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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실재론에 대한 쿤의 도전

26)이 정 민*

1. 서론

최근 과학  실재론1) 논쟁에서 과학사의 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수

십 년간 실재론이라는 철학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과학사의 사례 연구는 

이미 부지기수이다. 새로운 사례가 끊임없이 발굴되며, 동시에 기존 사례 연

구에 한 재검토도 활발히 이루어진다. 사례 연구의 범 도 다양하다. 최근

에는 코페르니쿠스 명이나 20세기 양자역학과 같은 거  명뿐만 아니라, 

1808년 데이비의 붕소(boron) 발견이나 1913년 니콜슨의 원자 이론과 같은 

작은 에피소드도 실재론 논의에 종종 등장한다. 후자의 연구를 포함하는 최

근의 논문집은 제목부터 ‘ 의 과학  실재론: 과학사로부터의 도 ’이다.2)

 * 국립한경 학교 라이트칼리지 조교수

1) 이하의 ‘실재론’은 모두 ‘과학  실재론’을 가리킨다.

【주제분류】과학철학, 실재론

【주 요 어】쿤, 수렴적 실재론, 이론 변화, 비관적 귀납

【요 약 문】

이 논문은 과학적 실재론에 대한 쿤의 도전을 새롭게 해석하고 옹호한다. 쿤은 과학사의 

사례 연구라는 방법론과 함께, 이론 변화를 과학적 실재론 논쟁의 핵심으로 끌어들였다. 하

지만 실재론에 대한 쿤의 진정한 도전은 흔히 언급되는 비관적 귀납이나 의미론적 공약불가

능성이 아니다. 나는 이 논문에서 쿤의 실재론 비판을 과학사의 존재론적 전개 방향에 대한 

논증으로 재구성하고 옹호한다. 또한 이렇게 재구성된 쿤의 논증에 대한 박승배 교수의 여

러 비판에 응답하고, 지칭 이론에 근거한 실재론 옹호에도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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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 과학사로부터의 도 의 시작에 토마스 쿤이 있다. 쿤은 이미 반세

기  과학사의 사례 연구를 통해 철학  문제에 근하는 연구 방법론의 

모범을 제시했다. 방법론뿐만 아니라 철학  입장과 련해서도 쿤은 실재

론에 한 도 을 던졌다. 어떤 의미에서 이론 변화를 심으로 한 실재론 

논의의  지형이 쿤에 의해 상당 부분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3) 쿤과 

같이 과학사의 사례를 동원한 표 인 실재론 비 이 라우든의 ‘수렴  실

재론 반박’이다.4) 반 로 라우든을 비 하며 과학사의 사례로 실재론을 옹

호한 표  입장이 워랄의 ‘구조  실재론’이다.5) 2000년  표  반실재

론 논증은 생물학의 역사에 기 한 스탠퍼드의 ‘미지의 안’(unconceived 

alternatives) 논증이며, 표  실재론 입장은 물리학에 기 한 치

와 래디먼의 존재  구조 실재론이다.6) 물론 이 모든 논의에서 쿤이 직

으로 언 되지는 않는다. 다만 쿤  스타일의 논증이 실재론과 반실재론 모

두에서 리 활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재론 논쟁이 상당 부분 쿤의 

그늘에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실재론에 한 쿤 자신의 입장에 해서는 여 히 이견이 분분하

다. 당연히 쿤은 형  반실재론자가 아닌가? 하지만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쿤이 특정 형태의 실재론에 반 한 것은 사실이다. 를 들어 과거와 

비교해 최근의 과학 이론이 참에 더 근 한다는 수렴  실재론이 그것이다. 

쿤은 이를 명시 으로 부정하며 반박하는 논증을 편다. 이 부분에 주목한 맥

2) T. Lyons and P. Vickers, (eds.) Contemporary Scientific Realism: The Challenge From 

the History of Science(Oxford, 2021)에 실린 여러 논문을 보라.

3) 최근 쿤 논의를 주도하는 이의 평가이다. K. Wray, “Kuhn and the Contemporary 

Realism/Antirealism Debates”, in Hopos: Th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History of Philosophy of Science, vol. 11(2021).

4) L. Laudan, “A Confutation of Convergent Realism”, in Philosophy of Science, vol. 

48(1981).

5) J. Worrall, “Structural Realism: The Best of Both Worlds?”, in Dialectica, vol. 43(1989).

6) 각각의 표 문헌은 다음과 같다. K. Stanford, Exceeding Our Grasp: Science, History, 

and the Problem of Unconceived Alternatives(Oxford, 2006) ; S. French and J. 

Ladyman, “The Dissolution of Objects: Between Platonism and Phenomenalism”, in 

Synthese, vol.136(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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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린은, 쿤은 과학철학의 다른 어떤 입장보다 실재론을 공격했으며 과학 이

론의 진리를 부정하는 반실재론자 다고 주장한다.7) 하지만 좀 더 안 한 

결론은 쿤이 어도 수렴  실재론자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여 히 쿤이 

립 이거나  다른 의미의 실재론자일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를 

들어 생키는 쿤의 견해와 실재론 사이의 긴장 계를 인정하면서도 둘은 어

느 정도 양립가능하다고 본다. 기에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쿤을 ‘  실

재론자’(perspectival realist)라고 하며 마시미 한 쿤을 ‘온건 실재론자’라고 

주장한다.8) 하지만 문헌상으로는 여 히 쿤을 반실재론자로 보는 입장이 다

수이다.9)

이 논문의 목표는 쿤과 실재론을 둘러싼 최근의 여러 논의를 검토하고 쿤

과 실재론의 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기 해서는 먼  실재론

의 문제가 무엇이고, 실재론  입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이것이 2 의 논의이다. 다음 3 에서는 실재론과 련된 쿤의 도 을 알아

본다. 4 에서는 쿤의 반실재론 논증을 새롭게 재구성한다. 나는 과학사의 

존재론  변화에 한 쿤의 견해가 여 히 실재론  입장과 충돌한다고 주

장할 것이다. 마지막 5 에서는 쿤을 비 하며 수렴  실재론을 옹호한 박

승배 교수의 논의에 맞서 쿤을 다시  옹호한다.

7) E. McMullin, “A Case for Scientific Realism”, in J. Leplin (ed.) Scientific Realism 

(Berkeley. 1984). 맥멀린은 쿤 과학철학의 진정한 도 이 과학  합리성이 아닌, 실

재론의 문제 다고 주장한다.

8) 이 게 넓은 의 실재론  해석은 다음과 같다. H. Sankey, “Kuhn, Relativism and 

Realism”, in J. Saatsi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Scientific Realism, (London 

and New York. 2018) ; R. Giere, “Kuhn as Perspectival Realist”, in Topoi, vol. 

32(2013) ; M. Massimi, “Working in a New World: Kuhn, Constructivism, and Mind- 

Dependence”, in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Part A, vol. 50(2015).

9) 쿤에 한 반실재론  해석은 다음과 같다. T. Arabatzis, “Can a Historian of Science 

be a Scientific Realist?” in Philosophy of Science, vol. 68(2001) ; G. Doppelt, 

“Explaining the Success of Science: Kuhn and Scientific Realists”, in Topoi, vol. 

3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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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적 실재론의 문제

과학  실재론을 둘러싼 첨 한 논쟁의 상당 부분은 ‘실재론’의 의미를 어

떻게 규정할지의 문제이다. 실재론에 한 실질  논쟁과 별도로 ‘실재론’의 

의미에 한 논쟁이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실재론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

지에 해서도 이견이 있다. 차크라바티와 반 라센의 최근 논쟁을 보면 이 

분야를 선도하는 학자들조차 실재론의 문제를 상당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음

이 밝 진다.10) 사실 이것은 거의 모든 철학  문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

다. 문제 자체와 문제에 한 여러 입장을 논쟁 당사자들이 서로 다르게 규

정해 자기 입장을 옹호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실재론은 의미론  논의가 실

질  논의를 능가할 정도로 그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실재론 비 이나 옹호에 앞서 실재론의 문제가 무엇이고, 실재론  입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실재론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은 크게 세 개의 축을 따라 논의된다. 형이상

학, 의미론, 인식론이 그것이다.11) 실재론자이기 해서는 최소한 이 세 축

의 요구 사항을 모두 받아들여야 하며, 하나라도 거부한다면 실재론자가 아

니다. 각각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형이상학  요구 사항: 과학이 탐구하는 세계는 마음과 독립 으로 존재한다. 

의미론  요구 사항: 과학 이론의 진술은 세계에 해 문자 그 로 참이거나 

거짓이다.

인식론  요구 사항: 과학 이론은 세계에 해 참인 지식이며, 우리는 그것이 

참임을 알 수 있다.

10) A, Chakravartty and B. Van Fraassen, “What is Scientific Realism?” in Spontaneous 

Generations: A Journal for the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vol. 9(2018).

11) 이것은 의 거의 모든 실재론 논의에 표 으로 등장하는 구분이다. S. Psillos, 

Scientific Realism: How Science Tracks Truth(London, 1999), xvii쪽 ; J. Ladyman, 

Understanding Philosophy of Science(London and New York, 2002), 158쪽, A. 

Chakravartty, “Scientific Realism", in E. Zalta (ed.)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ummer 2017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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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론자이기 해 셋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무 과도한 요구

는 아닌가? 그 지는 않다. 각각의 요구 사항에 여러 제한이 따라붙기 때문

이다. 첫째, 여기서 과학 ‘이론’이 세계 체를 포 하는 체계  이론일 필요

는 없다. 과학  ‘모형’이나 ‘표상’이 실재 세계의 ‘일부’를 히 반 한다

고 주장하면 실재론이다. 둘째, 과거와 미래의 모든 과학 이론(모형, 표상)12)

이 실재를 반 해야 할 필요도 없다. 참신한 측(novel prediction)을 하는 

성숙한(mature) 과학 이론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재 최선의 과학 이론이 

보통 그러한 이론이므로, 실재론자는 재 최선의 과학 이론에 한 실재론

만을 유지하면 된다. 과거의 폐기된 이론이나 존재자, 를 들어 에테르나 

로지스톤에 해 실재론자일 필요는 없다. 셋째, 여기서 ‘참’은 보통 

 의미가 아닌, 근사  의미의 참으로 이해된다. ‘근사  참’이 무 느슨한 

기 이 아닌가 반문할 수 있지만 그 지는 않다. 근사 으로도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은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사실 실재론에 한 여러 요구 사항에서 더 요한 것은 ‘세계’의 범 이

다. 실재론자가 ‘세계’라고 할 때는 세계의 측가능한 부분만이 아닌, 측

불가능한 부분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앞의 세 가지 요구 사항은 모두 세계

의 측불가능한 부분에 용되어야 한다. 만일 ‘세계’를 측가능한 상 

세계에 한정한다면 이 모든 요구 사항을 반실재론자가 받아들이지 못할 이

유는 없다. 바로 이 부분이 실재론자와 반실재론자의 요한 차이이다. 실재

론자는 과학이 세계의 측불가능한 역의 존재와 인식, 의미에 해 개입

한다고 보는 반면, 반실재론자는 그러한 개입을 거부한다. 다만 반실재론자

가 모든 요구 사항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셋  하나 이상을 거부하는 것

이다.

이 마지막 제한 사항이 요하다. 최근 들어 의미론  요구 사항을 거부하

는 반실재론자는 거의 없다. 를 들어 ‘ 자의 스핀은 ±1/2이다’와 같은 과

학  진술을 생각해 보자. 과학자 부분은 이 진술을 문자 그 로 의미 있

12) 이하 ‘이론’은 ‘이론이나 모형, 표상’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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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술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만일 의미론  요구 사항을 거부하면, 이 진

술은 문자 그 로는 참도 거짓도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를 들어 

도구주의처럼 과학  진술은 자연 상을 측하는 도구로서만 의미가 있다

고 할 수 있다.13) 우리는 어떤 ‘도구’를 유용하다고 하지 참이나 거짓이라고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도구로서의 과학  진술도 참거짓이 아니다. 논리

실증주의도 의미론  요구 사항을 거부하는 입장이다. 여기서 이론 용어를 

포함하는 과학  진술은 찰 진술로 번역되었을 때만 의미가 있다. 그 다

면 ‘ 자’나 ‘스핀’과 같은 이론 용어를 찰 용어로 번역하고 그 의미론을 

제공해야 한다. 이제 논리실증주의의 이러한 번역 기획은 실패로 여겨진다. 

따라서 로우보텀과 같은 소수의 도구주의자를 제외하면, 재 반실재론자 

가운데 의미론  요구 사항을 거부하는 이는 거의 없다.14)

그 다면 나머지 두 가지 요구 사항은 어떨까? 먼  형이상학  요구 사항

을 거부하는 반실재론에 해서 알아보자. 이를 거부하면 과학이 탐구하는 

세계는 마음과 독립 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가 념 안에 존재한다는 

통 인 념론이나, 세계의 존재론이 우리의 인식 범주에 어느 정도 의존

한다는 칸트  입장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도  실재론 논의에

서는 소수에 불과하다. 오히려 세계는 마음과 독립 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한 앎의 가능성에 회의 인 불가지론(agnosticism)을 

취할 수 있다. 이것이 지난 수십 년간  반실재론을 주도한 반 라센

의 ‘구성  경험론’의 원래 입장이기도 하다.15) 이 입장이 반실재론인 이유

13) 종종 반실재론 체를 세분하지 않고 도구주의라고 부르지만 최근 실재론 논쟁에서 

도구주의는 이러한 특수한 반실재론  입장을 가리킨다. 재 표  도구주의자는 

로우보텀이다. D. Rowbottom, “The Instrumentalist’s New Clothes”, in Philosophy 

of Science, vol. 78(2011).

14) 도구주의와 함께 의미론  요구 사항을 거부하는  다른 외  입장은 허구주의이

다. 이 입장에 따르면 과학 이론은 소설과 같은 일종의 허구이지만, 세계는 그것이 

‘마치’ 참인 것처럼 작동한다. A. Fine, “Fictionalism”, in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vol. 18(1993).

15) B. Van Fraassen, The Scientific Image(Oxford, 1980). 이후 반 라센의 입장은 미묘

하게 달라졌지만 그에 한 논의는 이 논문의 범 를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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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로지 인식론  요구 사항만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세계의 

측불가능한 부분이 존재하고 과학이 이를 의미 있게 서술한다 해도 그것이 

문자 그 로 참임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참에 한 믿음은 어도 

과학에는 불필요한, ‘의무를 월하는’(supererogatory) 믿음이다.16)

나는 반 라센처럼 실재론을 인식론  요구 사항을 따라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문제 설정이라고 본다. 형이상학  믿음, 를 들어 ’힉스 입자가 실

재한다’라는 믿음만으로 힉스 입자에 한 과학  실재론자라고 할 수는 없

다. 반실재론자도 얼마든지 그러한 믿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반실재론

자는 여 히 다음처럼 실재론을 문제시할 수 있다. 반실재론자 A는 힉스 입

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실재한다고 본다. 다만 A는 힉스 모형(힉스 메카니즘)

이 측불가능한 세계에 해 문자 그 로 참임을 알 수 없거나, 어도 그

러한 믿음이 과학에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실재론자 B는 이 지 에서 

그것이 참임을 알 수 있다고 추론하고, 자신의 추론을 철학  논증을 통해 

뒷받침하려 한다. 를 들어 B는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IBE)이나, 그 한 형

태인 기 불가 논증, 힉스 모형의 비경험  덕목(설명력, 단순성, 일 성 등) 

등에 호소할 수 있다.

이것이 실재론이 철학  문제인 이유이다. 다시 말해 이미 실재론자는 자

신의 논의에 과학자의 경험  증거와는 다른 차원의 철학  논의를 끌어들

다. 반면 힉스의 존재를 검출하기 한 과학자가 IBE나 이론의 비경험  

덕목에 호소하겠는가? 일부 보수 인 과학자는 재까지 경험  증거의 불

충분을 근거로 힉스 입자의 존재를 의심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자의 

태도는 실재론과 반실재론 논쟁에 아무런 함축이 없다. 다시 말해 실재론  

반실재론 논쟁의 핵심은 측불가능한 존재자에 한 형이상학  믿음 여부

가 아니다. 측불가능한 세계에 한 앎의 가능성을 놓고 펼치는 서로 다른 

철학  직 과 논증이 문제시되는 것이다.17)

16) B. Van Fraassen, “From a View of Science to a New Empiricism”, in B. Monton (ed.) 

Images of Empiricism: Essays on Science and Stances(Oxford, 2007), 343-4쪽.

17) A, Chakravartty and B. Van Fraassen, “What is Scientific Realism?” in Spontan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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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재론에 대한 쿤의 도전

실재론의 문제는 이 게 이해한다면 쿤은 이 모든 입장과 어떤 계에 있

을까? 과연 쿤은 여러 실재론  입장 각각에 정확히 어떤 도 을 던지는 것

일까? 이 문제에 답하려면 먼  쿤이 실재론의 논의 지형에 어떤 향을 주

었는지 살펴 야 한다. 다시 말해 쿤 이 과 이후 철학자들이 실재론의 문제

를 설정하는 방식에 변화가 요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 이의 역사  연구에 의하면 쿤은 이론 변화를 실재론의 심 문제

로 끌여들 다.18) 쿤 이 까지 실재론의 심 문제는 이론 용어의 의미를 둘

러싸고 벌어진 의미론  문제 다. 여기에는 과학의 이론  존재자를 유용

한 도구 취 하던 도구주의와, 이론 용어를 포함하는 과학의 언어를 찰 언

어로 번역 는 환원하려고 했던 논리실증주의가 있었다. 이들 반실재론 입

장이 포퍼, 맥스웰, 스마트와 같은 당  실재론자의 비  상이었다.

반면 70년  이후 지난 50년간 실재론의 심 문제는 이론 변화의 문제

다. 쿤 이후 과학 이론의 역사  변화가 실재론에 한 도 으로 떠오른 

것이다. 특히 과학사의 여러 사례 연구가 개념  논의와 더불어 실재론 논의

의 심을 이룬다. 바로 이러한 논의의 지형 변화가 쿤의 역사  향이다. 

물론 쿤이 당  과학  실재론 논쟁에 직  참여한 것은 아니다. 다만 쿤의 

과학사 서술이 기존의 과학상과 실재론에 한 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쿤은 과학의 이론 변화가 연속 이고 인 진보라는 기존의 과학상

을 공격한다. 이론 는 패러다임 변화는 불연속 이고 비 인 단 이

다. 때때로 이제 ‘쿤 손실’(Kuhn loss)이라고 부르는 과거의 과학  성취에 

한 손실이 동반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명  과학상이 과학  실재론과 

직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의 과학  실재론자는 기본 으로 오류가

능주의자(fallibilist)이기 때문이다. 실재론자도 과학이 얼마든지 오류를 지

Generations: A Journal for the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vol. 9(2018)를 보

라. 나는 이 부분에서 차크라바티가 실재론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혼동을 앞서 지 한 스탠포드(Stanford 2015)도 보라.

18) K. Wray,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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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며, 과학의 발 이 단선  진보가 아니라는 것을 흔쾌히 인정한다.

다만 쿤의 과학 이 실재론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에테르

와 로지스톤 같이 과거 과학의 이론  존재자가 폐기되거나 지칭에 실패

하는 경우이다. 흔히 ‘비  귀납’으로 알려진 반실재론의 주요 논증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룬다.19) 이 논증은 에테르나 로지스톤 이론과 같이 과거의 성

공 이었던 과학 이론에서 출발한다. 한때 성공 이었던 다수의 과거 이론은 

이제 거짓이거나 지칭에 실패하는 것으로 밝 졌다. 따라서 일종의 귀납에 

의해 재 최선의 과학 이론 한 거짓이거나 지칭에 실패할 것이라고 추론

할 수 있다. 이것이 표  반실재론 논증인 비  귀납이다. 일차 인 과학 

이론에 한 메타 수 의 귀납이라는 뜻에서 ‘메타 귀납’으로도 불린다.

과연 실재론에 한 쿤의 요한 도 이 비  귀납일까? 나는 1970-80

년  비  귀납 논의에 끼친 쿤의 역사  향을 인정해도, 그것이 개념

으로 실재론에 한 쿤의 진정한 도 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비

 귀납은 과학 이론의 역사  변화를 핵심 논거로 삼는다. 바로 이 에서 

비  귀납은 쿤의 과학사 서술의 향을 받았다. 그 다고 실재론에 한 

쿤 자신의 도 을 비  귀납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답하기에 앞서 비  귀납 논증을 뜯어보자. 비  귀납이 반

실재론 논증으로 성립하려면 핵심 제가 필요하다. 그 제란 재 최선의 

과학 이론도 과거의 폐기된 과학 이론과 유 한 측면에서 다르지 않다는 것

이다. 여기서 유 한 측면이란 바로 진리와 지칭에 련된 부분을 가리킨다. 

하지만 앞서 지 한 로, 최근의 과학  실재론은 일반 으로 참신한 측

을 하는 성숙한 과학 이론에 국한된다. 이것은 재 최선의 과학 이론이 과

19) 흔히 라우던의 1981년 논문이 인용되지만 이 논문에는 과거에 성공 이었지만 지칭

에 실패한 이론의 목록만이 제시될 뿐 비  귀납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비  귀납에 한 최 의 논의는 푸앙카 까지 올라가지만,  실재론과 

련된 논의는 퍼트남과 헤스에서 시작한다. M. Hesse, “Truth and the Growth of 

Scientific Knowledge”, in PSA: Proceedings of the Biennial Meeting of the Philosophy 

of Science Association, vol.2(1976)를 보라. 헤스의 ‘이론 변화에 한 과학사로부터

의 귀납’이라는 명칭이 가리키듯이 쿤의 과학 을 염두에 둔 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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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폐기된 과학 이론과 질 으로 다를 가능성을 암시한다. 따라서 비  

귀납이 성립하려면 좀 더 일반 인 제가 필요하다. 헤스가 ‘불특권 원칙’

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제안했던 원칙이 그것이다.20) 이것은 재 우리의 과

학 이론도 과거의 과학 이론이 보여  만큼이나 진 인 개념 변화의 상

이 된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재 과학 이론의 진리나 존재에 특권

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 원칙을 제하면 비  귀납이 반실재론 

논증으로 성립한다.

하지만 실재론에 한 쿤의 도 이 이러한 형태의 비  귀납인지는 여

히 불분명하다. 먼  쿤의 ‘세계 변화’와 같은 존재론  변화를 말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쿤은 후 의 패러다임이 앞선 패러다임의 퍼즐풀

이 능력을 상당 부분 보존하며, 이러한 퍼즐풀이 능력은 패러다임을 거쳐 진

보한다고 본다.21) 어도 퍼즐풀이 능력에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뉴턴의 

이론보다, 뉴턴의 이론은 아리스토텔 스의 이론보다 더 뛰어난 것이다. 퍼

즐풀이 능력 이외에도 측의 정확성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재의 과학 이

론은 과거와 다르다고 쿤은 지 한다.22) 물론 쿤은 후 의 과학 이론이 참에 

 더 가까워진다는 목 론  은 거부하지만, 그 다고 재 최선의 

과학 이론이 과거와 비슷하게 거짓으로 밝 질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아니

다. 비  귀납 논증의 핵심 제에 해 쿤은 유보 이다.

일부 자는 실재론에 한 쿤의 진정한 도 은 공약불가능성의 개념에 

있다고 진단한다. 이것은 과학이 명 으로 변화할 때 이 과 이후의 이론

을 같은 기 에 의해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약불가능성 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기에 그 실재론  함축은 따져보아야 한다. 이 

문제와 련해 생키는 지칭과 련한 의미론  공약불가능성이 실재론에 

이 된다고 주장한다.23) 의미론  공약불가능성은 서로 다른 패러다임의 

20) M. Hesse, 의 논문, 264쪽.

21) T.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2nd ed.(Chicago, 1970), 169-170쪽.

22) T. Kuhn, 의 책, 206쪽.

23) H. Sankey, “Scientific Realism and the Semantic Incommensurability Thesis”, in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Part A, vol. 40(2009), 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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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나 개념의 의미가 근본 으로 달라지는 사태를 가리킨다. 생키는 의미

를 게 식으로 뜻(sense)과 지시체(reference)로 구분한 뒤, 오직 지시체와 

련된 공약불가능성이 실재론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 용어의 뜻만이 변할 

경우 여 히 같은 상의 지칭에 성공할 수 있다. 반면에 지시체가 불연속

으로 변한다면 명 과 후의 이론은 같은 상을 지칭하지 못한다. 생키는 

실재론자 입장에서 과학 명을 거쳐도 지시체는 연속 으로 보존된다고 주

장한다. 이를 해 그는 인과  지칭 이론에 호소한다.

과연 이런 방식의 의미론  공약불가능성이 여러 다양한 실재론에 

이 될까? 나는 그러한 이 제한 이라고 생각한다. 를 들어 최근 주요

한 실재론 입장인 구조  실재론이 있다. 이 입장은 이론 변화시 개별 존재

자의 지시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를 들어 19세기  

넬에게 빛은 공간 속 매질의 역학  운동이었다. 반면 세기 반 맥스웰에게 

빛은 역학과 무 한 자기장의 진동을 가리킨다. 빛의 지시체는 달라졌다. 

하지만 두 이론 모두 빛의 를 서술하는 방정식과 같은 수학  구조는 

보존되었다. 따라서 세계의 수학  구조를 실재론  개입의 상으로 보는 

구조  실재론은 지시체의 변화에 향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론 변화에 따른 지시체의 불연속  변화는 제한된 형태의 실재

론에만 이 된다. 를 들어 라우던이 정의한 수렴  실재론이 그것이다. 

수렴  실재론에 따르면 최근 이론은 옛 이론보다 참에 더 가까우며, 옛 이

론의 지시체를 보존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옛 이론과 동일한 지시체에 한 

과학 지식의 진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퍼트남과 생키, 라우던 모두 이

러한 과학  진보 개념을 실재론의 일부로 본다. 하지만 나는 실재론의 문제

와 과학  진보의 문제는 개념 으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실재론은 공

시  에서 재 최선의 이론과 세계의 계에 한 문제인 반면, 과학  

진보는 통시  에서 과학 이론 자체의 변화에 계된 문제이기 때문이

다. 쿤처럼 실재론과 독립 으로 퍼즐풀이 능력의 향상이라는 진보 개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더욱이 최근 이론 변화와 비  귀납에 맞서 실재론을 옹호하는 주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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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분할 정복(divide et impera) 략으로 알려진 선택  실재론(selective 

realism)이다. 선택  실재론자는 과학 이론의 상당 부분이 폐기되어 이론  

존재자의 지칭에 실패하는 상황까지도 인정한다. 다만 그들은 과거 이론에

서 성공  측에 책임이 있는 부분이 새 이론에서도 보존된다고 주장한다. 

키처와 실로스 외에도 차크라바티의 실재론(semirealism), 워랄의 구조  

실재론 등이 모두 선택  실재론의 입장이다. 이들 실재론은 옛 이론에서 지

칭에 실패하는 부분을 도려내고, 오직 성공  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론

 요소만을 유지하여 실재론을 옹호하려 한다. 어  보면 반실재론과 차별

되는 실재론의 최소 요건을 찾는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이러한 략이 성공

인지는 여 히 논쟁 이라 해도 실재론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진 것은 사실

이다. 과연 이런 다양한 실재론 입장에도 쿤  이론 변화가 문제가 될까?

4. 쿤의 반실재론 논증

이제 나는 실재론에 한 쿤의 진정한 도 을 이 의 문헌과는 조  다른 

방식으로 구성하려 한다. 그것은 의미론  공약불가능성이나 지칭의 실패에 

한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비  귀납과 비슷하지만, 그보다 좀 더 미묘

한 방식으로 실재론의 문제를 건드린다. 련 구 은 ‘수렴  실재론’을 반

박하는 �과학 명의 구조� 1969년 후기에 나타난다.

내 생각에 ‘정말로 있다’와 같은 구 을 이론과 독립 으로 재구성할 방법은 

없다. 이론의 존재론과 자연의 ‘실재’하는 응물이 일치한다는 생각은 기본 으

로 환상이다. 게다가 역사가로서 나는 이 견해가 그럴 법하지 않다고 확신한다.

이 부분은 수렴  실재론을 부정하는 쿤의 주장이다. “게다가”라는 표  

때문에 마치 이하 논의가 부차 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부분이 주장을 뒷받침

하는 실질  근거이다. 이어지는 논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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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퍼즐풀이의 도구로서는 의심할 나  없이 뉴턴의 역학이 아리스토

텔 스의 역학보다 뛰어나며, 아인슈타인의 역학은 뉴턴의 역학보다 뛰어나다. 

그러나 이들 계열에서 일 된 존재론  개 방향을 찾아볼 수는 없다. 오히려 

부는 아니지만 일부 요한 측면에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 성이론은 뉴턴

의 이론보다 아리스토텔 스의 이론에 더 가깝다.(강조는 추가)24)

비슷한 논증은 실재론자 보이드에 한 반박 논문에서도 등장한다.

 

도구로서의 과학은 의심할 나  없이 진보한다. 하지만 보이드의 주장은 과학

의 도구  효율성에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론의 문제로 자연에 실제로 존

재하는 것, 세계의 실제 이음매에 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 어떤 수렴 과정이 있

다는 역사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내가 다른 곳에서 제안한 로, 상 론  물리

학의 존재론은 요한 측면에서 뉴턴 물리학의 존재론보다는 아리스토텔 스 물

리학의 존재론에 더 가깝다. 그 하나의 사례는 여기서 많은 사례를 신한다.25)

여기서 “다른 곳”은 바로 에서 인용한 1969년 후기의 구 을 가리킨다. 

두 구  모두에서 쿤은 우선 진보의 문제와 실재론의 문제를 구별한다. 도구

 의미의 진보는 별문제 없지만,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과학 이론의 존

재론이다. 쿤은 바로 후자의 문제를 과학사의 사례를 통해 논의한다.

쿤은 아리스토텔 스-뉴턴-아인슈타인으로 이어지는 물리학에서 “일 된 

존재론  개 방향”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다른 곳

에서 그는 은 시  자신의 ‘아리스토텔 스 경험’을 길게 서술한 이 있

다.26) 하지만 그 부분은 아리스토텔 스에서 뉴턴 물리학으로의 명  환

에 한 것으로 아인슈타인의 상 성이론은 언 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의 두 인용문은 ‘아리스토텔 스 경험’과는 조  다르게 읽 야 한다고 본다.

24) T.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2nd ed.(Chicago, 1970), 206쪽.

25) T. Kuhn, The Road Since Structure: Philosophical Essays, 1970
–
1993(Chicago, 2000), 

206쪽.

26) T. Kuhn, 의 책, 15-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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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이 인용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모든 에서 아리

스토텔 스 이론에 가깝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 요한 측면에서”에서 그

다는 것이다. 여기서 “ 요한 측면”이란 바로 이론의 존재론을 가리킨다. 그

다면 쿤이 여기서 얘기하는 물리학의 존재론은 무엇인가? 뉴턴 이론에서 

공간은 물질과 독립된 실체(substance) 던 반면, 아리스토텔 스나 아인슈

타인에서는 공간이 물질과 독립된 실체가 아니다. 뉴턴이 이야기한 ‘  공

간’이 바로 공간을 물체와 독립된 실체로 보는 이다. 뉴턴 에서는 

우주의 모든 물질 존재가 사라져도 그것을 담는 공간은 남는다. 공간을 물질

을 담는 용기와 같이 보는 이다. 바로 이 한 가지 요한 존재론  측면

에서 뉴턴의 이론은 다른 두 이론과 다르다. 따라서 쿤의 논증을 평가하려면 

바로 이 이 먼  이해되어야 한다.

만일 공간과 물질이라는 근본 인 존재론과 련해 재 최선의 이론인 

상 성이론이 아리스토텔 스에 가깝다면 어떻게 될까? 그 다면 고 로부

터 공간은 물질과 독립된 실체가 아니었다가 뉴턴 이론이 지배한 기간만 독

립된 실체 다는 뜻일까? 실재론자라면 오히려 재 최선의 이론인 상 성

이론에 따라 공간은 독립된 실체가 아니며,  공간을 폐기된 존재자 취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응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착한다.  이론

의 존재론을 우선시한다면, 어도 공간의 존재에 해서는 아리스토텔 스

의 이론이 뉴턴의 이론보다 참에 가깝다고 해야 한다. 공간의 존재론은 아리

스토텔 스 이론이  이론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 간에 뉴턴 이론에 의

해 도입된 ‘  공간’은 새 이론에서 폐기되었다. 과학의 역사를 통해 공간

의 존재론이 왔다 갔다 한 것이다. 이것이 세 이론의 계열에서 “일 된 존재

론  개 방향”을 찾을 수 없다는 쿤의 논 이다.

여기서 존재론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는 비  귀납과도 다르다. 비  

귀납이라면 뉴턴 이론의  공간이 이제는 지칭에 실패하는 것처럼, 재 

이론 한 지칭에 실패할 것이라고 해야 한다. 하지만 쿤의 논 은 과거나 

재 이론의 존재자가 지칭에 실패한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쿤의 논 은 

순 히 과학사의 기록만을 놓고 볼 때 공간의 존재론에 해 재 이론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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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해 어느 이론이 참에 더 근 한 이론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

보다 실재론의 인식론  요구 사항에 한 것이다. 만일 재 이론이 참에 

더 근 한 이론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알 수 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아리스토

텔 스 이론 한 뉴턴 이론보다 참에 더 근 한 이론임을 알 수 있어야 한

다. 그 다면 왜 그러한 특별한 앎이 뉴턴 이론에는 허용되지 않는가? 과학

사에서는  공간을 폐기한 변화만큼이나  공간을 도입한 변화도 

같이 명 인 변화 다. 그 다면 이 사례에 한해서는 우리는 참과 련해 

재 이론이 어떤 치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 이론의 존재

론이 참이라고 해도 그것을 알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쿤은 이것이 외 인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과학사의 “많은 사례를 신

하는” 일반 인 논 이라고 한다. 실제로 과학사에서 이론의 존재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례는 외 이 아니라 일반 인 상이다. 를 들어 빛의 존재

론에 해서도 비슷한 논 이 성립한다. 뉴턴 이론에서 빛은 직선으로 운동

하는 입자이다. 반면 19세기  이나 넬의 이론에서 빛은 그 자체로 

입자가 아니라 매질의 진동에 따라 되는 동이었다. 그런데 20세기  

양자 이론은 빛 양자(light quantum)라고 불리는 빛의 입자성을 재발견했다. 

물론 이것은 뉴턴 이론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명  

이론으로 이어졌다. 흔히 양자역학에서 빛은 입자- 동 이 성을 지닌다고 

하지만 이것은 상 차원에서 서술  특징이다. 존재론 으로 양자는 입자

도 동도 아니며 이 둘의 일반화는 더더욱 아니다. 빛의 이론 계열에서도 

일 된 존재론  개 방향은 찾을 수 없다.

실재론자는 이상의 반론에 다음처럼 응할 수 있다. 그 한 가지 방식은 

공간이나 빛의 존재론을 과학의 문제가 아닌 철학의 문제로 취 하는 것이

다. 철학  존재론이 과학에서 해결되지 않듯이 이들 존재론도 과학에서 해

결되지 않는다. ‘과학 ’ 실재론은 세계 일반의 형이상학  존재론이 아니므

로 공간이나 빛의 존재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 다면 일 된 존재론  

개 방향이 없다는 쿤의 논 은 ‘과학 ’ 실재론을 하지 않는다. 그 다

면 우리는 과학의 어떤 존재자에 선택 으로 개입해야 하는가? 이는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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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한 선택  실재론의 문제로 돌아간다.

쿤이 선택  실재론에 어떻게 응답했을지는 알 수 없다. 이것은 주로 쿤 

사후의 논의 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 추측을 해볼 수는 있다. 선

택  실재론자들은 공통 으로 이론의 성공  측에 책임이 있는 부분에 

해서만 실재론을 유지한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론 변화 과정에서도 보존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는 재 최선의 과학 이론에서 성공  측에 필수 

불가결한 부분과 그 지 않은 부분을 원칙 으로 가려내려 한다. 과연 이러

한 분할 정복 략이 성공할 수 있을까?

를 들어 일반 상 성 이론에서 경험  측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아인

슈타인 장방정식이다. 따라서 선택  실재론자는 장방정식의 요소나 구조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장방정식의 내용을 뜯어보면 물질-에 지 분포

와 시공간 곡률의 등치 계를 표 한다. 다시 말해 시공간 기하가 물질-에

지 분포와 독립 이 아니라는 것이다. 흔한 표 로 질량이 기하를 만들고 

기하는 질량처럼 작동한다. 이 게 장방정식은 공간의 존재론에 곧바로 개입

한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공간과 물질의 존재론  문제가 얽 있는 것이다. 

그 다면 장방정식에서 어떻게 일반 인 존재론의 함축을 걷어낼 것인가?

선택  실재론의 문제는 한 과학 이론에서 성공  측에 꼭 필요한 부분

과 하는 일 없이 남아도는 부분을 가려낼 원칙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

 사후 으로 지칭에 실패하여 폐기되는 존재자를 남아돈다고 부를 뿐이

다. 정말로 그것이 하는 일 없이 남아도는 부분이었다면 애 에 왜 이론에 

포함되었겠는가? 하지만 이제 이러한 논의는 쿤을 넘어선다.

5. 수렴적 실재론에 대한 재반박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자. 나는 실재론의 규정에 한 논의로 출발

했다. 쿤이 과학사의 이론 변화를 실재론의 문제로 끌어들인 것은 옳다. 하

지만 실재론에 한 그의 진정한 도 은 비  귀납이나 의미론  공약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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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의 문제와 다르다. 나는 그것을 과학사의 존재론  개 방향에 한 

논증으로 재구성했다. 쿤의 논 은 앞서 실재론의 규정에서 인식론  요구 

사항을 부정하는 것으로, 어떤 이론의 존재론이 참에 가까운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직 으로는 수렴  실재론에, 잠재 으로는 선택  

실재론에도 이 된다.

최근 박승배 교수님은 쿤에 한 비 을 통해 수렴  실재론을 다시  옹

호했다.27) 특히 그는 쿤의 반실재론 논증을 크게 둘로 나 어 재구성한 뒤 

각각에 해 흥미로운 비 을 가한다. 그의 첫 번째 비 이 내가 앞에서 재

구성한 쿤의 반실재론 논증에 한 비 이다. 따라서 그의 비 을 검토하면

서 쿤이라면 어떻게 답할지 알아보자.

박승배의 첫 번째 비 은 아리스토텔 스-뉴턴-아인슈타인으로 이어지는 

물리학의 이론 변화에 한 것이다. 뉴턴 물리학에서는 공간의 속성이 물체

의 운동과 독립 이다. 반면 아리스토텔 스나 아인슈타인 물리학에서는 공

간의 속성이 물체의 운동에 인과  향을 다. 이 에서 아인슈타인 물리

학은 뉴턴보다 아리스토텔 스 물리학에 가깝다. 따라서 과학이 진리를 향

해 나아간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박승배는 이 논증을 먼  다음과 같이 비 한다. 쿤의 논증과 같은 형식의 

논증은 다음과 같다. 철수는 처음에 희를 좋아했다. 그러다 간에 싫어했

고 이제는 다시 좋아하게 되었다. 과연 ‘철수가 희를 좋아한다’는 진술은 

참이 아닌 것일까? 그 다고 할 수는 없다. 철수의 생각이 바 고 때로 과거

로 회귀한다고 해서 재 철수의 사랑이 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마찬

가지로 공간의 존재론에서 아인슈타인 이론이 아리스토텔 스 이론으로 회

귀했다고 해서 그 이론이 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비 은 간단해 보이지만 쿤과 실재론의 문제에 해 매우 요한 을 

지 한다. 그것은 앞서 언 한 로 실재론과 과학  진보의 문제는 개념

으로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실재론은 재 최선의 과학 이론의 존재론  개

27) 박승배, ｢수렴  실재론에 한 옹호｣, �범한철학�, 제88집(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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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의 문제이다. 반면 과학  진보는 역사 으로 과학 이론이 변화하는 방식

의 문제이다. 이론 변화가 실재론의 심 문제가 되면서 이 둘이 종종 혼동

되지만 둘은 개념 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보통의 수렴  실재론 

에서는 과학의 진보를 참으로의 근 으로 보기 때문에 둘은 잘 구분되지 않

으며, 쿤도 종종 이 둘을 뭉뚱그려 논한다. 그럼에도 이 둘을 개념 으로 구

분하는 것이 올바른 논의 방향이라고 본다.

이 을 인정해도 나는 쿤의 논증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쿤이 

일차 으로 확립하고 싶은 것은 재 이론의 거짓이 아니라, 존재론의 일

된 개 방향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 반례에서도 ‘ 희에 한 철

수의 마음은 일 되지 않는다’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결론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희에 한 철수의 마음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

면, ‘철수가 희를 좋아하는지 알 수 없다’ 한 합리 인 추론이다. 결국 

이 사례는 쿤 논증의 부당함을 보여주지 못한다.28)

두 번째로 쿤의 논증이 성 한 일반화의 오류를 질 다는 비 은 어떨

까? 물론 인용 구 에서는 쿤이 하나의 사례만을 제시하고 많은 사례를 신

할 것이라고 단언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쿤의 다른 과학사 서술에서 비슷

한 사례는 많이 발견된다. 같은 에서 쿤은 볼타 지나 양자 명의 사례

를 논의한다.29) 한 쿤의 이력 체에 걸친 과학사 서술이 바로 명기의 

존재론  변화에 한 것이기도 하다. 나는 앞서 빛의 존재론 한 비슷한 

사례로 제시했다. 물론 이러한 사례 연구는 실재론  입장에서 반 로 해석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철학  논쟁에 결정 이지는 않다. 다만 사례 연구는 

일반  논 을 시하는 가치는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쿤이 이론의 경험  측과 존재론을 다르게 보아, 자

의 진보는 인정하면서 후자의 수렴에 회의 인 것은 이  잣 가 아닌가라

28) 그 다고 해도 재의 에서 철수가 희를 좋아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가? 

하지만 이것은 실재론자의 주장일 뿐 과거의 역사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 물론 

실재론자는 철수가 희를 좋아한다는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재까지

의 역사는 그러한 증거가 아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29) T. Kuhn, 앞의 책, 2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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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 이 있다. 이에 답하려면 먼  실재론과 반실재론 사이의 쟁 을 떠올

려야 한다. 실재론자와 반실재론자 모두 과학 이론이 상의 측과 설명에 

놀랍도록 성공 이라는 을 인정한다. 실재론자는 여기서 상 는 측

가능한 역만이 아닌, 측불가능한 실재 세계에 해 과학 이론은 참이라

고 추론하려 한다. 반실재론자는 그것이 참이라고 해도 알 수 없거나 그러한 

믿음은 의무를 월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여기서 측가능과 측불가능의 

구분이 인식 으로 모호하다고 하면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비슷한 구분, 

를 들어 상과 실재의 구분 같은 것은 실재론과 반실재론의 논쟁 구도의 

성립에 꼭 필요하다. 애 에 실재론과 반실재론이 립하는 지 이 상 차

원이 아니라, 그 상을 넘어선 실재의 차원이기 때문이다. 상과 실재의 

구분, 그리고 상으로부터 실재로의 추론은 어떠한 철학  입장도 조심스

럽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다.

과학의 진술과 실재와의 응이 왜 상 수 의 찰이나 측과 다르게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 자에 상을 넘어서는 상에 한 추론이 동반되

기 때문이다. 를 들어 기 불가 논증에 동원되는 IBE 추론과 같은 것이 그

것이다. 이것은 일상 인 수 의 IBE 추론과 다르다. 일상 인 추론은 하나

의 상에서 다른 상으로의 추론인 반면, 실재론자의 IBE 추론은 상으로

부터 상을 넘어선 실재로의 추론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실재론은 참에 

한 일종의 응론, 결국 ‘과학  진술이 실재에 응한다’라는 주장으로 충

분하고, 응에 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는 지 이 있다.30) 물론 그

러한 응에 경험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도 그것은 당연한 

사실이 아닌 추론이며, 그러한 추론의 타당성이 실재론와 반실재론 사이의 

쟁 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이 쿤의 반실재론 논증에 한 박승배의 첫 번째 비 이다. 두 번째 

비 은 앞서 언 한 의미론  공약불가능성에서 발생하는 지칭의 실패에 

한 것이다. 만일 명 후로 주요 이론 용어의 지시체가 달라진다면, 두 이

30) 박승배, 앞의 논문, 107쪽. 



이 정 민252

론은 사실 다른 상에 해 이야기하는 셈이다. 그러면 같은 지시체에 해 

새 이론이 옛 이론보다 참에 가깝다는 수렴  실재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를 들어 뉴턴과 아인슈타인 이론의 ‘질량’ 개념이 있다. 뉴턴 이론의 질량은 

물체의 상태와 무 하게 보존되지만, 아인슈타인의 질량은 물체의 운동 상

태에 따라 달라지며 때로는 에 지로 환된다. 만일 두 이론이 ‘질량’으로 

지칭하는 상이 다르다면 과연 아인슈타인 이론이 뉴턴 이론에 비해 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쿤의 도 에 표 인 응은 용어의 뜻과 지시체를 구분하는 것

이다. 용어의 뜻 는 서술 방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를 들어 ‘질

량은 보존된다’와 ‘질량은 변한다’ 모두 질량에 한 서로 다른 서술 방식이

다. 하지만 질량의 지시체는 서술 방식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질

량의 지시체를 결정하는 것은 ‘질량’이라는 용어를 명명하는 행 와 지시 

상 사이의 인과 계이다. 뉴턴과 아인슈타인은 사실 동일한 원인에 해 서

로 다른 서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외부의 원인이 동일하다면 동일

한 지시체를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이 크립키-퍼트남의 인과  지칭 이론에 

호소하는 실재론자의 략이다.

이러한 응을 박승배는 다음처럼 비 한다. 과연 동일한 지시체를 서술

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인과  지칭 이론에서 동일한 지시

체를 확보하려면 지칭 행 와 상 사이의 인과 계가 동일해야 한다. 그런

데 인과 계의 동일성은 다시 과학 이론의 서술에 의존해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순환 이다. 따라서 박승배는 인과  지칭 이론 신 부분  

지시론에 호소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부분  지시론에 따르면 이론 용어의 지시체는 인과 계가 아니라 여

히 서술 방식에 의해 확보될 수 있다. 다만 서술 방식에 의한 지시는 모 아니

면 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이다. 이론이 변화하면 상에 한 서술

도 변화한다. 하지만 모든 서술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명 인 이론 변

화에서도 상당수의 서술은 보존되기 마련이다. 를 들어 ‘ 력 질량과 성 

질량은 같다’라는 서술은 그 지 는 다르지만 뉴턴 이론과 아인슈타인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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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통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공통 에 근거하여 뉴턴 이

론의 질량도 여 히 부분 으로 지칭에 성공한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아인슈

타인의 이론의 질량이 지칭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시 이론에 해 쿤은 어떻게 응답했을까? 우리는 근사  진리 

는 포퍼의 박진성(verisimilitude) 개념에 한 쿤의 비 에서 그의 가능한 

응답을 추측할 수 있다.31) 쿤은 근사  진리의 개념은 체 이론의 비교가 

아닌, 경험  결과의 비교를 통해 성립한다고 본다. 를 들어 ‘질량’에 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경험  사실이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새 이론에서 

성립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는 이론의 경험  성공에 한 것이지 존

재론에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과학  실재론이 확보하려는 지칭의 연속

성은 경험  사실에 한 서술의 연속성이 아니라 존재론  연속성이다. 쿤을 

이것을 논리의 “ 한 비약”으로 받아들이며 다시 한번 아리스토텔 스-뉴

턴-아인슈타인의 사례를 언 한다. 아마도 실재론자는 기 불가 논증과 같

은 것을 통해 그 간극을 메우려 할 것이다. 아무튼 지칭 이론 자체로는 수렴

 실재론이 옹호되지 않는다.

6. 결론

나는 이 논문에서 먼  실재론에 한 쿤의 도 의 정체를 악하는 일에 

주력했다. 쿤은 과학사의 사례 연구라는 방법론과 함께, 이론 변화를 실재론

의 논의의 핵심으로 끌어들 다. 하지만 실재론에 한 쿤의 진정한 도 은 

흔히 언 되는 비  귀납이나 의미론  공약불가능성이 아니다. 나는 이 

논문에서 과학사의 존재론  개 방향에 한 논증으로 쿤의 실재론 비

을 재구성하고 이를 옹호하려 했다. 한 이 게 재구성된 쿤의 논증에 한 

박승배 교수의 여러 비 에 응답하고, 지칭 이론에 근거한 실재론자의 략

에도 어느 정도 응하려 했다.

31) T. Kuhn, 앞의 책,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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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hn's Challenge to Scientific Realism

Lee, Jeong-min 

This paper is a novel interpretation and defense of Kuhn's challenge to 

scientific realism. Along with the methodology of case study from the history 

of science, Kuhn brought theory change to the core of the scientific realism 

debate. However, Kuhn's real challenge to realism is not the often-cited 

pessimistic induction or the semantic incommensurability thesis. Rather, his 

argument is best construed as an argument about the direction of ontological 

development in the history of science. I also respond to Professor Seungbae 

Park's various criticisms of Kuhn's argument and to the realist strategy based 

on the theory of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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