 내 발 거기
있구나



외부감각 Exteroception
시청후미촉

내부감각 Interoception
내부수용감각(내장감각)

Proprioception
고유수용감각(근골격계)

Hidden sense
존 재 감 각



Husserl 후설
세 가지 인식차원 중 어떤 차원으로? 

상징적 인식

Signitive act 

상상적 인식

Imaginative act

지각적 인식

Perceptual act



Synesthetic perception &  
mirror neurons 

살아 움직이고 계속 변하는 느낌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xqFQoTCNG1peLI8MYCFScdpgodaD8E_g&url=http%3A%2F%2Fwindshoes.khan.kr%2F44&ei=CoKwVdGIMae6mAXo_pDwDw&bvm=bv.98476267,d.dGY&psig=AFQjCNEABvoYaAhdlOk9bXCUPo9fPFxJEA&ust=1437717327153128


Synesthetic
perception &

mirror neurons

편안하고
고요한 느낌



그림책 몸으로 읽기
(신혜은, 2012)

감각 느낌 인식하기
감각 느낌 전환 따라가보기
감각동작 단어로 말하기

• 신체 어떤 부위를 대상으로 하든, 강렬하고, 세련된, 자세하
고 잘 조율된 정보의 묘사는 그 근본적인 속성상 통증을 막
아준다. by Merzenich(2013)

• 몸을 느끼라! 몸의 느린 배경음(내부수용감각)과 근육과 관
절(자기수용감각) by Haines(2016)



지금 내 몸에서는
어떤 일이?

• 단 하나의 출처는 주어진 지금
이 순간 뇌의 체성감각영역에
서 나타나는 활동의 패턴 뿐

• 몸은 거짓(false) 신체지도도
만들어 낼 수 있다. 필요할 때, 
위험할 때

• 실제 신체상태 vs 모방된 신
체상태



ㅇ ㄴ ㄱ ㅂ
“엄마, 모를 땐 안 아팠는데, 아니까 아파”

‘가려워서 긁다가 보니, 그건 ….’

“갑오징어 뼈! 어머, 저도 딱 그 느낌이에요”

알면 아프다 VS
다시 알면 덜 아프다!?



유연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움직이지 않을 뿐이다

by 김코치

Merzenich(2007)



신체의 각 부분에서 느낌이 작용

뇌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스로 보호하
기 위해 내부감각 고유수용감각으로부터
올라오는 다양한 신호를 차단한다. 내부
감각 인식 훈련은 감정조절, 불안, 우울,
트라우마, 강박 등에 효과적(Langevin, 
2021; Tsakiris & De Preester, 2019)

How I feel
How am I right 

now

뉴런에 의한 신호전달 뿐 아니라, 체액 분자 신호전달, 무수신경 연접 전도가 일어나는 몸



Top-down
Self-modulation

self-managing by Aad Goudappel



포커싱 Focusing
by Gendlin(1978) Philosophy of implicit

회백색
둥근
도자기

안녕



오징어뼈에서 쪼개진 나무 장작으로 또 얇게 파편화된 얼음으로

허벅지 안쪽 느낌이 변했다. 심장소리와 함께 지금은 오징어뼈가 없다

몸 메타포



Epigenesis 후성
항상 나중에 알게 된다
그리고 예측오류는 수정되고

감각 느낌 읽기는
계속된다

Allostasis
Stability through change
(Sterling, 2012)
능동적 추론 예측



눈을 감고 몸 안을 느껴보는데, 저런 끝 없는 사막이 보였다.

어떤 동작에서는 마치 내가 화석 안에 들어 있는 시조새 같다.

몸 메타포



나와 내 몸의 공공구성?
나를 읽고 나에게 쓴다
not yet articulated knowing

아직 말해지지 않은 앎을 찾아서

고민들: 1. 고유수용감각과 내부수용감각, 두 가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2. 중첩된 느낌 이미지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3A%2F%2Fen.wikipedia.org%2Fwiki%2FDrawing_Hands&ei=EC3LVLfJNYrp8AX2uIGwBQ&bvm=bv.84607526,d.dGc&psig=AFQjCNG8JHyVeOM_EO53asUbXBmGlHwsCw&ust=142268776628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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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장르에서의
정서유발 전략

동의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 신문방송학전공

조교수 이상욱



1. 새로운 경험, 과연 어디서 오는가?

› <Detroit: Become Human>, 2018년 출시
– 게임기 Sony PlayStation 4에서 작동되는 게임의 형태로 출시

– 구현방법, 유통경로, 주 사용층 모두 콘솔게임의 형태

– 컨트롤러 조작, 영상과 음향, 컨트롤러의 진동 등으로 게임을 진행



영화와 게임의 중간에서

› 영화를 보는 경험
– 화면 구성, 편집, 음향 등 영화의 형식을 차용.

– 영화를 보는 시각적, 청각적 경험과 매우 유사

– 내러티브를 체험하며 감상하는 영화적 경험과 유사.

› 그러나 영화, 게임과 다르다.
– 선택적 스토리텔링.

– 참여자의 대화선택, 행동, 결정에 따라 3명의 안드로이드가 다른
스토리를 진행하는 Interactive Storytelling Contents.

– 마치 내 스스로 이야기를 써가고, 참여하고, 체험하는 경험.

› 영화와 게임의 중간에서 존재하는 Interactive Storytelling 
Contents, 과연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예술과 오락의 경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 만약 영화의 일부라면 예술의 한 장르로 인식 가능
– 그러나 게임이라면 아직은 전통적 관점에서는 예술로 인식 안됨

› 무엇이 미학적 연구대상, 예술, 예술적 행위인가?
– 이 자체로 미학적, 철학적 논의 주제

› 창작자 중심의 해석
– “예술은 창작자의 창조적 행위다.”에 중심을 두는 경우

› 수용자 중심의 해석
– “예술적 감상 행위로 완성된다.”

› 신경미학과 체화 인지적 관점 적용 가능성
– 기존의 미학적 관점에 새로운 자극과 해석으로 최근 대두됨.
– 체화된 인지 관점에서 신경미학-정서-신경학의 연결고리를 찾아

보기 위한 노력



2. 신경미학에서 바라보는 예술의 역할과 기능

› 1990년대 이후 뇌과학의 방법론으로 인간의 내면을 심층
적으로 연구하며, 예술-미학적 연구 시도
– 뇌과학의 방법, 연구로 인간의 가장 모호하지만 강력한 예술 작용

에 대하여 해석을 시도.

– 다만 아직 내부적인 통일성, 완결성을 갖추기는 쉽지 않음.

› 신경미학에 대한 오해와 비판
– 신경미학이 모든 미학적 가치를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

› 신경과학자 라마찬드란의 주장

› 미학적 주제, 실질 해석 능력 등이 부족함

– 미학과 예술학의 범주 문제
› 작은 문제의 해결에 능하지만 예술 전체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가?



Martin Skov의 <신경미학 의 문제> 중.

– 1. 모든 예술의 핵심은 창조행위의 결과다. 

– 2.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주요 목적이 감상자에게서 경험을 유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 인간은 새로운 사물들을 어떤 기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지만 예술은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험하기 위해 창조한다. 

– 3. 예술적 창조성의 목적은 종종 예술작품을 “특별하게 만들어” 두
드러지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다. 
› Elan Dissaanayake의 주장

› 예술과 정서의 문제에 집중

– 4. 예술작품의 지각적 특성에 기초한 경험을 만들어 내는 정신적
인 과정이 비예술적 대상을 경험하는 정신적 과정과 다르고, 예술
작품은 평범한 대상과 대조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정서의 기능과 예술

› 신경학에서의 정서의 주요 작용
– 대인관계 차원: 정서의 의사소통 기능
– 정서의 사회 기능 이론(social functional theories)

› 사회적 의사소통 과정에서 개별 정서의 기능들을 고려하기 위하여 발전

› 진화심리학이 배경

– 집단차원: 사회 조정 기능
› 집단형성, 집단 행동 규제, 집단 통치

› 정서의 다양한 작용과 예술 행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 다사나야케의 주장
– “ 예술이 결과, 대상, 행위주체,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네 가지 감

정적 초점의 결합을 제공한다.”



3. 정서모델과 체화된 인지 해석

› 진화 정서 모델
–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이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일반론을 지지

하는 증거로 정서적 얼굴표정을 사용하는 것에서 시작

– 다윈은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서 표현은 통용된다는
점에 관심을 둠

– 동물은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발생-전달

– 상황에 대해 발생한 생물학적 신호들은 모든 개체에 같은 생존적
의미를 가지고, 어떤 특별한 정서를 야기

–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반응을 유발하는 자동적 정서 유발에 집중

– 인간의 기본 정서를 공포(fear), 혐오(disgust), 분노(anger), 놀람
(surprise), 기쁨( joy), 슬픔(sadness)로 제안

– 정서의 신체적 반응에 집중



평가이론 모델과 구성주의 모델

› 평가 이론 모델
– 정서는 자극이 아니라 평가에 의해 발생한다는 의견

– 평가(appraisal)는 당신으로 하여금 주변의 어떤 물체나 사건을 탐
지하고, 그것의 의미를 당신의 즉시적 안녕에 비추어 평가하는 심
적 작용

– 모든 사람에게 같은 정서를 항상 일으키는 사물이나 조건이 극히
적다고 믿음

› 구성주의 모델
– 심리구성주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서를 지각하고 느끼는지에 대

한 폭넓은 개인의 내-외적 다양성을 설명

– 정서의 심리적 실체는 생물학적 토대를 가지고 있음에서 시작



구성주의 모델과 체화된 인지

› 신체적 근거에만 국한하지 않음.
– 경험을 어떤 특정 감정으로 범주화할 것인지는 정서에 대한 개인

의 지식의 정교함, 그리고 개인의 언어적, 문화적 배경 등 많은 것
에 의존

› 정서의 환영구조
– 쾌(pleasant) vs 불쾌(unpleasant) 

– 활성(activation) vs 비활성(deactivation) 

– 그 표현에는 집단, 개인의 특수성이 반영



구성주의 모델과 체화된 인지

› 체화된 인지의 주요 관점
– 인지는 신체에 기반한다.

– 인지는 신체와 뇌의 연계과정 혹은 뇌의 일부도 신체이다.

– 인지는 환경에 의존, 상호 관계하여 구성된다.

– 인지는 인공물에 의하여 확장 가능하다.

› 구성주의 모델에서의
– 몸 - 쾌vs불쾌, 활성vs 비활성

– 뇌 - 개인의 특수성 반영

– 환경 – 집단 및 주변의 영향



4. 영화에서 정서 유발 전략

› “영화는 체화된 뇌와 세계의 상호작용에 의한 인간 경험
의 가장 세련된 자극이다.”

› Joseph D.Anderson의 < The Reality of Illusion: An Ecological Approach 
to a Cognitive Film Theory>에서 제시

– 영화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생태적으로 적합하도록 양식이 발
전되어 왔다.

› 선택적 시각 기능과 영화의 화면구성
– 눈의 구조적 특성과 인지적 작용이 화면 구성에

직접적으로 관여 되었다는 주장

– “화면 안에서의 오브제의 크기는 화면에 보이는 그 순간, 스토리
안에서의 그것 자체의 중요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 Alfred Hitchcock
– 전통적인 영화의 촬영, 편집 구조의 형성



영화에서 편집과 정서

› Shot Size와 정서
– <La Passion de Jeanne d’Arc 잔다르크의 수난>

› 서사영화 편집의 기본 개념, Continuity. 그리고 3가지 법칙
– 1. 30도의 법칙

– 2. frame 중첩의 법칙

– 3. 180도의 법칙

› 모두 인간의 생태적 지각 능력을 고려하고 유지하기 위한 영화적 법
칙들
– 정서적 반응을 신체적 기반에 두고 유도하기 위한 노력들



영화에서 서사와 정서

› 내러티브는 영화에서 맥락과 흐름을 형성
– 내러티브는 영화 내의 세계를 구축

› 한편 내러티브로 영화는 인지적 정서를 유발
– 학습, 문화, 언어, 기억 등 관람자의 개인성을 적용시키는 과정

› 서사구조, 등장인물(Character), 장르 형성 등에 인지적 해
석 가능
– Gibson의 해석

– “가장 효율적인 인지구조는 고전적 내러티브이다.”

– 추가적인 연구와 발전이 필요.



4. Interactive Storytelling 장르에 정서 유발 전략

› 주요 사례 분석 - <Detroit Become Human>
– Quantic Dream사의 게임 형태로 출시

– 2038년 인간형 안드로이드가 보편화된 디트로이트 배경

– 세 명의 안드로이드가 겪는 ‘오류‘ 사태에 대한 이야기

– 대화, 행동 등으로 다양한 선택이 제시되고 그에 따라 서사의 진행
과 결말이 다르게 나오는 형태



<Detroit Become Human>에서의 영화적 기법

› 영화와의 유사성
– 실제 배우들을 모델링하여 감정묘사

– 게임의 3인칭과 다른 영화적 3인칭 시각 혼합적으로 활용

– Close up, Over the Shoulder, Focus, Continuity 편집 등 영화적
전통방법을 차용

– 125년의 영화가 찾은 서사에 적합한 시각적 방법론을 활용

› 영화 형식의 검증된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차용
– 영화의 몸, 생태적 지각론을 유전적으로 흡수함.



<Detroit Become Human>에서의 서사와
Character

› 세 명의 캐릭터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의심 받는 상황
– 기존의 서사라면 그 의심의 순간에 단선적으로 결정

– Interactive Storytelling에서는 선택에 따라 이후 성격이 결정

– 과연 참여자(관객)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 서사 영화의 한계를 탈피하려는 노력
– 개별화된 스토리 구성

– 사용자의 선택-결과가 백분률로 표시

› 캐릭터에 대한 개인적 선택은
– 더 개인화된 정서을 통해

– 더 집중된 서사를 가능하게 함

– 개인화된 서사 구조를 형성함.



<Detroit:Become Human>에서의 서사

› 개인화된 서사가 가진 의미
– 기존의 서사 구조에서는 개인의 판단, 장기기억과 상반되는 결론도

가능

– 이런 이질성을 의미의 잉여로 보고, 작업기억의 틀 안에서 고찰할
수 있는 더 많은 생각을 유도하고 이는 미적 반응의 기저를 이룬다
고도 보는 해석도 있음.
› David S. Miall, <신경미학>

› 체화 인지의 관점에서는
– 개인의 인지와 외부의 인지가 결합되어

– 선택이라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개인화된 정서 반응을 유도하여

– 새로운 단계의 인지, 미적/예술적 결론을 유도하는 과정으로 해석
가능.



6. 마치며-생각할 문제

게임 서사와 관련하여 더 확장적으로 해석, 적용 가능하다.
– 최근 주목 받는 Sandbox형 게임의 경우 기본 Storyline이 없다.

– 과연 우리 삶에 Storytelling은 존재하는가?

› 현재의 Interactive Storytelling Contents는 제한적이다.
– 선택 이상의 상호 작용은 불가능 할 것인가?

– 몸의 활용이 다음 영상-미디어 기술과 결합한다면 다음 단계의 창
작도 가능할 것이다.

› 선형적 서사는 과연 비 정서적, 비 인지적인가?
– 서사의 역할이 개인(몸-뇌)과 세상의 소통이라면 지금까지 같이 앞

으로도 효과적일 것이다.



6. 마치며-생각할 문제

› <Detroit: Become Human>은 향후 내러티브 예술구조에
새로운 방향을 적극적으로 실험한 사례로 살펴볼 가치가
있음
– 인터렉티브 스토리텔링 장르가 미학적으로 예술인지 아닌지는 아

직 결론 내리기 어려움

› 그러나 예술 측면에서 인간의 몸-뇌-환경과의 상관관계가
종합적으로 이루어게 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 가능

› 인간은 왜 쓸데없는 감정에 흔들리고, 밥도 안 벌어주는 그
림이나 음악에 심취할까?
– 불필요해 보이는 정서, 예술 행위는 심층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능

동적이며 근원적인 인간 삶의 목적일 수도 있다.



세션 4B : 개별과학의 철학

강형구 (국립대구과학관)
   상대성 이론과 철학 사이의 관계 설정을 위한 두 시도: 라이헨바흐와 
카르납의 초기 물리 철학(1920-1926) 비교 연구

차봉석 (경상대)
   베다우의 약한 창발론에서 복잡성과 관련된 문제

김진영 (서울대)
   Mutual Manipulability, Constitutive Relevance, and a Mechanism 
of Action Potential

오경준 (한양대)
   ‘원시 데이터 집합’을 중심으로 파악한 데이터 집합의 “강한 모형-적
재성”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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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상대성 이론과 철학 사이의 관계 탐색(1)
v 상대성 이론(1905, 1916)의 등장과 철학적 도전
* 아인슈타인(Einstein)의 상대성 이론은 중요한 여러 철학적 문제들을 제기하였음

   - 일반 법칙을 물리학 전체의 새로운 근본 원리로 삼는 문제 (근본 원리의 재설정 문제)

   - 정의의 임의성 문제 (동시성의 규약성, 강체 막대와 자연 시계 개념의 규약성 등)

   - 물리적 객관성의 담지자로서의 ‘점-일치(point-coincidence)’의 문제

   - ‘점-일치의 총체’를 보존하는, 서로 동치인 복수의 좌표계 문제 (수학적 여분구조)

   - 일반 공변성 추구에 따른 시간 공간 좌표의 직접적 측정 의미 상실,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객관성 상실 문제

   - 시공간의 실체성 혹은 관계성? (20세기 후반기에 비교적 새롭게 부각된 문제)

* 상대성 이론의 경험적 성공(1919년 일식 관측) 이후에도 여전히 논란이 됨
3



1. 서론 : 상대성 이론과 철학 사이의 관계 탐색(2)
v 상대성 이론의 철학적 분석과 논리경험주의 철학의 형성(1920-1930)

: 모리츠 슐리크(Moritz Schlick) - 물리학자, 철학자, 초기의 해설자

  - [현대 물리학의 시간과 공간](1917년)으로 명성, 빈(Wien) 대학 부임(1922년)

  - 상대성 이론의 철학적 해석과 관련하여, 카시러(Cassirer)와 대립

  - 특정 철학 사조(신칸트주의, 현상주의)를 옹호하지 않는, 새로운 과학적 인식론의 필요 주장

: 새로운 부류의 과학철학자 등장 - 라이헨바흐(Reichenbach), 카르납(Carnap)

  - (공통점1) 박사학위 취득의 어려움 : 물리학? 철학? 기존 학제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음

  - (공통점2) 수학, 기호논리학, 물리학에 대한 깊은 관심

  - (공통점3) 강단 철학의 불충분함을 실감하면서도, 자연과학에 대한 철학적 분석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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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상대성 이론과 철학 사이의 관계 탐색(3)
v 논리경험주의의 새로운 대표자, 라이헨바흐(Reichenbach)와 카르납(Carnap)

: 전제 - 둘 다 상대성 이론의 철학적 분석에 지대한 관심을 가짐

  * 라이헨바흐 - 교수자격취득(1920), 상대론적 시공간 공리체계(1924), 시공간철학(1928)

  * 카르납 - 박사학위논문(1921), 다수의 물리철학 논문들(1921-1926)

: 둘 다 물리학(대표 과학지식)을 철학적으로 분석하며 20세기 전반기 새로운 과학철학 형성

  * 라이헨바흐 - 아인슈타인 상대론 세미나 청강(1919), 교수자격취득논문 헌정(1920),

                        슈튜트가르트 대학(1920-1926), 베를린 대학(1926-1933)

  * 카르납 - 슐리크 초청 빈 대학 이동 후 교수자격취득(1926), [세계의 논리적 구조,

                  Aufbau](1928) 제출, 빈 학파(논리실증주의)의 핵심적 사상가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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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헨바흐 : 합리적 재구성, 경험주의적 옹호(1)
v 칸트 이후의 과학적 인식론을 위한 새로운 길찾기 : 과학적 지식의 분석

: 1920년 [상대성 이론과 선험적 지식] - “과학적 지식의 분석”을 새로운 방법론으로

: 상대성 이론의 철학적 문제들을 철학적 분석 및 해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

: 상대성 이론과 관련한 상황에서 라이헨바흐의 판단 요약

  * 상대성 이론과 다른 이론들 사이의 경합과 관련하여 - 상대성 이론이 옳은 이론이다

  * 상대성 이론의 철학적 의의와 관련하여

   - 아인슈타인 자신의 해명 불충분, 물리적 직관과 철학적 분석이 섞여 있음, 발견의 맥락

   - 상세한 철학적 분석을 위한 별도의 해명(explication) 및 정당화(justification)가 필요

   - 과학자와 철학자 사이의 노동 분업(Labor Division)이 필요 : 이론 창안 / 이론 의미 해명
6



2. 라이헨바흐 : 합리적 재구성, 경험주의적 옹호(2)
v 상대론적 시공간 이론의 “합리적 재구성” : “구성적 공리체계” 구성

: 상대성 이론과 관련하여 당시 가장 중요한 철학적 문제 -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실재성

: 시간과 공간에 관한 아인슈타인 자신의 설명 불충분함, “정당화 맥락”의 “합리적 재구성” 필요

: 구성적 공리화(constructive axiomatization)?

  - 수학자 힐베르트(Hilbert)의 기하학 기초론으로부터 착상, 해명의 수단으로 ‘공리화’ 채택

  - 왜 연역적(deductive) 공리화가 아닌가? 이론의 “철학적” 정당화를 위해서

  - 시간과 공간에 관한 기초적인 경험적 사실들로 공리 체계를 구성

  - 특수 상대성 이론의 시공간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시공간을 구분

  - 위상적(topological) 공리와 계량적(metrical) 공리, 빛(light) 공리와 물질(matter) 공리 구분  
7



2. 라이헨바흐 : 합리적 재구성, 경험주의적 옹호(3)
v 상대론적 시공간 공리체계 수립의 의의(1)

: 특수 상대성 이론과 관련하여

  - 오직 빛 신호만으로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의 계량 관계 수립이 가능(빛 기하학, 유클리드적)

  - 물질적 사물들(측정 막대, 측정 시계)은 빛 기하학의 법칙을 따름

  - 빛 기하학만으로 로렌츠 변환의 유도가 가능함 (단, 물질적 사물들의 강성(rigidity) 활용 필요)

: 일반 상대성 이론과 관련하여

  - 미소 시공간 영역에서는 특수 이론과 같은 방식으로 시공간 계량 결정 가능

  - 중력장이 존재하고 변화하는 유한하고 일반적인 계(static → stationary → ...)로 순차적으로

     이행하면서 물질 공리들 및 계량 공리들이 유효하지 않게 되나, 여전히 위상적 공리들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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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헨바흐 : 합리적 재구성, 경험주의적 옹호(4)
v 상대론적 시공간 공리체계 수립의 의의(2)

: 주요 개념들의 해명

  - 몇몇 정의(동시성)에 임의성(규약성)이 필수적, 빛 원리는 공리(최초 신호) + 정의(속도)의 결합

  - 사실들의 위계 질서(0차, 1차, 2차), ‘일치’의 개념 및 필요성 해명

: 시간과 공간의 실재성과 관련하여

  - 빛 기하학(복잡한 물질적 구조물 X)만으로 특수 상대성 이론의 시공간 계량 수립 가능

  - 공간의 질서는 시간의 질서로, 시간의 질서는 인과의 질서로 환원됨(공간<시간<인과)

  - 물질(에너지)이 변하는 유한하고 일반적인 계에서도 시공간의 위상적 질서 유지

  - 시공간의 위상적 질서는 인간의 감각 경험으로 탐지 가능함, 시공간의 객관성 및 실재성 유지   
9



3. 카르납 : 논쟁 중재를 위한 논리적 재구성(1)
v 카르납의 박사학위 논문 [공간](1)

: 수리논리학과 물리학에 대한 카르납의 관심

  - 예나 대학에서 프레게의 수리논리학 강의 수강, 실험물리학 전공으로 대학원 입학

  - 군 복무 당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큰 관심

: 박사학위 논문, [공간(Der Raum)] (1921년 제출, 1922년 출판)

  - ‘물리학의 철학적 분석’으로 전향하는 데 상대성 이론이 결정적인 영향 미침

  - ‘시공간 이론의 공리체계’를 주제로 논문 제안 : 물리학과 거절(철학적), 철학과 거절(물리학적)

  - 신칸트주의자 브루노 바우흐(Bruno Bauch)의 지도로 [공간] 제출

  - 형식적, 직관적, 물리적 공간 / 위상적, 사영적, 계량적 공간 → 직관적, 위상적 공간이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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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르납 : 논쟁 중재를 위한 논리적 재구성(2)
v 카르납의 박사학위 논문 [공간](2)
: [공간]을 통해 카르납이 보이고자 하는 바

  ① 수학자(형식적 공간), 물리학자(물리적 공간), 철학자(직관적 공간)는 서로 다른 공간을 말함

   - 우리가 세 하위 개념을 구분하면 불필요한 논쟁은 종식됨 (논리적 분석, 재구성, 논쟁 종식)

  ② 세 종류의 공간 중, 직관적이고 위상적인 공간은 다른 공간의 기초가 됨

   - 직관적 공간의 위상적 속성들(국소적local)은 즉각적으로 파악됨, 지각적 경험과 직접 대응

  ③ 물리학적 공간은 지각적으로 직접 파악되는 위상적 공간 위에 ‘규약’을 덧붙여서 구성됨

   - 다양한 규약 선택 가능 : 측정 물체의 강성(rigidity) 유지 또는 공간의 유클리드적 특성 유지

   - 규약은 선택 문제, A 규약 선택 이론(상대성 이론)은 B 규약 선택 이론(고전 이론)과 동등함

   - 이론에 따라 선호하는 단순성(simplicity)이 다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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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르납 : 논쟁 중재를 위한 논리적 재구성(3)
v 물리적 지식의 분석을 통한 [구성] 이론의 추구(1)

: [물리학의 임무와 최대 단순성 원리의 적용에 대하여] (1923년)

  - 물리학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약정 : 공간 공준, 시간 공준, 인과적 법칙

  - 완결된 물리학 : 1권 공리적 체계, 2권 사전(1권과 3권 연결), 3권 물리적 상태 기술

  - 최대 단순성 원리는 1권, 2권, 3권 모두에 적용 가능함 (1권 : 뉴턴 이론 / 2, 3권 : 상대성 이론)

: [공간의 3차원성과 인과성 : 두 허구 사이의 논리적 연결에 관한 탐구] (1924년)

  - 공간의 3차원성과 인과성은 일종의 규약이며, 전자는 후자의 논리적 귀결임을 보이려함

: [공간의 속성들이 시간의 속성들에 의존하는 것에 관하여] (1926년)

  - 공간 질서의 위상적 속성들이 시간 질서 및 ‘일치’의 위상적 속성들로부터 귀결됨을 보임
12



3. 카르납 : 논쟁 중재를 위한 논리적 재구성(4)
v 물리적 지식의 분석을 통한 [구성] 이론의 추구(2)
: [물리적 개념 형성] (1926년, 교수자격 취득논문 / 슐리크의 지도)

  - 물리적 개념 형성의 3단계 : 질적 단계 / 양적 단계 / 추상화 단계

  - 질적 단계 : 사물들 및 그 속성들을 경험적으로 지각하는 단계

  - 양적 단계 : 물리적 크기 정의 (2개의 위상적 규약, 3개의 계량적 규약 도입)

  - 추상화 단계 : 세계를 4차원적 우주로 표상

: “논리적 재구성 프로젝트”의 추구

  - 과학적 지식은 직접적으로 지각 가능한 경험으로부터 출발

  - 이 위에 순차적으로 규약을 도입하면서 과학적 진술들을 논리적으로 구성

  - 철학의 역할은 이러한 구도 아래에서 과학적 지식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
13



4. 라이헨바흐와 카르납의 ‘과학적 철학’ 개념 비교(1)
v 1928년, 논리경험주의 과학철학의 분기를 상징하는 두 저서 출간
: 라이헨바흐, [시간과 공간의 철학]

  - 상대성 이론 속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이론 구체적(theory-specific)’인 철학적 분석

  - 상대론적 시공간 관련 중요 철학적 주제들을 상세하게 해명 (cf. 슐리크의 1917년 저서)

  - 물리학자보다 더 ‘전문적’인 인식론적 해명, 물리학자의 철학적 주장을 ‘교정’ (시공간 실재성)

  - 철학적 체계 수립을 명시적으로 거부, 구체적인 철학적 문제들의 과학적 해결을 강조

: 카르납, [세계의 논리적 구성]

  - 프레게, 러셀의 수리논리학을 인식론 전반에 도입하고자 하는 철학적 시도

  - 인간의 전체 지식을 확실한 감각 지각적 진술들 및 기호논리학을 이용하여 재구성하고자 함

  - 기호논리학적 재구성을 통해 철학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음 / 새로운 철학 프로젝트
14



4. 라이헨바흐와 카르납의 ‘과학적 철학’ 개념 비교(2)
v 라이헨바흐와 카르납의 철학적 입장 차이
: 베를린 학파(라이헨바흐)와 빈 학파(카르납, 슐리크) 사이의 관계

  - 상대성 이론의 철학적 분석과 관련하여 : 슐리크 → 라이헨바흐 (1926년 베를린 대학 부임)

  - 베를린 : 라이헨바흐 ↔ 아인슈타인, 플랑크, 슈뢰딩거... 철학적 물리학자들과의 교류

  - 빈 : 카르납, 슐리크 ↔ 괴델, 비트겐슈타인... 논리적 철학자들과의 교류 / 마흐(Mach)의 영향

  ☞ 기존 강단 철학 반대하는 ‘전략적(strategic)’ 협력자, 그러나 실질적인 ‘경쟁자(competitor)’

 : 서로 다른 철학적 프로그램

  - 라이헨바흐 : 실재론적 입장 (상대성 이론의 경험적 타당성, 시공간의 물리적 실재성 옹호)

  - 카르납 : 반실재론적 입장 (규약 혹은 구성의 강조, 서로 다른 이론적 입장 모두를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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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이헨바흐와 카르납의 ‘과학적 철학’ 개념 비교(3)
v 라이헨바흐와 카르납의 ‘과학적 철학’ 개념
: 라이헨바흐의 ‘과학적 철학’

  - 철학자의 임무 : 이성에 대한 분석(칸트)에서 과학적 지식에 대한 분석으로

  - 과학자의 한계 : 과학적 지식의 철학적 의미 규명에 있어서 ‘비전문가’(아인슈타인)

  - 철학자의 영역 : 과학적 지식 속 철학적 문제들을 상세하게 해명, 이때의 해명은 명료하게 진술

                            되므로 철학적 문제들은 협동 작업을 통해 과학적(객관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

: 카르납의 ‘과학적 철학’

  - 많은 철학적 사이비 문제들(오해들)은 인간 언어의 불충분함(불명료함)으로부터 비롯됨

  - 엄밀한 기호논리학을 이용하여 인간 지식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면, 대다수의 문제들이 ‘해소’

  - 철학자는 기호논리학을 통해 인간의 지식(과학 언어)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재구성할 필요
16



5. 두 개의 구분되는 ‘논리경험주의’?(1)
v 라이헨바흐와 카르납의 상대성 이론 분석 결과 대조
: 라이헨바흐의 상대론적 시공간 분석

  - 상대성 이론의 경험적 타당성을 옹호(↔뉴턴 역학)하면서, 시공간 실재성 옹호(↔아인슈타인)

  -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경험주의에 입각한 이론 구체적 재구성 (경험적 공리 + 임의적 정의)

  - 상대론적 시공간의 핵심 특징 포착 (계량 관계가 구성 원리(특수)에서 연결 원리(일반)로 바뀜)

: 카르납의 상대론적 시공간 분석

  - 라이헨바흐의 결론과 일부 유사(시공간의 위상적 속성의 근본성, 인과성과 3차원성의 관계 등)

  - 상대성 이론의 경험적 타당성을 옹호하지 않음(단순성 원리의 적용에 따라 다른 선택 가능)

  - 단순한 논리적 재구성(물리학 전체의 ‘단순성’ 추구로 인해 특정 규약을 선택했다는 서술)

  - 문제가 되는 쟁점(시공간의 물리적 실재성)에 대한 충분한 철학적 해명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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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두 개의 구분되는 ‘논리경험주의’?(2)
v 라이헨바흐와 카르납이 표방한 새로운 ‘논리경험주의’는 서로 달랐는가?
: 베를린-빈 사이의 철학적 갈등과 관련한 다양한 문헌적 증거들

  - 1920년대 후반 : 빈의 철학적 프로그램에 관한 라이헨바흐의 비판 / 슐리크-라이헨바흐 갈등

  - 1930년대 : 라이헨바흐(1936), 라이헨바흐(1938)에 빈 학파에 대한 비판 수록

  - 결론 : 전반적으로는 우호적 관계(기존 강단 철학 대비)였으나, 철학적 경쟁자이자 대립 관계

: 두 종류의 과학철학적 유산

  - 라이헨바흐 : 실재론, 물리학 철학(상대론, 양자역학, 통계역학), 확률론, 인과론, 이론 구체성...

  - 카르납 : 반실재론, 이론 일반성, 기호논리학적 재구성, 이론일반성, 확률론...

  - 논리경험주의의 ‘수용된 견해(received view)’ : 카르납-헴펠의 입장을 중심으로 재구성

  - 라이헨바흐와 카르납 사이의 의견 조율은 있었으나, 핵심적인 차이는 계속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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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두 개의 구분되는 ‘논리경험주의’?(3)
v 라이헨바흐의 ‘과학적 철학’ 중심으로 논리경험주의를 재조명할 필요
: 논리경험주의의 상대성 이론 분석의 의의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

  - 슐리크 : 공시적이고 이론 구체적인 철학적 분석을 최초로 시도, 미완의 성과 (1917년)

  - 카르납 : 이론 일반적인 철학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 과정 (1921년 박사학위 논문)

  - 라이헨바흐 : 이론 구체적 분석, 과학과는 차별화되는 철학적 저술 (1920년, 1924년, 1928년)

: 슐리크와 라이헨바흐의 시공간 철학을 분리시키고, 라이헨바흐 저작의 독자성 이해 필요

  - 슐리크와 라이헨바흐를 한데 묶어 이해하려는 입장 : 프리드먼, 하워드, 리크먼

  - 라이헨바흐-아인슈타인 논쟁을 중심으로 라이헨바흐 철학을 재조명하려는 입장 : 지오바넬리

  ☞ 여전히 라이헨바흐의 논리경험주의 시공간 철학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대다수이나, 이와 같은

      부정적 시각은 과학철학사(HOPOS)적 재조명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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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다우의 약한 창발론에서 복잡성과 관련된 문제(10)
차봉석

1 서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구성하는 더 작은 세계가 있다는 것, 또 우리가 더 큰 세계의 
구성요소라는 것을 안다. 우리는 어떤 기준1)에 따라 존재자들의 수준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런 시각을 수준주의(levelism)라고 부른다. 수준주의 하에서 우리는 각 수준들 사이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시 대상이 다만 미시 구성요소들의 모음일 뿐이라고 본다면, 이
를 환원주의(reductionism)라고 부를 수 있다. 반대로 각 수준에는 하위 수준으로 환원되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거시 수준의 고유한 특성은 그 수준
에서 창발(emergent)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창발론(emergentism)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창발론에 따르면, 창발적 대상은, 그것의 발현을 위해서 미시 수준 구성요소들의 
조직화를 요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미시 구성요소들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며, 미시 
구성요소들의 구조적 특성으로 환원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런 미시 조건이 나타나면 반드
시 그것에 대응하는 거시적인 것이 나타난다. 이런 관계를 수반(supervenience)이라고 부른
다.2) 또한 창발적 대상은 미시 수준 인과력으로 환원되지 않는 고유한 인과력을 가지는데,  
이 인과력은 동일 수준 존재자들뿐만 아니라, 하위 수준 존재자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하향식 인과력(downward causation)은 창발적 대상이 허상으로 취급되는 것을 막아
준다.3) 창발적 대상의 실재성, 인과성에 있어서 ‘강한(strong)’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이상의 
창발론을 ‘강한 창발론(strong emergentism)’이라고 부른다.
  베다우는 세 가지 이유에서 강한 창발론이 위기에 봉착했다고 본다. 첫 번째, 수반 관계에 
대한 김재권의 배제 논증, 두 번째, 환원불가능한 하향식 인과력의 미스터리함, 세 번째, 경험
적 증거 부족이 그것이다. 특히 베다우는 세 번째 결점이 치명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만약 강한 창발에 이론적 문제가 있더라도, 강한 창발을 지지하는 경험적 증거가 충분하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강한 창발이 옹호될 수 있지만,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면서 동시에 논리적으
로 문제가 있는 이론은 옹호되기 힘들기 때문이다.4)

  이에 따라 그는 강한 창발론의 대안으로 ‘약한(weak)’ 창발론을 제시한다. 베다우는 자신의  
약한 창발론이 강한 창발론의 세 가지 문제를 모두 회피한다고 본다. 그런데 그의 약한 창발
론에도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 번째, 혹자들은 만약 베다우의 약한 창발 정의를 
엄격하게 따른다면, 그의 약한 창발 개념은 철저한 무작위계에만 적용가능한데, 이런 시스템
의 특성은 우리에게 그다지 흥미로운 대상이 아니므로 약한 창발 개념은 쓸모가 없다고 주장
한다. 두 번째, 혹자들은 약한 창발이 거시 속성의 환원가능성을 인정하므로, 약한 창발론이 
다만 인식론적 창발론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베다우의 약한 창발에 제기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
고, 베다우의 약한 창발론이 존재론적 창발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철학적 작
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할 것이다.

1) 예를 들어, 채프먼(Harold Chapman)은 수준을 ‘특정한 법칙들이 적용되는 존재자들의 그룹’으로 정
의한다.(채프먼(1926) pp.113-114)

2) 김재권(1984) p.165
3) 베다우는 전통적 창발론이 가지는 하향식 인과력의 ‘강한’ 형식 때문에 그것을 ‘강한’ 창발이라고 부

른다.(베다우(1997) p.376) 
4) 베다우(2003) p.159



2 베다우의 약한 창발론과 튼튼한 거시 패턴
  약한 창발론은 현대의 지배적 견해인 물리주의와 환원주의를 끌어들임으로써 강한 창발론에 
가해진 비판들을 회피한다. 베다우의 제시하는 약한 창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미시 구조의 시간적 변화를 지배하는] 미시역학D와 더불어, [시스템]S의 거시 상태P는 다음의 경
우에만 약하게 창발적이다. 즉, P는 D와 S의 외부 조건들로부터 오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만 도
출될 수 있다.(베다우(1997), p.378 강조는 필자 추가)

만약 P가 어떤 시스템S의 거시 속성이라면, 그 때 P는 다음의 경우에만 약하게 창발적이다. 즉, 
P는 S의 선행 미시 사실들 전부로부터, 오직 압축불가능한 방식으로만 발생적 설명이 가능한 경
우에 그렇다. (베다우(2008), p.445 강조는 필자 추가)5)

약한 창발은 수반관계가 아니라 전면적인 환원가능성으로 미시 구성요소에 대한 거시 대상의 
의존성을 설명한다. 거시 대상들은, 그것이 창발적이든 합성적이든 간에, 그에 대응하는 미시 
상태로 환원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근본적으로 창발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해 베다우는 창발적 대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다른 방식을 추구한다. 그는 복잡계 
과학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는데, 복잡계 과학의 사례에 따르면, 미시 수준의 요소들만을 가지
고는 예상할 수 없는 거시 수준의 무언가가 경험적으로 존재한다. 대도시의 발생, 모래 더미
의 붕괴, 대지진·토네이도·거대 산불과 같은 대형 재해의 발생, 교통체증의 발생 등이 대표적
이다. 약한 창발적 속성은 복잡한 미시 상태가 만들어내는 거시 구조, 거시 패턴과 동일시된
다. 그러한 거시 패턴들은 분명 그것에 대응하는 미시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것에 
독립적으로 거시적 수준의 설명적 자율성을 가진다.
  그런데 대다수의 거시 패턴이 가지는 설명적 자율성은 인식론적 자율성이다. 하지만 거시 
패턴 중에는 특별한 종류의 거시패턴이 존재한다. 이 거시 패턴들은 미시 구성요소의 변화에 
둔감하고, 복수 실현 가능한 패턴들로, 베다우가 “튼튼한(robust)” 약한 창발적 속성이라고 부
르는 것들이다. 베다우에 따르면, 이런 패턴들은 인식론적인 설명적 자율성을 뛰어넘어 존재
론적인 설명적 자율성을 가진다.
  베다우는 약한 창발을 관찰할 수 있는 단순하고 인공적인 시스템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
로 존 콘웨이가 개발한 ‘라이프 게임’이다. 이 게임은 세포자동화의 일종으로, 무한한 2차원 
격자 위에서 벌어지는 세포들의 생사를 관찰하는 게임이다. 2차원 격자의 각 칸들은 세포이
며, 이 칸이 흰 색이면 죽은 세포, 검은색이면 살아있는 세포이다. 세포의 생사는 단순한 몇 
가지 규칙에 의해서 결정되며,6) 한 단계에 존재하는 모든 세포들에 대하여 한 번에 생사 규칙
이 적용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라이프 게임은 특정한, 또는 임의의 초기 세
포 배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준다.

5) 베다우는 여러 논문들(1997, 2003, 2008, 2010, 2013)에서 자신의 약한 창발론을 제시한다. 그는 
1997년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도출’을, 2008년부터는 ‘압축불가능한 방식의 발생적 설명’을 
약한 창발의 정의로 제시한다. 문구는 바뀌었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사태는 변하지 않는다. 베다우는 
약한 창발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이라는 
말을 압축불가능성(incompressibility)으로 바꿨다고 말한다. 그에게 시뮬레이션은 압축불가능한 발생
적 설명과 등가이다.(베다우(2008) p.444)

6) ①죽은 세포는 오직 3개의 살아있는 이웃 세포를 가진다면 살아난다.
②살아있는 세포는 2개 미만, 3개 초과의 살아있는 이웃 세포를 가지면 죽는다.
③살아있는 세포는 2 또는 3개의 살아있는 이웃 세포를 가진다면 다음 단계에도 살아있다.



  라이프 게임에는 여러 가지 초기 세포 배열이 존재한다. 그 중에는 그저 주어지는 초기 배
열과 갱신 규칙만 고려하면 그 배열의 미래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블록, 벌집, 
블링커와 같은 단순한 패턴들이 대표적이다. 게임을 플레이해보지 않고 어떤 배열의 미래 상
태를 추측하거나, 설명하는 것을 베다우는 ‘축약된’ 도출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축약된 도출이 불가능한 패턴도 존재한다. 베다우가 주목하는 것은 r펜토미노이다. 
이 초기 패턴은, 단순한 모습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살아있는 세포들이 증가하며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이 때, 베다우는 “r펜토미노의 성장은 계속되는가?”7)라는 질문에 대해
서는 “축약된 도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한다.8) ‘r펜토미노의 유한한 성장’이라는 속성이 
바로 베다우가 제시하는 대표적인 약한 창발적 속성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게임을 시뮬
레이션(또는 플레이)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약한 창발적 패턴들 중에는 특정 배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성질을 가진 
배열들 모두에 부여되는 속성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글라이더 총(glider gun)’으로,9) 이 
이름을 가진 배열은 무한하게 글라이더를 배출해낸다. 즉, 글라이더 총은 튼튼한 약한 창발적 
속성이다.
  이상의 거시 패턴을 이용하여 우리는 라이프 게임의 세포 배열의 변화에 대해 복잡하고 긴 
미시적 설명이 아니라 짧고 간단한 거시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은 현실 상황에 
적용될 때 더 극대화된다. 왜냐하면 현실 상황의 정확한 미래 예측에서는 라이프 게임과는 달
리 복잡한 초기 상태, 갱신 규칙, 무수한 외부 조건들 전부를 고려해야만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미시 수준의 발생적 설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점을 인식하
게 되는데, 이것을 베다우는 “실천적 차원에서의 원리적 환원불가능성(in principle 
irreducibility in practice)”라고 부른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라이프 게임의 예시 현실의 예시
일반적 거시 패턴 블록, 블링커 등 수열 일반항 등
약한 창발적 속성 r펜토미노의 제한된 성장 미래 코스피 지수의 증감 등

튼튼한 약한 창발적 속성 글라이더 총 교통체증, 토네이도 등

  이상으로, 약한 창발론은 전면적인 환원가능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거시 수준의 특수한 
사례들인 튼튼한 약한 창발적 속성들의 존재로 인해, 창발론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
이다.

3 약한 창발론에서 복잡성이 가지는 두 가지 문제
  베다우의 약한 창발 정의에 따르면, 어떤 거시 속성이 설명적 압축불가능성(오직 시뮬레이
션만을 통한 도출)을 가진다면, 그것은 약한 창발적 속성이다. 그런데 왜 어떤 거시 속성은 설
명적 압축불가능성을 가지는가? 바로 그것의 미시 수준 네트워크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베다우는 곳곳에서 복잡성이 약한 창발의 토대에 놓여있다고 직,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베다우(2008) p.445, 448; 베다우(2010) pp.52-53) 그리고 이러한 미시 상태 복
잡성은 “실천적 차원에서의 원리적 환원불가능성” 개념을 통해 약한 창발론을 존재론적 창발
론으로 만드는 역할도 수행한다. (베다우(2003) pp.182-183; 베다우(2008) p.451)

7) 베다우(1997) p.382
8) 그는 우리가 개연적인 대답이 아니라 정확한 대답을 추구한다고 가정하며, 이러한 가정은 모든 약한 

창발적 대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9) 베다우(2003) p.175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다우는 약한 창발론에서 자신이 다루는 복잡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
인지 말하지 않고 있다. 그는 단지 약한 창발이 복잡계 과학 분야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다는 
것, 알고리즘 복잡성과 무작위성 개념을 이용하여 약한 창발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베다우
(2003) p.164) 정도만을 언급한다.10) 이에 따라 그의 복잡성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하려는 작
업들이 수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첫 번째, 현재 논의되고 있
는 복잡성 개념과 관련하여, 베다우의 약한 창발 정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약한 창발 개념
이 완전한 무작위계에만 적용된다.(토렌&겔리(2010)) 두 번째, 복잡성에 기반하여 약한 창발론
이 존재론적 창발론이라고 주장하는 베다우의 논증이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윌슨(2013))

  1) 완전한 무작위계의 문제
  현재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진 복잡성 개념은 정보이론에서 사용되는 콜모고로프 복잡
성(Kolmogorov complexity) 개념이다. 이것은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전달되는 정보를 그
대로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길이를 이용하여 정보의 복잡성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 다음
과 같은 문자열이 있다고 해보자.

① abababababababababab
② abvod8@21opgnlsovww7

①과 ②는 모두 20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이다. 그렇다고 해서 각 문자열을 출력하기 위
한 프로그램의 길이도 동일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①에 대해서는 “ab를 10번 출력하시오.”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②에 대해서는, ①과 같은 규칙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
에, ②의 문자열을 그대로 출력하기 위해서 “abvod8@21opgnlsovww7를 출력하시오.”로 프
로그램을 만들어야만 한다. 이때 ①의 프로그램이 ②의 프로그램보다 짧으므로, 우리는 ①이 
②보다 덜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정보가 복잡하면 할수록 그것을 그대로 출력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길어지므로, 우리는 
완전하게 무작위적인 정보가 가장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완전하게 무작위적인 정보가 
가지는 복잡성을 비조직적 복잡성(disorganized complexity 또는 complicatedness)이라고 
부른다. 이와는 반대로, 미시 수준에서는 복잡하지만 거시 수준에서는 어떤 구조나 패턴이 존
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조직적 복잡성(organized complexity 또는 complexity)이라고 
부른다. 
  이제 위의 내용을 약한 창발의 정의에 적용해보자. 베다우는 정의는 약한 창발적 속성을 이
루는 미시 상태가 매우 복잡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이 때문에, 토렌&겔리(2010)는 다
음과 같이 주장한다.

P1. 거시 속성의 존재를 알기 위한 축약된 방식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그 시스템의 복잡도
가 상당히 높아야 한다. 
P2. 만약 약하게 창발적인 거시 속성이 존재한다면, 그 거시 속성을 시뮬레이션으로만 도출
할 수 있을 만큼 시스템이 복잡할 것이다. 
P3-1. 만약 어떤 시스템이 조직적 복잡성을 가지는 복잡계라면, 그것은 유한한 정도로 복잡
하므로 결국 그 시스템은 축약된 도출(즉, 거시 속성)을 가질 것이다. 
P3-2. 만약 어떤 시스템이 비조직적 복잡성을 가지는 복잡계라면, 그것은 무한한 정도로 복
잡하므로 축약된 도출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10) 베다우는 2009년 논문에서 진화와 관련된 복잡성 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복잡성 자체에 대해 논의
하고 있진 않다.



P4. 약한 창발적 속성은 그것의 발생을 설명하는 축약된 방식이 없을 때 발생한다.11)

C. 그러므로 완전한 무작위계만이 약한 창발적 속성을 가질 것이다.
P3-1과 P4는 양립 불가능하므로, 우리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즉, 베다우식 약한 
창발 정의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정의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약한 창발이 사실은 완
전한 무작위계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2) 존재론적 창발론 문제
  창발은 기본적으로 환원 불가능성과 같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런 맥락에서 만약 창발적 
대상이 환원 가능하다면, 그 창발론이 다루는 창발적 대상은 실재적 대상이 아니라고 여겨졌
다. 이처럼 창발적 대상의 실재여부에 따라 창발론을 존재론적 창발론(ontological 
emergentism)과 인식론적 창발론(epistemological emergentism)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존재론적’, 또는 ‘형이상학적’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다루는 창발적 대상이 인식주체
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가리킨다. 반면에 ‘인식론적’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그것
이 다루는 창발적 대상이 인식주체 의존적이라는 것을 말한다.
  창발적 대상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창발적 대상을 존재론적인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고, 그러한 요구는 창발을 환원불가능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만들었다. 그래
서 의미 있는 창발론은 어떤 식으로든 환원가능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약
한 창발론이 강한 창발론과 구분되는 가장 뚜렷한 지점이 바로 창발적 대상의 환원가능성 여
부이다. 이런 점에서 약한 창발론은 태생적 난점에 도달한다. 정말로 베다우가 다루는 약한 
창발적 대상이 의미 있는 연구대상일 수 있는가?
  윌슨(2013)은 베다우의 방식이 두 가지 측면에서 존재론적 창발론일 수 없다고 본다. 첫 번
째, 그가 창발적 대상의 환원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창발적 대상의 존재론적 독립성(즉, 
인식주체로부터의 독립적 존재)을 확보할 수 없다.12) 두 번째, 그가 설명적 자율성을 근거로 
약한 창발론이 존재론적 창발론이라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그런 주장을 충분히 지지하는 논증
을 보여주지 않으며, 또한 설명적 자율성만 가지고는 존재론적 창발론을 주장할 수 없다.13)

  이러한 비판은 베다우가 창발적 대상의 존재론적 환원가능성을 인정하고14), 약한 창발론이 
어느 정도 인식론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 설명적 자율성이 인식론적 자율성임을 인정
함으로써 더 증폭된다.15)

4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대답(2)
  1) 알고리즘적 압축가능성과 거시 패턴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펴야 하는 지점은 바로 P1, P2이다. 왜냐하면 P1과 P2가 
갈등을 일으켜서 P3의 두 가지 선택지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토렌&겔리는 축약된 도출이 존
재해야지만 의미 있는 거시 속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런 반론은 약한 창발 정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에게 유의미한 거

11) 토렌&겔리도 스스로 언급하고 있지만, 이런 반론은 거시 수준과 미시 수준을 지정하고 둘 사이의 환
원적 관계를 존재론적 측면과 설명적 측면으로 이원화하면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토렌&겔리는 이런 
반론이 미시 속성과 거시 속성의 규정문제로 이어진다고 본다.

12) 윌슨(2013) p.212, p.216
13) 윌슨(2013) pp.215-216; 윌슨(2019) p.162
14) 베다우(2008) p.448, p.449
15) 베다우(2003) p.179; 베다우(2010) p.56



시 패턴이 낮은 수준의 복잡성을 가지는 시스템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
하면 약한 창발 정의는 어떤 시스템에 특정 거시 속성이 존재하는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
에만 관련되기 때문이다.16) 1997년 정의에 나오는 ‘도출(derive)’과 2008년 정의에 나오는 
‘발생적으로(generatively)’라는 말이 이를 보여준다. 필자가 보기에, 이런 오해의 기원은 혹자
들이 맥락에 대한 별다른 주의 없이 주로 정보 전달과 패턴의 측면에서 다뤄지고 있는 기존의 
복잡성개념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이다. 베다우가 약한 창발을 다루면서 복잡성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오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만’, ‘압축불가능한 발생적 설명’이라는 말이 높은 
수준의 복잡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용어들이 반드시 ‘최고 수준
의’ 복잡성을 지시하는 거나, 정보 이론에서 쓰이는 복잡성과 동일한 개념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이 약한 창발을 완전한 무작위계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래서 베른슈타인(2020)은 약한 창발이 무작위계에 적용되지 않도록, “알고리즘적 압축가능성” 
개념을 추가하여 약한 창발 정의를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17) 그녀에 따르면, 알고리즘적 압축
가능성은 어떤 패턴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그 패턴을 그대로 출력하는 방법(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이다. 만약 어떤 패턴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그 패턴 자체를 전달
하는 것뿐이라면, 그 패턴은 알고리즘적으로 압축불가능하다.18) 반면에 알고리즘적으로 압축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패턴을 전달할 때, 비트맵보다 짧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9)

  베른슈타인은 알고리즘적 압축가능성이 “시뮬레이션을 제외한 도출불가능성”과 모순되지 않
음을 보인다. 그녀에 따르면, 어떤 것이 알고리즘적으로 압축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시뮬레이션
을 제외한 도출불가능성을 가지지만, 어떤 것이 시뮬레이션을 제외한 도출불가능성을 가진다
고 해서, 그것이 알고리즘적으로 압축불가능한 것은 아니다.20) 왜냐하면 약한 창발에는 완전
한 무작위계의 거시 패턴뿐만 아니라, 베다우가 약한 창발의 예시로 들고 있는 글라이더 총, 
토네이도 등도 포함되며, 그러한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비트맵 방식을 사용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21)

  이렇게 해서 그녀는 시뮬레이션을 제외하고는 도출불가능한 다양한 거시 속성(상태 또는 패
턴)들 중에서 거시상태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것만을 약하게 창발적인 속성(상태 또는 
패턴)으로 인정한다.22) 왜냐하면 이런 속성들만이 법칙 유사 패턴으로써, 즉, 복수 실현 가능
하므로, 그것 기저의 미시 상태들로부터 설명적 자율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2) 통시적 환원과 거시 수준 존재자의 존재론적 성격
  실버슈타인과 맥기버(1999)에 따르면, 창발론에서 ‘존재론적’, ‘형이상학적’이라는 말은 그것

16) 베다우는 자신의 정의가 현실에 존재하는 많은 약한 창발들의 간접적 정의일 뿐이라고 본다. 베다우
(2008)

17) 그녀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시스템S는 거시상태와 관련된 미시 수준 존재자들로 구성되고, 미시역학D는 S의 미시상태들의 시간
적 변화를 지배한다. 그 때 S의 거시상태P는 미시역학D와 더불어 다음의 경우에만 약하게 창발적이
다. 즉, P는 알고리즘적으로 압축가능하고, D와 S의 외부 조건들로부터 오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만 
도출가능할 경우에만 그렇다.(베른슈타인(2020) p.11)

18) 위에서 본 “abvod8@21opgnlsovww7”을 전달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19) 위에서 본 “abababababababababab”가 여기에 해당한다.

20) 

축약된 도출 가능 축약된 도출 불가능
알고리즘적 압축가능 일반 거시 패턴 약한 창발 거시 패턴

알고리즘적 압축불가능 X 약한 창발 무작위 패턴

21) 베른슈타인(2020) P.8
22) 베른슈타인(2020) p.9



이 ‘고유한 존재론적 단위’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 고유한 인과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 
의미한다. 그런데 이 조건에 알맞은 것은 강한 창발론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윌슨은 약한 창
발론이 창발적 대상의 환원가능성을 인정한다는 것만으로도, 약한 창발론이 존재론적 창발론
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베다우(2008)는 비록 약한 창발이 실버슈타인&맥기
버의 정의에 따르면 존재론적 창발23)이 아니라 인식론적 창발에 해당하지만, 그것은 다만 정
의일 뿐이며, 논증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약한 창발이 인정하는 환원가능성은 환원주의나 강한 창발론이 생각하는 공시적 
환원과는 다른 통시적(역사적) 환원이다.24) 공시적 환원에 따르면,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바
로 그 순간에 존재하는 우리 신경세포의 상태가 고통이라는 거시속성의 미시상태이다. 이 두 
상태는 동일한 것이며, 사실상 고통은 그러한 신경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통시적 환
원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창발적 대상의 미시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
하면 약한 창발적 속성을 일으키는 시스템은 맥락에 매우 민감한 시스템이므로, 우리로서는 
어느 순간, 어느 장소, 어떤 대상이 진정으로 그러한 거시 상태의 궁극적 원인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거시 상태가 발생하기 이전 상태 전부가 그대
로 갖춰지면, 그 거시 상태가 나타난다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베다우가 인정하는 존재론적 환
원가능성은 강한 창발이 인정하는 수반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결정적으로 베다우는 존재론적인 약한 창발적 속성의 예시로 ‘튼튼한 약한 창발적 속성’을 
든다. 그런 거시 상태들은 그것을 구성하는 세부사항에 둔감하며, 비록 세부사항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설명을 제공한다.25) 베다우는 이런 튼튼한 약한 창발적 속성들이 그것을 구
성하는 미시 구성요소들 뿐 아니라, 그것들이 보이는 복잡한 거시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말한
다. 즉, 그런 속성은 “인과적 역사의 총체 그 이상이다.”26) 베다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약한 창발적 현상이 서로 다른 미시 우연성들의 무한한 다양성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라면, 
거시적인 수준에서만 묘사되고 설명될 수 있는 튼튼한 거시 규칙성을 예증할 수 있다. 요점은 거
시 설명과 묘사가 환원불가능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환원불가능성이 객관적인 거시 구조의 
존재를 암시한다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튼튼한 약한 창발은 실재에 관한 어떤 것을 나타내며, 우
리가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설명하는지에 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튼튼
한 약한 창발의 자율성은 존재론적이며, 단순히 인식론적인 것은 아니다.(베다우(2003) 
pp.182-183)

결론적으로 베다우에게도 존재론적 단위로서 고유한 인과력을 발휘하는 거시 존재자가 존재한
다. 그런 의미에서 베다우는 약한 창발론이 존재론적 창발론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5. 수준주의와 복잡성
  하지만 여전히 혹자들은 약한 창발적 대상들이 존재론적, 인과적 측면에서 그것의 구성요소
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에27), 결정적으로 복잡성은 다만 인식 주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한 창발은 존재론적 창발론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논쟁의 핵심은 복잡

23) 실버슈타인&맥기버(1999) p.182
24) 베다우(2003) p.183
25) 베다우는 이 점을 운송파업으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설명한다. 베다우(2003) p.182
26) 베다우(2003) p.180
27) 베다우(2008) p.445



성의 위상이다. 베다우에게 복잡성은 거시 수준과 미시 수준 사이를 존재론적으로 가를 수 있
는 것이지만 반대자들에게서는 그렇지 않다.
  베다우는 복잡성 개념을 경험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는다. 그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미시 구조의 복잡성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으며, 그 때문에 우리는 거시 패턴과 거시적 설명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그의 작업은 복잡
성에 근거하여 구분되는 현실에 대한 철학적 설명을 제공하는 작업이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철학적 설명이 다소 미진하기 때문에, 베른슈타인은 약한 창발적 대상
들의 존재론적 토대로서의 복잡성이 실재라는 것을 보이려고 정보 이론의 복잡성 논의를 빌려
온다. 그녀에 따르면, 만약 복잡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다양한 방식
에 의해 측정된 결과 값이 동일하다면, 이는 곧 측정 대상이 측정 주체에 독립적으로 존재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는 콜모고로프 복잡성이 그것을 측정하는 컴퓨터나 프로그래밍 언어
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토대로 복잡성의 실재성을 주장하고28), 정지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도출이 필수적이라고 본다.29) 그런데 베른슈타인의 논의가 복잡성
의 실재를 보장한다고 볼 수 있는가? 그녀의 논의는 다만 복잡도를 근거로 하여 다만 현실적 
복잡함의 실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필자가 보기에 복잡성이 수준들을 구분하는 존재론적 기준일 수 없다고 보는 사람들은 수준
에 따른 ‘존재론적 농도’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그들에게선 하위 수준으로 갈수록 존
재론적 농도가 짙고, 상위 수준으로 갈수록 농도가 옅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맨 아래
의 수준이 가장 근본적이며 유일하게 존재론적이고 그 외의 수준들은 모두 인식론적이다. 이
런 태도는 배제논변에서 잘 나타난다. 배제논변에서 가정되는 “인과적 근본주의”는 미시 수준
의 대상들이 더 근본적이라는 “존재론적 근본주의”에 근거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는 부당한 가정이다.30) 왜냐하면, 첫 번째, 과학적 실재론과 반실
재론 논쟁처럼, 우리 감각의 영역을 벗어나는 이론적 대상의 실재에 대한 논쟁이 존재하기 때
문이다. 두 번째, 만약 미시 수준 대상과 미시 수준 인과가 실재한다고 해도, 그것이 존재론적
으로 더 근본적이라는 것이 따라오진 않는다. 세 번째, 만약 우리가 존재론적이라는 용어를 
어떤 대상이 인식주체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로 쓴다면, 우리는 미시 수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시 수준 대상을 존재론적이라고 여길 것이다. 미시 
물리학적 대상이 존재론적으로 근원적이라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특정한 관점일 뿐이다.
  하지만 존재론적 근본주의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베른슈타인의 논의가 유효하려면 수준주
의에 대한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바로 임의의 수준들을 비교하여 관계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메타수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수준을 복잡함 개념을 통해 매개하는 메타수
준 안에서, 복잡성은 존재론적 기준으로 작용하며, 복잡성을 근거로 하는 약한 창발적 대상들
은 실재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창발론 논의에서 존재론적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수준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
다. 존재론적이라는 용어는 칸트, 또는 신칸트주의가 제안했듯이, 인식주체의 인식적 틀이 적
용된 현상 존재자를 다루는 것에 대한 용어로 사용되어야 한다.31) 인식주체로부터 완전히 독
립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존재자를 우리는 인식할 수 없다. 즉, 만

28) 베른슈타인(2020) p.14
29) 베른슈타인(2020) pp.14-15
30) 베다우 역시 인과적 근본주의가 필연적 진리가 아니라고 본다. 베다우(2003) p.159
31) 칸트 초월철학이 존재론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은 현대의 일반적 견해이다. 김상봉(1995), 백종

현(1995), 손봉호(1995), 이충진(2012) 참조.



약 어떤 수준이 현상존재자를 다룬다면, 그것은 존재론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32)

  더하여 우리는 수준주의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필요가 있다. 즉, 고층건물처럼 고정된 층위
를 가지는 수준주의에서, 교체 가능한 필터식 수준주의, 수준들을 대상으로 다룰 수 있는 메
타 수준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이 때 우리가 우리의 목적, 흥미에 따라 특정 수준을 선택한다
고 해서 그 수준의 존재자가 인식론적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33) 우리는 동일한 대상을 다
른 시각으로 보고 있을 뿐이며, 그 대상은 비록 선택된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겠
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대상일 뿐이다. 

5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베다우의 약한 창발론에서 복잡성과 관련된 두 가지 쟁점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창발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창발적 대상에만 달려 있지 않다
는 것이다. 베다우는 1997년 논문의 첫머리에서부터 이미 약한 창발적 속성이 복잡계 과학에 
널리 퍼져있다고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그의 약한 창발 정의는 한 편으로 다
만 현실 사태를 기술하는 것으로만 보이기도 한다. 베른슈타인은 이런 측면을 보완하기 위하
여 실재 패턴에 대한 논의와 정보이론의 요소들을 빌렸지만, 그 논의들이 약한 창발론에 적합
해지기 위해선 더 나아간 논의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베다우의 약한 창발은 어떤 거시 대
상의 도출에 관한 속성이고, 정보이론의 논의는 어떤 정보의 전달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이다. 
비록 복잡성이라는 개념을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념이 사용되는 맥락이 다르므로, 우리
는 그 사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창발론에서 언급되는 존재론을 기존의 소박한 실재론적 입장이나 이분법
적 구도에서 벗어나 칸트식(신칸트주의식)의 현상론적 존재자로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고층건물식의 수준주의 구도도 필터식 수준주의, 메타 수준주의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이후 연구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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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Let’s pay an attention to a question: what purposes do scientists aim
to achieve in biological sciences? Of course, a full complete answer is im-
possible, but we can say that they want to explain biological phenomena by
discovering mechanisms. Then, there are subsequent questions such: What is
a mechanism? How can biologists discover the mechanism? Why is a discov-
ery of the mechanism explanatory to a phenomenon? There is a philosophical
framework to provide a systematic answers to those questions, so-called the
New Mechanism.

I describe the New Mechanism in philosophy of biology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scientific practice [1] based on Kuhn’s normal science [2].
According to Kuhn, a normal science is a set of puzzle-solving scientists’ ac-
tivities. To solve scientific puzzles, conceptual, theoretical, methodological,
and instrumental commitments require. Similarly, Kitcher suggests the con-
cept, scientific practice, which includes six kinds such: language, accepted
statements, questions, pattern reasoning, methodological directives, and ex-
perimental techniques. We can say that biologists who aim to search for
mechanisms have a puzzle to explain biological phenomena. First, as a lin-
guistic kind, a biological mechanism is defined as an organized system which
are composed of entities (or component parts) and activities (or component
operations). In general, biological mechanisms consist of biological objects
such as macromolecules including DNA, RNA, proteins as well as various
biochemical molecules. As a theoretical kind, biological mechanisms can be
described on the basis of biochemical knowledge such as covalent bonds, 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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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gen bonds, Michaelis-Menten equations, and so on. For example, it is a
typically accepted statement that two individual strands of DNA are linked
to each other through hydrogen bonds among bases. A methodological kind
embraces research questions, typical answers or solutions, and methodologi-
cal strategies etc. as follows:

1. Research questions

• What is an explanandum phenomenon?

• What are constitutively relevant entities to the phenomenon?

• What do entities have spatio-temporally organizational structures?

2. Typical solutions

• Methodological directives [3]

– how-possibly model (black box sketch)

– how-plausibly model (gray box sketch)

– how-actually model (glass box schema)

• Strategies for characterizing an phenomenon [3], [4]

– Precipitating, Inhibiting, Modulating, Nonstandard conditions

– By-products

• Strategies for determining relevant components [5]

– Productive continuity, Schema instantiation,

– Modular subassembly, Forward/backward chaining

Finally, proponents of the New Mechanism vigorously suggest three inter-
level experiments to discover constitutively relevant components as follows
[4]; [3]:

1. Interference experiments are bottom-up inhibitory experiments.

2. Stimulation experiments are bottom-up excitatory experiments.

3. Activation experiments are top-down excitatory experiments.

Those philosophical analyses are very helpful to understand biological
practices to search for mechanisms. However, it seems to be strange that
there is no epistemological discussions by means of confirmational theories.
Obviously, when biologists identify relevant components, they hypothesize

2



and check what a hypothesis is supported by empirical evidence. In the phi-
losophy of science, confimational theories are one of the best sophisticated
achievements, but in the New Mechanism epistemological relations between
hypotheses and evidence are unexplored yet. So, we will discuss how the
tenets of the New Mechanism can be compatible with confirmation theo-
ries by taking a Bayesian approach. In this short summary, I will briefly
show main hypotheses as well as pictorial evidence in each research practice
without concrete probabilistic discussions.

2. Stage 1: Characterizing an Explanandum Phenomenon

I focus on a case in neuroscience, the discovery of mechanism of action
potential. Action potential is a regular pattern of potential in a neuron when
an external stimuli is given. It has three phases.

1. The rising phase from -65mV to +35mV

2. The falling phase from +35mV to -80mV

3. The refractory phase from -80mV to -65mV.

Figure 1: The action potential from (left) Cole and Curtis, and (right) Hodgkin and Huxley

These three phases of action potential is an explanandum phenomenon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re were two hypotheses.

• hB: A breakdown of the membrane resistence makes the rising phase.

• hNa: Inward flux of sodium ions (Na+) makes the rising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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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ffect of sodium-deficient external solutions

hB was suggested by Bernstein in 1902, and hNa was suggested by Hodgkin
in 1947. Evidence was measured by comparing a normal phase and an in-
tentionally manipulated phase of action potential. Fig 2 provides evidence
to determine what a hypothesis between hB and hNa is right.

Hodgkin and his colleagues discover that outward potassium ion flux con-
tributes to make the falling phase than inward sodium ion flux by means of
the inverse inference to hNa in the rising phase. So, they make a new hy-
pothesis of the falling phase as follows:

• hK : Outward flux of potassium ions (K+) makes the falling phase.

Fig 3 provides evidence to support hK . Next, Hodgkin and his colleagues
discover that an inactivation process of sodium permeability also contributes
to form the falling phase. Additionally, it was well known that gradual
increase of potassium efflux occurs in the rising phase. Based on those back-
ground, they make an equation to represent action potential.

I = CmdV/dt+GKn
4(V − VK) +GNam

3h(V − VNa) +Gl(V − Vl). (1)

Consequently, Fig 4 indicates that both sodium (gNa) and potassium (gK)
conductances contribute to form of the full phases of action potential.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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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ffect of potassium ion

Figure 4: Summation of two currents of 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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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 A positive feedback cycle rapidly moves the membrane potential
toward its peak value, which is close but not equal to the sodium equilibrium
potential. Two processes which contribute to repolarization at the peak
of the action potential are then engaged. First, the sodium conductance
starts to decline due to inactivation. As the sodium conductance decreases,
another feedback cycle is initiated, but this one is a downward cycle. Sodium
conductance decreases, the membrane potential begins to repolarize. Second,
the potassium conductance increases. Initially, there is very little change in
the potassium conductance because these channels are slow to open, but
by the peak of the action potential, the potassium conductance begins to
increase significantly and a second force contributes to repolarization. As
the result of these two forces, the membrane potential rapidly returns to the
resting potential. At the time it reaches -60 mV, the sodium conductance has
returned to its initial value. Nevertheless, the membrane potential becomes
more negative (the undershoot or the hyperpolarizing afterpotential).

3. Stage 2: Determining Relevant Entities to the Phenomenon

Although Hodgkin and Huxley discovered an equation to represent action
potential, they did not determine what a mechanism produces the action
potential in 1952. They just suggested a lipoid-soluble carrier hypothesis to
transfer a specific ion from one side to another. According to this hypothesis,
the affinity of the carrier for potassium must be assumed to be small, because
these ions do not cross the membrane at the same time as sodium. They
speculated that there are separate carrier systems for sodium and potassium.
But, there was a possibility that only one system transfers both kinds of ions
simultaneously.

There was another hypothesis in the middle twentieth century, voltage-
gated ion channels hypothesis. There has been this possibility after 1925
because Michaelis proposed individual channels to allow specific ion perme-
ability across the membrane. In 1955, Hodgkin simply considered the channel
hypothesis. Additionally, there was another hypothesis such ions are diffused
across the membrane without gates. Thus, three kinds of hypotheses were
competing to each other after the discovery of HH equation.

• hchannel: Ion Channels transfer ions from one side to another.

• hdiffusion: Ions are diffused across the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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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urrents with TTX

Evidence was provided in 1960s. Some chemical agents can selectively
block voltage-dependent membrane channels. Tetrodotoxin (TTX), which
comes from the Japanese puffer fish, blocks the voltage-dependent changes
in sodium permeability, but has no effect on the voltage-dependent changes
in potassium permeability. This observation indicates that the sodium and
potassium channels are individually unique; one of these can be selectively
blocked and not affect the other. Another agent, tetraethylammonium (TEA),
has no effect on the voltage-dependent changes in sodium permeability, but
it completely abolishes the voltage-dependent changes in potassium perme-
ability.

Use these two agents (TTX and TEA) to test your understanding of the
ionic mechanisms of the action potential. What effect would treating an
axon with TTX have on an action potential? In Fig 5, an action potential
would not occur because an action potential in an axon cannot be initiated
without voltage-dependent sodium channels. How would TEA affect the
action potential? It would be longer and would not have an undershoot.
In the presence of TEA, according to Fig 6, the initial phase of the action
potential is identical, but note that it is much longer and does not have
an after-hyperpolarization. There is a repolarization phase, but now the
repolarization is due to the process of sodium inactivation alone. Note that in
the presence of TEA, there is no change in the resting potential. The channels
in the membrane that endow the cell with the resting potential are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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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urrents with TEA

from the ones that are opened by voltage. They are not blocked by TEA.
TEA only affects the voltage-dependent changes in potassium permeability
[6].

4. Stage 3: Identifying Organizational Structures

According to Hodgkin and Huxley’s achievements, the initiation of action
potential begins when a large depolarizing current overcomes a threshold.
If the membrane is depolarized sufficiently, then some of the voltage-gated
Na+ channels open, and the influx of Na+ ions contribute further depolariza-
tion until the membrane potential reaches to the peak of the action poten-
tial. During the rising phase of action potential, states of Na+ channels are
switched from open, closed, to inactivated. In contrast, during this period,
K+ channels also open. However, the efflux of K+ ions is smaller than the
influx of Na+ ions, such that K+ channels hardly influence on the increase of
membrane voltages. However, When Na+ channels are gradually inactivated,
the membrane voltage begins to decrease, and then K+ channels also grad-
ually open. This way, an outward K+ current overwhelms an inward Na+

current. Finally, repolarization plus hypolarization of the membrane occur.
Note that the first question about the generation of action potential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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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replaced with the conductance across membrane changes through inward
and outward flows of ions thanks to Cole and Curtis’ discovery. Further-
more, the mode of action potential as a regular pulse integrated with three
different phases can correspond to three sub-states of cation channels ow-
ing to Hodgkin and Huxley’s findings. That is, the explanandum of action
potential is decomposed into three sub-states of voltage-gated ion channels,
so that an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of the channels as well as their
spatial organizations becomes a research topic. Here, we will focus on the
K+ channels. If researchers have a confidence such that ion channels are
responsible for a producing all phases of action potential, then they do not
need to heavily consider what entities are constitutively relevant to generate
an explanandum phenomenon because they just decompose the ion channels
into sub-components. Most ion channels are proteins as macromolecules so
that they can employ a lot of expermiental techniques to find chemic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proteins such as X-ray diffraction techniques,
cryon-electro microscopy techniques, etc. based on the following methodolog-
ical hypothesis:

• hdecompose: A macromolecule including DNA, RNA, and proteins which
are responsible for generating a phenomenon can be decomposed into
sub-structures in order to identifying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Spatially organizational features related to K+ channels are as follows:
(i) the shape of K+ channel, (ii) the sizes such length and diameter of the
channel, (iii) the size of K+ ions, (iv) relative locations of component sub-
parts of the channel, (v) orientations of component sub-parts of the channel,
and (vi) the hierarchical structures of the channel.

Importantly, most spatially organizational features of K+ channels are
revealed from empirical researches with purified crystals of the K+ chan-
nels. MacKinnon and his colleagues successfully acquire three-dimensional
pictures from X-ray crystallographic analysis of this channels which provides
information about shapes such as (B), (C), and (D) in Fig 7 (Jiang et al.
2003). According to MacKinnon, voltage-gated K+ channels are tetramers
of four identical subunits arranged as a ring, each contributing to the wall
of the trans-membrane K+ pore. The integration of the four polypeptide
chains are shown at (C) in Fig 7. Each subunit is composed of six membrane
spanning α-helical sequences. (A) in Fig 7 is a topological picture showing a
linear linkage among the six helices (S1-S6). Among them, the S5 and S6 he-
lices make a pore of the channels, including the selectivity filter such (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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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n Fig 7.1 The four blue balls represent K+ ions. The tetra-polypeptide
chains folded together form a pore along the axis of symmetry. The pore of
the K+ channel is the P-region between S5 and S6 consisting of P-loop and
its subsequent cavity as shown (E) in Fig 7. The P-loop is the selectivity
filter of the channel that chooses K+ over other ions. The inner chamber is
an entrance of the filter, where K+ is orderly inserted. The shape of the pore
is a tubular or cylindrical tunnel.

Figure 7: Structure, shapes, and relative locations of K+ channel

I summarize the spatially organizational features of K+ channels in the
mechanism of action potential as follows:

1. Shape: The voltage-gated K+ channels are a cluster of four polypep-

1Voltage-gated cation channels including Na+, K+, and Ca2+ are composed of pore-
forming α-helical sub-units being the secondary structure of proteins. For example, the
voltage-gated Na+ and Ca2+ channels is formed by a single polypeptide chain that contains
four homologous repeats (I-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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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de chains consisting of a homologous repeat of six membrane S1-S6.
The pore is a cylindrical tube consisting of an inner chamber and a
subsequent selectivity filter by the oxygen cages.

2. Size: The size of partially hydrated a K+ ion is larger than that of
partially hydrated a Na+ ion, such that the selectivity filter of the K+

channel allows the K+ to permeate from the cytoplasmic side into the
extracellular side.

3. Location: The VSD (S1-S4) locates on the periphery from the center of
the P-region (S5-S6) that contains P-loop as a selectivity filter of K+.

4. Orientation: The outward movement of S4 into the extracellular side
is associated with the S4-S5 linker to cross over the top of the S6. The
inward movement of S4 into the membrane side is associated with the
downward movement of the S4-S5 linker as well as the closing the gate
of the K+ channel by 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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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데이터집합과모형의관계 1 _상호배타성

• 데이터(data, 자료)의 정의

• 고전적논의: 데이터, 데이터집합, 이론적모형

• 데이터집합과이론적모형의상호배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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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데이터집합과모형의관계 2 _연구자-세계상호작용

• 매개물로서데이터

• 발견의맥락으로부터만드는맥락으로

• 데이터-세계동일시에대한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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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데이터집합과모형의관계 3 _공생적관계

• 데이터-적재모형들

• 모형-여과데이터

• 데이터-이론적모형의상호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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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처리에따른데이터집합의모형-적재성 1 _데이터변환, 수정, 내삽, 크기조정

• 데이터변환과신뢰도향상

• 모형여과를통한데이터수정

• 데이터공백을메우는내삽(보간)

• 척도의불일치를해결하기위한데이터크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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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처리에따른데이터집합의모형-적재성 2 _데이터동화

• 데이터동화란?

• 데이터동화의방법

• 모형-데이터공생의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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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처리에따른데이터집합의모형-적재성 3 _데이터융합

• 이종데이터의결합을위한데이터융합

• 모형기반데이터융합

• 컴퓨터모형들의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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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시데이터집합분석을위한준비 1 _원시데이터정형화와데이터처리의구분

• 데이터정형화란?

• 데이터처리의하위개념으로서데이터정형화

• 데이터정형화의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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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시데이터집합분석을위한준비 2 _원시데이터의분야별특수성과일반적특징

• 지구과학의사례들

• 컴퓨터학, 데이터공학의사례들

• 원시데이터의일반적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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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시데이터집합분석을위한준비 3 _원시데이터집합을위한데이터통합

• 데이터통합의애매함

• 정형화이후의데이터통합

• 정형화이전의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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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통합과정에서발견되는원시데이터의모형-적재성 1 _이질적데이터의통합

• 데이터이질성

• 통계적이질성의해결을위한데이터분포추정

• 사례

10



4. 데이터통합과정에서발견되는원시데이터의모형-적재성 2 _반복적관찰결과에대한데이터통합

• 실험과학분야에서데이터정규화

• 데이터정규화와상관관계분석

• 데이터정규화의전제로서원시데이터의모형-적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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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통합과정에서발견되는원시데이터의모형-적재성 3 _탐색적데이터분석을위한데이터통합

• 탐색적데이터분석이란?

• 데이터클리닝에의한데이터통합

• 데이터클리닝의전제로서원시데이터의모형-적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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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강한모형-적재성의가능성과한계 1 _데이터집합의약한모형-적재성: 데이터모형의구성적특징

• 데이터와이론적모형의공생적관계

• 데이터처리에의한모형-적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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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강한모형-적재성의가능성과한계 2 _데이터집합의강한모형-적재성: 원시데이터의모형-적재성

• 데이터정규화를가능하게하는원시데이터의모형-적재성

• 데이터클리닝의전제로서원시데이터의모형-적재성

• 강한모형-적재성과약한모형-적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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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강한모형-적재성의가능성과한계 3 _데이터처리의필수불가결성과데이터종류에따른선택적적용가능성

• 식별의어려움: 데이터처리의필수불가결성

• 과학적데이터의분야별이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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