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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논문의 목 은 버클리의 념론이 입자론과 양립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더 나아가 버클리가 그의 기 작들에서 실

제로 입자론을 받아들 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자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는 을 보이는 것이다.

버클리의 념론이 입자론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흔히 생각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입자는 미경을 통해서도 찰되지 않

을 만큼 작아서 우리의 감각을 통해 한 번도 경험되지 않은 상으

로 상정되므로,입자의 존재는 념론의 핵심 원리인 ‘esse est

percipi’원리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이 원리에 따르면 모든

물리 사물들의 존재는 정신에 의해 지각됨으로써 성립하므로,정

신에 의해 지각되지 않고 정신과는 독립 으로 존재한다고 상정되

는 물질 실체는 부정된다.그런데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상은

버클리가 그의 작들 반에 걸쳐 거부하고자 했던 지각 불가능한

물질 실체와 같은 상에 있는 것 아닌가?둘째,일반 인 입자

론에서는 입자의 크기,모양,운동,배열 등의 일차 성질들이 우리

가 직 으로 지각하는 상들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상정된다.그

런데 이는,감각 념들을 산출하는 유일한 원인은 신 뿐이며 그 외

의 어떤 것도 원인이 될 수 없다는 버클리의 핵심 원리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만일 버클리 체계 내에서 입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

고 하더라도 입자가 원인이 될 수 없다면 어떤 설명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이유들 외에도 버클리가 반입자론 태도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는 몇몇 텍스트들은 버클리가 기에 입자론

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을 강화시키고 있다.

나는 먼 몇몇 연구자들로 하여 버클리가 입자론을 거부했다

고 해석하도록 만드는 표 인 구 들을 재해석하고자 했다.다우

닝은 버클리가 기 작들에서 보인 태도가 입자론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 주장의 유력한 근거로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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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02 을 제시한다.

우리가 사물들의 본성에 해 무지하다고 스스로 선언하게 되는 큰

동기 하나는,모든 사물들이 그 자체 내에 그 성질들의 원인을 포함하

고 있다는, 는 각각의 상들에는 내 인 본질(inwardessence)이

있으며,이 내 인 본질은 그것의 식별 가능한 성질들이 흘러나오는

원인이고,그 성질들이 이 내 인 본질에 의존하고 있다는 행의 의

견이다.[...]최근 들어 상들은 기계론 원인들,말하자면,감각될

수 없는 입자들(insensibleparticles)의 모양,운동,무게와 같은

성질들로 환원되고 있다.그러나,진실로, 혼 외에 다른 동작주

(agent)나 작용인은 없다.다른 모든 념들과 마찬가지로 운동도 완

히 무력(inert)하다는 것이 명백하다.[...]따라서 색이나 소리의

산출(production)을 모양,운동,크기 등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은 헛

된 수고임이 틀림없다.그리고,그런 이유로,우리는 그와 같은 시도

들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을 알고 있다.이는 한 념이나 성질

이 다른 것의 원인으로 돌려지는 경우들에 해 일반 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 버클리는,감각 가능한 성질들을 산출하는 원인이 감각

불가능한 ‘사물들 그 자체’내에 들어있다고 간주함으로써 사물의 본

성에 한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는 물질주의자들을 논 으로 삼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견해의 시로, 상들의 원인을 입자의 일차

성질에 돌리고 있는 입자론이 등장한다.여기서 버클리는 분명히 정

신에 독립 인 물체의 내 인 본질이 감각 상들의 원인이라는

물질주의 원리와 결합된 입자론을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 입자론’이 공격의 상이 된다는 이유로 버클

리가 입자론 일반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102 에서 버클리가 입자론 체를 거부했다고 볼 수 있

는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다우닝은 102 의

본문에서 ‘그와 같은 시도들’에 한 버클리의 언 에 주목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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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닝은 ‘색이나 소리의 산출을 모양,크기,운동 등으로 설명하려는

노력’과 같은 시도들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목으로부터 버클

리가 입자를 통한 과학 설명 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후의 맥락을 고려하여,‘그와 같은 시도들’을 ‘색이나 소리

의 산출을 모양,크기,운동 등으로 <인과 으로>설명하려는 노력’

으로 읽는다면,여 히 이 구 을 근거로 해서 버클리가 입자론

체를 거부했다고 단하기는 어렵다.즉,입자가 감각 성질들을

인과 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입자가 감각 인 성질들을 비인

과 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버클리는 분명 인과 설명을 체할 다른 종류의 설명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모든 자연 상의 원인은 오직 신 뿐이므로,

이러한 제 하에서 자연 상에 한 설명은 물리 인 상 사이

의 인과 계를 밝히는 것이 아니다.버클리는 상을 설명한다는

것은 념들 간의 규칙성을 밝히는 데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원리

론 50 ),그 상이,신이 념을 산출할 때 따르는 자연법칙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원리론 62

).따라서 입자가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입자의 성질들

이 감각 상들과 일정한 규칙성 하에 념으로 산출될 수 있다

면,입자가 상들을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입자가 어떤 의미에서 념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달리 말하면,물리 사물의 존재가 지각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때,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상이 존재자의 목록에

포함될 수 있는가?버클리는 지각되지 않는 상에 한 상론

설명을 제공하는데,나는 그것을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상에도

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지각되지 않는 상에 한 상론

근은 구에게도 지각되지 않는 상이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게 표 할 수 있는 형식을 제공해 다.그러니

까,어떤 사물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우리가 특정한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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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인다면,우리는 그 사물을 지각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입자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만일 우리가 이러 러한 상황, 컨 ,지 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미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우리에게 입자가 지각될 것이다”라

고 말하는 것과 같다. 상론 해석을 따를 경우,우리가 비록 입

자를 한 번도 지각한 이 없더라도,입자가 지각될 수 있는 조건을

합리 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입자가 존재한다고 유의미하게 말할

수 있게 된다.이러한 상론 근은 우리가 악한 이 세계에

한 정보들만 가지고 존재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

에,입자의 존재가 다른 경험 데이터와 잘 맞물리는 한에서,입자

의 존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다.입자의 존재가 상론 해석

으로 잘 설명된다면,버클리가 상론 인 입장을 견지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버클리 체계가 입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버클리는 실제로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상의 존재를 추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이 때 그러한 추론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신

이 확립한 자연 법칙이다.버클리에 따르면 신이 자연 법칙에 따라

물리 세계를 운 하는 까닭은 우리로 하여 인생의 편의를 릴

수 있도록 하려는 지혜로운 목 때문이다.그런데 신이 이러한 지

혜로운 목 하에서 자연 법칙을 확립했다는 사실은 자연 법칙의

본성으로 항상성과 보편성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감각 념의

산출에 있어서 자연 법칙이 시공간 으로 일 되게 용되지 않는

다면 신의 지혜로운 목 이 달성되지 못하리라는 은 자명하기 때

문이다.신이 따르는 자연 법칙의 항상성은 지각되지 않는 물리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표 하는 반사실 가정문의 참을 최소한

으로 확보해주기 때문에 지각되고 있지 않은 역에까지 존재의 범

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해 다. 한 자연 법칙이 물리 세계의 일부

에 한정되지 않고 만물에 보편 으로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존재자를 지각된 것들로부터 추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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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해 다.따라서 우리가 오직 지각되는 역 내의 데이터

만으로 자연을 악할 수 있다고 해도,자연 법칙의 본성인 보편성

과 항상성에 의해,지각되는 역 머의 세계에까지 존재의 범 를

확장할 수 있다.

한 버클리는 신이 창조한 이 세계의 모습이 유한한 정신에게

미처 다 악되지 못할 만큼 매우 풍요롭고 다양하다는 을 강조

한다.“감각도 상상력도, 부시게 빛나는 세간들로 온통 채워진 그

무한한 규모를 악하기에는 역부족이다.열심히 궁구하는 정신이

아무리 최 한 안간힘을 쓴다 하더라도 헤아릴 수 없는 여분이 늘

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세 화 211)신이 감각 념들

을 무한히 복잡하게 산출하기 때문에 언젠가 지각될 것들이 항상

남아있을 것이라는 믿음은,경험주의 과학의 발 에 힘입어 지각

되는 역이 확장됨에 따라 한층 강화되었을 것이다.버클리는 특히

“ 미경이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데려간다”는 에 주목했다.( 신

시각론 85 )이로부터,더 정교한 미경이 발견된다면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입자들이 지각되리라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뒤따라나

오는 것처럼 보인다.

정리하면,(1)신이 창조한 물리 세계는 무한히 복잡하기 때문에

유한한 정신이 헤아릴 수 없는 여분이 항상 남아 있다.(2)신은

항상 이고 보편 인 자연 법칙에 따라 념들을 산출한다.(3)버

클리는 거시 세계에서 기계론 법칙에 따라 념들이 산출된다는

것을 받아들 다.( 원리론 60-66 )이러한 세 명제들을 받아들

이면,이로부터 버클리는 우리에게 미처 악되지 않은 여분으로 남

아있는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미시 세계가 실재하며,우리에게 만

일 미시 세계에 한 념이 산출된다면 미시 세계에 한 념도

거시 세계와 마찬가지로 기계론 법칙에 따라 산출될 것이라는

을 받아들 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그러므로 버클리가,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입자들이 존재하며,그 입자들의 크기,모양,운동,

배열 등이 우리에게 지각되고 있는 상들과 규칙 인 연 을 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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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을 받아들 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버클리가 뉴턴 역학에 해 도구주의 태도를 취했

던 것처럼 입자론도 도구주의 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는 반

론에 해 고려해보자.도구주의란,어떤 과학 이론에 포함되는 이

론 구성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그 과학 이론을

물리 세계를 설명하고 측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버클리는 뉴턴 역학의 주요 개념인 힘이 지각 불

가능하므로 실재하지는 않지만,감각 가능한 결과들을 추론하거나

계산하는 데 유용하므로 무조건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이

때 힘은 ‘수학 가설’로 취 된다.포퍼와 워녹은 버클리가 입자를

힘과 같은 도구주의 존재자로 다루고 있다고 본다.이는 입자를

지각할 수 없는 이론 존재자로 상정한 데서 비롯된다.그러나 입

자에 한 념이 한 번도 주어진 이 없다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입자가 힘을 지각할 수 없다고 말할 때와 동일한 의미에서 지각할

수 없는 상이라는 것이 따라나오지는 않는다.우리는 지각 가능성

개념을 엄 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실 으로 지각할 수 없다고

해서 원리상 지각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힘을 지각할 수 없

다고 할 때에는 원리상 지각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만 입자를 지각

할 수 없다고 할 때에는 원리상으로는 지각할 수 있지만 실 으

로 지각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입자를 원리상으로 지각 가능한 상으로 취 할 근거는

무엇인가?버클리에게서 지각한다는 것은 념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감각을 통해 지각된 념들은 감각 성질들과 동일시된다.

그래서 물리 사물들은 색,모양,연장,냄새,맛 등 “수없이 많은

감각 성질들 는 감각 성질들이 합성된 것에 불과하다”.( 세

화 175)지각한다는 것이 념을 갖는다는 것이고, 념을 갖는

다는 것이 색,모양,소리 등의 감각 성질들을 갖는다는 것이라

면,우리는 어떤 감각 성질들이 마음 속에 떠오르는 방식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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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는 어떤 것도 지각할 수 없다.그러므로 어떤 것이 지각 가능하

다면 그것은 감각 성질들의 결합으로서 마음 속에 떠오를 수 있

어야 한다.즉,원리상 지각 가능한 상과 원리상 지각 불가능한

상을 나 는 기 은 감각 성질들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힘은 그 본질에 따라 원리상 지각할 수 없는 상이다.힘은

어떤 감각 성질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우리는 힘을

상상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왜냐하면 상상은 지각을 제하기 때

문이다.( 철학 주석 582)반면에 입자는 감각 인 성질들로 이

루어진 상으로 상정된다.기계론 설명에서 입자의 크기,모양,

운동 등의 성질들은 직 으로 지각되는 상들과 일정한 상

계를 맺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거니와,버클리 자신이 입자들은 감

각 성질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명시 으로 언 하고 있다.( 사이

리스 162)그러므로 입자는 도구주의 으로 다 질 이유가 없다.

버클리는 원리상 지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재할 수 없는 존재자에

한해서 도구주의를 받아들인다.따라서 실 으로 지각 불가능하다

는 이유에서 입자를 도구주의 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주장은 버

클리의 도구주의 입장을 제 로 이해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버클리의 ‘수학 가설’개념과도 일 이지 않다.

주요어:버클리,비물질주의 입자론,지각되지 않는 상,한 번

도 지각되지 않은 상,자연 법칙,기계 구조

학번:2011-23097



viii

목 차

1.여는 말 1

1.1.문제 제기 1

1.2.논의의 구도 7

2.버클리의 반입자론 텍스트에 한 재해석 10

2.1.버클리의 비물질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입자론 12

2.2.일차 성질과 이차 성질의 구분,그리고 입자의 존재

테제의 독립성 17

3.물리 사물의 내부 구조에 한 버클리의 입장

과 ‘esseestpercipi’원리와의 충돌 문제 26

3.1.물리 사물의 내부 구조에 한 논의들 26

3.2.‘esseestpercipi’원리와의 충돌 문제 42

4.비물질주의 입자론,그리고 자연 과학의 범

4.1.버클리의 자연 법칙 개념 57

4.2.비물질주의 입자론 64



ix

5.남은 문제들 68

5.1.‘우리는 물리 사물들을 완 히 악하고 있다’는 인

식론 테제와의 충돌 문제 68

5.2.입자에 한 도구주의 검토 70

6.맺는 말 80

참고 문헌 82

Abstract 88



1

1.여는 말

1.1.문제 제기

물리 세계가 형상과 질료가 결합한 물질 실체들로 이루어졌다

고 보는 아리스토텔 스의 형질결합론은 서양 근 기에 이르러

차 새로운 자연 철학으로 체되었다.17세기의 데카르트,보일,

로크 등은 물질에서 통 아리스토텔 스주의의 실체 형상과

목 인을 제거하고 그 신에 기계론 원리를 자연 철학의 핵심

원리로 삼고자 했다.이러한 기계론 원리에 따르면 모든 자연

상들은 물체들 사이의 ,충돌과 같은 운동을 비롯한 일차 성

질들로 설명될 수 있다. 부분의 기계론자들은 육안으로 찰되는

거시 물리 세계뿐만 아니라,우리에게 감각되지 않는 미시 세계에

까지 기계론 원리를 용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사

물의 감각 가능한 성질들은 그 사물을 이루고 있는 지각되지 않는

입자들의 모양,크기 운동과 배열에 의해서 설명된다’는 입자론

을 함께 받아들 다.고 의 데모크리토스나 에피쿠로스 등의 입자

론이 순 히 선험 사유의 산물이었다면,근 의 기계론 입자론

은 경험과학이 발 하는 분 기 속에서 찰과 실험 증거들에 의

해 지지되는 이론이었기 때문에 당 의 자연 철학자들에게 물리 세

계에 한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1)

1)본 논문에서 ‘입자론’은 ‘corpuscularianism’의 번역어다.버클리가 활

동하던 시기의 철학자들이 보일의 조어를 받아들여,입자에 한 이론

을 ‘corpuscularphilosophy’라고 불 기 때문에 버클리의 형이상학과

입자론의 계를 다루는 논문과 연구서들에서는 체로 이 용어가 사용

되고 있다.로크와 보일의 입자론에 한 연구에서는 ‘atomism’이라는

용어가 더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으나,근 기 자연 철학 연

구자들은 ‘corpuscularianism’과 ‘atomism’을 체로 구별 없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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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버클리는 입자론을 받아들 는가?당시의 과학 성과

들에 큰 심을 갖고 있었던 그는 곳곳에서 ‘입자의 철학

(corpuscularphilosophy)’는 ‘입자(corpuscle,particle)’를 언

하고 있기는 하지만,입자에 한 분명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2)그 기 때문에 버클리가 실제로 입자론에 해 어떤 견해를

하고 있다.그러나 어떤 이들은 입자론과 원자론을 엄 히 구분한다.

김성환은 “원자론은 물질의 무한 분할 가능성(infinitedivisibility)을

부정하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의 존재를 인정하지만,입자론은

물질의 무한 분할 가능성을 인정한다”며 입자론과 원자론을 구분한다.

(김성환,2008:76)논의의 을 물질의 무한 분할 가능성과 진공의

존재여부에 맞출 경우에는 이 구별이 의미있을 수 있다.일례로,흔히

근 의 기계론 철학을 확립했다고 여겨지는 데카르트는 자연에서 일어

나는 작용들이 감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부분들에 의존되어 있다고

믿었지만 공간이 물질로 가득 차 있으며 이 물질은 무한히 많은 입자들

로 나 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앞의 구분에 따른다면 그는 입자

론자이기는 하지만 원자론자는 아니다. (데카르트,  철학의 원리 ,

202-4 참조)입자론과 원자론을 선명하게 구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데카르트의 물질 을 강조해서 그를 입자론자에 속하지 않는 것

으로 보기도 한다(Chalmers, 2009: 98, Dijksterhuis, 1969:

434).기계론 원리를 공통 으로 받아들이는 철학자들 사이에도 물

리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 는 원자에 한 견해는 조 씩 다르지

만,본 논문에서는 그 차이에 주목하지 않고 입자의 존재를 받아들이면

서 기계론 원리를 미시 세계에까지 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담은 이

론을 ‘입자론’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2)이 말은 버클리의 기 작들에만 해당된다는 것을 밝 둔다.버클리

의 표 인 기 작으로는 흔히  인간 지식의 원리론(Principlesof

Human Knowledge) (1710,이하  원리론 )와  하일라스와 필로

스의 세 화(ThreeDialoguesbetweenHylasandPhilonous) 

(1713,이하  세 화 )가 꼽히는데,이 작들에서 버클리는,본문에

서 밝힌 바 로,입자론에 한 자신의 입장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는

다.반면 그의 마지막 작인  사이리스(Siris) (1744)에서는 우리에

게 감각되지 않는 입자가 실재한다는 입장이 비교 뚜렷한 형태로 자

주 나타나고 있다.( 사이리스 ,250 참조)그러나 버클리의 후기 입

자론이 기의 념론 형이상학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가버가 지 한 바 로, 기와 후기 작 사이의 연속성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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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해서 몇몇 연구자들 사이에 논의

가 있어 왔다.3)그런데 버클리가 입자론을 받아들 는지의 여부가

도 체 왜 문제가 되는가?그리고 그 질문에 답변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버클리 형이상학의 핵심은 우리가 지각하는 모든 사물들이 우리

의 정신에 의존되어 있는 념(idea)일 뿐이라는 생각이다.존재하

는 것은 정신에 의해 지각되는 념,그리고 그 념들을 지각하는

정신(mind)뿐이며,정신에 의해 지각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재하

는 사물은 없다.그러므로 버클리의 주요 논 은 물질주의자들이

다.4)그는 정신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상정되

는 물질(matter)혹은 물질 실체(materialsubstance)개념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념론을 개시켜 나간다.그래서 그의

화의 문제를 선결 과제로 떠안을 것이다.(Garber,1982:193,주석

8)버클리의 기와 후기의 철학 입장 사이의 연속성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다 져야 하며,그 문제가 본격 으로 다 져야만 버클리의 후

기 입자론이 버클리의 기 념론과 어떤 상 계를 맺고 있는지에

해 의미있게 논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버클리 형

이상학의 주요 테제들과 입자론의 양립가능성에 한 논의의 근거는 버

클리 형이상학의 성기로 평가되는 기의 작들에 한정하도록 한다.

버클리의 후기 작에서 나타나는 입자에 한 논의는 Tipton(1982),

Urmson(1986),Moked(1988)참조.

3) Warnock(1953: 212-3), Garber(1982), Wilson(1985:

189-90), Winkler(1989: 263-75), Downing(2005: 230-5),

Moked(1988:6-25)

4)다우닝에 따르면, 의 논의에서 물질주의(materialism)라는 말은

체로 ‘오직 물질 인 사물들만 존재한다’는 입장을 가리키고 있지만,

버클리가 공격했던 물질주의는 그보다는 약한 물질주의라는 사실에 주

의해야 한다.약한 물질주의는 ‘물질 인 사물들이 정신과 독립 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므로,참으로 존재하는 실체를 정신 실체와

물질 실체로 구분하는 실체 이원론도 이에 포함된다.(Downing,

2011참조)사실상 버클리의 주요 논 은 데카르트,로크와 같은 이원

론자들이다.따라서 버클리가 염두에 두었던 물질주의를 강한 물질주의

를 일컫는 ‘유물론’으로 번역하는 것은 옳지 않다.



4

념론은 비물질주의(immaterialism)라고도 불린다.

그런데 우리가 직 으로 지각하는 감각 념의 원천이라고 생

각되던 물질이 부정된다고 해서 물리 사물들로 이루어진 물리 세

계가 함께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5)물리 사물들은 실제로 념

혹은 념의 다발일 뿐이므로 물리 세계는 곧 감각 념들로 이루

어진 세계가 되지만,이 감각 념들은 정신과 독립 으로 존재하는

물질이라는 이해 불가능한 상으로부터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

혜로운 신으로부터 산출되는 것으로 여겨진다.즉,우리가 불이라고

부르는 념에 가까이 다가가면 뜨거움을 느끼고 빵이라고 부르는

념을 먹으면 배부름을 느끼도록 신이 우리의 정신 안에 념들을

규칙 으로 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터

이자 자연 과학자들의 연구 상인 물리 세계는 곧 신으로부터

산출된,규칙 이고 정합 인 념들의 세계가 된다.그런데 념론

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리 세계가 념들의 세계일

뿐이라면 이 세계에 한 일상 인 믿음뿐만 아니라 자연 과학의

견고한 기반이 무 질까 우려했다.버클리 자신도 이 우려를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다는 은 분명하다.6) 그러므로 버클리는 념들로

이루어진 물리 세계가 물질 개념을 배제하는 이 을 리면서도 물

질로 이루어진 물리 세계 못지않게 튼튼한 세계일 수 있음을,다시

말해 비물질주의가 우리가 지각하는 물리 세계를 정합 으로 설명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썼다.

물질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고도 모든 물리 상을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버클리 념론의 주요 과제이다.그러므로

5)‘물질’은 정신에 독립 인 실체를,‘물리 사물들’은 우리가 일상 속에

서 마주치는 상들을 의미한다.버클리는 물질을 부정하고 념론을

받아들이더라도 물리 세계에 한 우리의 일상 인 믿음들을 그 로 유

지할 수 있음을 작에 걸쳐 보여주고자 한다.특히  원리론 

34-40,50,58-9 참조.

6) 원리론 50,107 , 세 화 175,257-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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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연 상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설득력 있는 과학 이론이 버클

리의 형이상학 체계 내에 정합 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이는

념론 형이상학의 큰 약 이 될 것이다.이러한 맥락 하에서,입

자론과 버클리 념론의 양립 문제는 버클리의 형이상학이 설득력

있는 과학 이론을 얼마나 잘 수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

다.7)

그런데 버클리의 념론과 입자론은 얼핏 보기에 양립하기 어려

운 것처럼 느껴진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첫째,물질주의자들의 일반 인 입자론에서 입자의 배열이

나 운동 등은 색깔,소리,맛과 같은 감각 인 성질들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상정되는데,8)버클리의 념론 체계 내에서는 정신 이외

에 어떤 것도 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버클리가 입자론

에 반 했다고 해석하는 데 기여하는 몇몇 구 들을 살펴보면,거기

서 입자론은 물질주의 원리들,특히 정신에 독립 인 물질에 인과

힘이 있다는 원리와 자주 결합되어 나타난다. 한 거기서 입자

론자들은 입자에 인과 힘이 있어야만 어떤 설명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제를 바탕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런데 만일 입자

의 일차 성질들이 념에 다름 아니라면, 념에는 인과 힘이 없

기 때문에 입자의 일차 성질들은 어떤 것도 야기하지 못하게 되는

7)나는 버클리가 염두에 두었던 입자론이 물리 상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설득력 있는 이론이라고 가정하겠다.물론 당 의 입자론의 내용

은 의 에서는 볼품없기 짝이 없을지도 모른다.그러나 본 논문

에서 요하게 다 질 논 은 특정 입자론의 내용이 이론 으로 설득력

있는지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입자와 같이 무 작아서 어떤

미경으로도 지각되지 않은 상,즉 아직까지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상’을 버클리의 형이상학이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기 때문이

다.

8)“불과 에 한 특정한 념들,다시 말해,색,맛,냄새 소리를 사

라지고 멈추게 하자.그러면 그것들은 부분들의 크기,모양, 운동으

로,즉,그것들의 원인으로 환원될 것이다.”로크, 인간지성론 ,2권 8

장 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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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애 에 입자가 감각 가능한 상들의 원인이 될 수 없다면,입

자론은 쓸모없는 것이 아닌가?어떤 것도 야기하지 못하는 입

자가 어떤 설명 인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9)

둘째,입자는 이제까지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존재자로 상정되

는데,이는 버클리 형이상학의 핵심 원리인 ‘esseestpercipi’원

리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지각되는 것,그리고 지각하는 것만

이 존재한다면,지각되지 않는 입자의 존재는 념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닌가?물론 버클리가 지각되지 않는 상들의 존재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그러나 버클리가 다루

고 있는 지각되지 않는 상들은 체로 이미 한 번은 지각되었던

상들이다.다시 말해,버클리의 지각되지 않는 상의 문제는 잠

시 부재 인 상들에 한 문제이다.10)그러나 입자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경을 통해서도 찰되지 않을 만큼

작아서 한 번도 감각을 통해 경험된 이 없는 것인데,도 체 입자

의 존재를 념론 체계 내에서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이

제까지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상이라면 버클리가 그토록 부인하

고자 했던 지각 불가능한 물질과 같은 상에 있는 것 아닌가?

셋째,입자와 같이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상을 ‘esse est

percipi’원리와 상충되지 않는 방식으로 버클리의 념론 체계 내

에 수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입자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

리는 물리 사물들에 해서 완 히 악하고 있다’는 버클리의 인

식론 테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11)물리 사물들

에 한 지식의 범 가 감각 가능한 역에로 국한되지 않고 감각

9)이러한 문제의식은 ‘념론 입자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물리

사물에 인과력을 부여하지 않는 ‘념론 기계론’ 체에 해당되는

문제이다.A가 B의 원인이 될 수 없다면,즉 A와 B 사이에 필연 인

연결이 없다면,A가 B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 수 있는가?

10) 원리론 3 참조.

11) 원리론 101 , 세 화 24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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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미시 세계에까지 확장될 수 있다면,이는 우리가 자연을

완 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 아닌가?우리

에게 지각되는 사물들이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게 말해질 수 있다면,우리는 사물의 피상 인 모습만

을 지각하고 있을 뿐인 것 아닌가?버클리는 그의 작 반에 걸

쳐 자신의 형이상학을 따르면 인식론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는다

고 주장한다.그런데 념론이 입자론을 수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

가 실제로 버클리가 념론 입자론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주

장하는 것은 그를 사물의 본성에 한 인식론 회의주의자로 만들

어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 논문에서 나는 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답하면서 버클리의

념론과 입자론이 양립 가능함을 보일 것이다.뿐만 아니라 버클리가

실제로 념론 입자론 는 비물질주의 입자론을 염두에 두었

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며,그의 기 작들에서 일 된 근거들

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려고 한다.12) 한 념론이 입자론을

수용하는 것이 어떤 의의를 갖는지에 해 생각해볼 것이다.

1.2.논의의 구도

앞서 간략하게 제시한 논 들은 이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구도로

개된다.2장에서는 몇몇 연구자들로 하여 기의 버클리가 입

자론을 배제하고 있다고 해석하도록 만드는 구 들을 살펴보고 재

해석할 것이다.이를 통해 버클리의 형이상학과 양립할 수 없는 입

자론은 물질주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특정한 종류의 입자론에 불과

하며,이러한 입자론을 거부한다고 해서 모든 입자론을 거부하는 것

은 아니므로,비물질주의 입자론의 논리 공간은 열려 있음을 살

펴볼 것이다.2장 1 에서는 버클리의 념론과 양립 불가능한 입

12) 원리론 , 세 화 , 운동론 을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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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론으로 인과 입자론을,2장 2 에서는 일차 성질과 이차 성질

을 구분하는 입자론을 다룬다.그리고 나서 말미에 버클리의 기

작에서 입자론이 항상 물질주의 원리들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

나기 때문에 버클리가 입자론을 거부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에 해 비 한다.

3장에서는 버클리가 입자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좀 더 극

인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주요 텍스트 증거를 검토한 후에,

입자론이 버클리의 형이상학 핵심 원리와 양립할 수 있는지 논의

할 것이다.3장 1 에서는  원리론 60-66 을 둘러싼 논의들을

소개하고 비 한다. 원리론 60-66 의 내용이 버클리가 입자론

을 염두에 두었다고 생각할 만한 단서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럼에

도 버클리가 입자론을 받아들 다고 결론내릴 만한 결정 인 증거

가 될 수 없다는 결론으로부터,버클리의 형이상학이 입자론을 받아

들이기 해서 입자가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상이라는 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로 넘어갈 것이다.3장 2 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반 하여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상인 입자의 존재가 버

클리의 핵심 원리인 ‘esseestpercipi’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한다.

그 다음 4장에서는 보다 강한 주장,즉,버클리의 형이상학에서

입자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보다 체계상 일

이라는 에 해 논의할 것이다.이를 해서 4장 1 에서는 먼

버클리의 자연 법칙 개념을 조망해보고,버클리의 념론이 견고하

고 안정된 물리 세계를 보장하기 하여 요구하는 자연 법칙의 본

성에 입각하여,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존재자를 추론하는 것을 허

용하고 있음을 살펴본다.4장 2 에서는 버클리가 입자론을 받아들

을 것이라는 주장을 좀 더 확고하게 확보한 후에,비물질주의

입자론의 의의와 버클리의 형이상학에서 자연과학의 범 에 해

논의한다.나는 이러한 2장부터 4장까지의 구성을 통해 버클리의

비물질주의 입자론에 한 주장을 진 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9

의도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5장에서는 남은 문제들을 다룰 것이다.5장 1 에

서는 입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자연을 완 히 이해하고

있다는 인식론 테제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에 한 해결

책을 모색한다.5장 2 에서는 이 논문의 핵심 인 주장에 제기될

수 있는 요한 반박,즉,입자에 하여 힘과 같이 도구주의 으로

근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반박을 다루고 그에 한 한 답

변을 내려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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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버클리의 반입자론 텍스트에 한 재해

석

버클리의 마지막 작인  사이리스(Siris) (1744)에서는 우리에

게 지각되지 않는 입자가 실재한다는 입장이 비교 명시 으로 드

러난 반면에,13) 기 작인  인간 지식의 원리론(A Treatis

concerningthePrinciplesofHumanKnowledge) (1710)과

 하일라스와 필로 스의 세 화(Three Dialogue between

HylasandPhilonous) (1713)등에서는 입자의 존재에 한 입

장이 명시 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본 논문에서는 입자론에 한 버

클리의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는 것을 목 으로 삼고 있지만,입자론

에 한 이 비교 선명하게 드러난 후기 작은 다루지 않기

로 한다. 기 작들과 후기 작은 30여 년의 간격을 두고 쓰

으므로 두 시기의 입장을 동시에 다루기 해서는 그 두 시기의 형

13)“일반 인 용매이자 만물의 발생지(seminary)인 공기는,모든 자연

존재들의 휘발성을 지닌 부분들로 이루어진 조합물(aggregate)인

것처럼 보인다.즉,그 부분들은 다양하게 결합되고 뒤섞여서 많은 다

양한 결과들을 산출한다.작은 입자들은 가까운 치에서 서로 끌어당

기고, 치고, 진동하며 강하게 향을 주고받는다.”( 사이리스 ,

145)“순수한 에테르(pureaether) 는 보이지 않는 불(invisible

fire)은 다양한 종류의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다.[...]이 부분들은 자

연의 생산물들을 구별 짓는 수많은 다양한 성질들과 효능,맛,냄새

색을 구성하고 있다.”( 사이리스 ,162)“물체를 이루는 미세한 입자

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서로 향을 주고받으며 자연의 다양한 상들을

산출하는 실재 인 힘을 갖고 있다고 진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미

세한 입자들이 추진되고 작용을 받는다는 말은 곧,다양한 규칙이나 운

동 법칙들에 따라서 서로에게서 서로에게로 운동한다는 말이다.”( 사이

리스 ,235)이 구 들에서 버클리는 입자에 들어있다고 상정되는 힘

이 실재한다는 것은 거부하고 있지만,운동하는 입자 자체는 실재한다

고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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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 체계가 일 으로 통합될 수 있는지, 는 기에 받아들

이고 있는 핵심 원리가 후기에 가서 어느 정도로 수정되고 있는지

혹은 폐기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의 문제들을 먼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만일 버클리가 기에 그의 념론 형이상

학과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입자론을 받아들 을 것이라는 해석이

확보될 수 있다면,‘념론 입자론’의 체계 내 인 정합성이 더 잘

드러나게 된다.왜냐하면 버클리의 형이상학 핵심 원리들은 그의

철학 성기인 기에 완성되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버클리는 기 작들에서 입자론을 명시 으로 옹호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는다.그러므로 입자론에 한 그의 실제 견해를 짐작

해볼 수 있는 구 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는 논쟁거리다.그런

데 입자에 한 언 은 부분 물질주의자들의 주요 원리들을 공격

하는 맥락 속에서 나타난다.그 기 때문에 버클리가 물질주의를 부

정하면서 입자론도 함께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쉽다.몇몇

주석가들은 입자론에 반 하는 것으로 보이는 구 들을 근거로 해

서 기 버클리가 입자론을 거부했다고 주장한다.나는 이러한 ‘반

입자론 ’구 들을 재해석함으로써 이 구 들이 버클리가 입자론을

거부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을 보일 것이다. 한 념론과

양립 가능한 입자론의 모습을 그려보기 한 석으로서, 념론과

양립 불가능한 입자론은 어떤 입자론인지 다룰 것이다.즉,이번 장

에서 이 질 작업은 버클리가 기 작에서 입자론을 옹호했다는

것을 극 으로 보이기 이 에,그가 입자론을 거부했다고 주장하

는 주석가들의 해석에 반 되는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념론과 입

자론이 양립 가능함을 보이는 것이다.첫 번째 에서는  원리론 

102 과 25 이,두 번째 에서는  원리론 10 과 50 이 주요

텍스트로 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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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버클리의 비물질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입자

론

리사 다우닝은 버클리의 기 작들인  원리론 과  세 화 에

서 그가 념론 입자론을 옹호하 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주

분명하게 아니’라고 답한다.특히  원리론 에서 그가 보인 태도는

‘념론 입자론을 직 본인이 받아들이는 것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한다.그리고 그 주장의 유력한 근거로  원리

론 102 이 제시되고 있다.14)

우리가 사물들의 본성에 해 무지하다고 스스로 선언하게 되는 큰

동기 하나는,모든 사물들이 그 자체 내에 그 성질들의 원인을 포함

하고 있다는, 는 각각의 상들에는 내 인 본질(inward

essence)이 있으며,이 내 인 본질은 그것의 식별 가능한 성질들이

흘러나오는 원인이고,그 성질들이 이 내 인 본질에 의존하고 있다

는 행의 의견이다.몇몇 사람들은 상들을 불가사의한 성질들

(occultqualities)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그러나 최

근 들어 상들은 기계론 원인들,말하자면,감각될 수 없는 입

자들(insensibleparticles)의 모양,운동,무게와 같은 성질들

로 환원되고 있다.그러나,진실로, 혼 외에 다른 동작주(agent)

14)Downing(2005:234-35).이 에서 다우닝은 버클리가 기계론을

한 물리 이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물질

주의 인 기계론에서 “물체의 존재론 지 와 물체의 인과력에 한

주장”이 담긴 물질주의 형이상학을 제거해 버리고 남은 자리를 념

들의 연속에 한 설명으로 채워넣을 수 있다면,버클리가 그러한 기계

론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같은 맥락에서 다우닝은 버

클리의 형이상학이 ‘념론 입자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고 말한다.하지만 다우닝은 이러한 여지를 버클리의 후기 작인  사

이리스 에서나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왜냐하면

다우닝은 버클리가 기 작에서 보인 태도는 입자론을 받아들이는 것

과는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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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용인은 없다.다른 모든 념들과 마찬가지로 운동도 완 히 무

력(inert)하다는 것이 명백하다.25 을 참조하라.따라서 색이나

소리의 산출(production)을 모양,운동,크기 등으로 설명하려

는 노력은 헛된 수고임이 틀림없다.그리고,그런 이유로,우리는

그와 같은 시도들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을 알고 있다.이는

한 념이나 성질이 다른 것의 원인으로 돌려지는 경우들에 해 일

반 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원리론 102 ,강조는

필자)

 원리론 102 에서 버클리는 우리가 사물의 본성에 해서는

인식할 수 없다고 믿는 회의주의자들을 논 으로 삼고 있다.그들이

사물의 본성에 한 무지를 자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감각 가능

한 성질들을 산출하는 원인이 감각 불가능한 ‘사물 그 자체’내에 들

어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이러한 견해의 시로,‘기계

론 원인들’을 입자들의 일차 성질에 돌리고 있는 입자론이 등장한

다.그러나 버클리가 그의 기 작들 체에 걸쳐 강조하는 바

로,정신이 지각하는 념들을 산출하는 원인은 혼뿐이다.공허한

개념인 물질 실체도 념의 원인이 될 수 없고,어떤 힘도 찾아볼

수 없는 념 한 다른 념의 원인이 될 수 없다.15)그러므로 사

15) 원리론 25 에 따르면, 념들 내에서는 어떤 힘이나 능동성도 지

각되지 않는다.그런데 념들은 정신에 의존 이므로, 념들에게서

지각되지 않는 어떤 특성도 가질 수 없다.그러므로 념들은 인과력을

가질 수 없다. 세 화 ｢두 번째 화｣의 216에서 하일라스가

감각 념의 원인이라는 에서 물질의 존재를 믿고 있다고 말하자,필

로 스는 물질이라는 말이 사유할 수 없고 비능동 인 실체를 지시한다

는 을 지 하며,비능동 인 것이 원인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유

할 수 없는 것이 사유의 원인일 수 없다고 논박한다.더 나아가, 원리

론 26 에서는, 념의 원인은 어떤 실체여야 하는데,물질 실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비물질 인 정신 실체만이 념의 원인일 수 있

다는 논변이 등장한다.즉, 원리론 과  세 화 에 따르면,어떤 것의

원인이 되려면 비능동 (inactive)이어서는 안 된다.그리하여 감각

념의 원인은 다른 념일 수도 없고,정신에 독립 인 이른바 물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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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본성에 한 회의주의는 잘못된 제,즉,사물의 감각 성질

을 산출하는 원인은 정신과는 독립 인 사물 그 자체 내에 포함되

어 있다는 제를 가정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 버클리의 주장

이다.

그런데 버클리는 의 에서 념론 입자론의 가능성을 차단

하고 있는가?여기서 그는 분명히 어떤 종류의 입자론을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이 의 목 은,정신과는 독립 인 사

물 그 자체에 내 인 본질이 들어있으며 이러한 내 인 본질이 감

각 인 상들을 산출하는 원인이라고 보는 회의주의자들을 공격하

는 것이지,입자론 일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그러므로 오직 이

러한 회의주의 입장에 들어맞는 입자론만이 공격의 상이 된다

고 보아야 한다.인과 힘을 가지는 입자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

는 텍스트들은 버클리가 입자론 체를 부정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102 에서 버클리가 입자론 체를 거부했다고 볼 수 있

는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다우닝은 102 의

본문에서 ‘그와 같은 시도들(theattemptsofthatkind)’이라고

언 된 바에 주목한다.‘ 만족스럽지 않다’고 단되는 ‘그와 같

은 시도들’은 ‘색이나 소리의 산출을 모양,크기,운동 등으로 설명

하려는 노력’과 같은 시도들을 가리키고 있는데,이를 입자를 통한

과학 설명 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그러나 이는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설명’이라는 용어를 맥락을 고려하여 특정한

의미로 한정하지 않고 무 넓게 해석한 데서 기인한 문제로 볼 수

있다.이곳에서 버클리가 비 의 상으로 삼고 있는 인과 입자론

자들은 입자들이 상을 ‘인과 으로’설명한다고 믿고 있으리라는

은 분명해 보인다.왜냐하면 바로 앞선 논의에서 입자론자들은 입

자를 상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에서 비 의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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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고 있는데,직후의 논의에서 입자론자들이 상을 입자의 성

질들로 설명하려고 노력한다고 할 때,입자가 상의 ‘원인’이 된다

는 바로 그 에서 설명력을 갖고 있다고 여겼으리라는 이 자연

스럽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버클리 자신은 분명 다른

종류의 설명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상을 설명한다는 것은 왜 이러 러한 기회원인들에 의해서 이러

러한 념을 갖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원리론 

50 )

나에게는 어떤 무한히 지혜롭고,선하고,강력한 정신의 존재가 자연

의 모든 상을 설명하는데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는 바이다.( 원리론 72 )

모든 자연 상의 원인은 오직 신뿐이므로,이러한 제 하에서

자연 상에 한 설명은 물리 인 상 사이의 인과 계를 밝히

는 것이 아니다.그러므로 버클리의 비물질주의 인 제를 받아들

인다면,즉,신 외의 다른 존재에게 자연 상의 인과력을 부여하지

만 않는다면,입자의 일차 성질들이 상을 설명하되,인과 설명

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

다.16)애서튼이 지 하듯,“물체 그리고 입자는 원인일 수 없다는

버클리의 주장은 기계 설명에 한 우리의 이해에 한 수정을

요구하지만,기계 설명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17)따라

서 102 에서 버클리가 ‘그와 같은 시도들이 만족스럽지 않다’

고 할 때,‘그와 같은 시도들’을 ‘색이나 소리의 산출을 모양,크기,

운동 등으로 <인과 으로>설명하려는 노력’으로 읽는다면,여 히

16)버클리 념론 내에서 ‘과학 설명’의 의미에 해서는 본 논문의 4

장에서 언 되고 있으나 미약하게 다 졌으므로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17)Atherton(19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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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 을 근거로 삼아 버클리가 입자론 체를 거부했다고 단하

기는 어렵다.18)

와 같이 입자에 인과 힘을 부여하는 입자론을 나는 ‘인과

입자론’이라고 부르고자 한다.버클리는 분명히 인과 입자론을 거

부했을 것이다.인과 입자론은 오직 신만이 감각 념의 원인이라

는 그의 핵심 원리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리론 에서 인과

입자론은 두 가지 맥락에서 등장한다.인과 입자론은 에서

인용한 102 에서처럼 정신과는 독립 인 실체로 상정되는 물질의

인과력을 부정하는 맥락에서 등장하기도 하고,다음의 25 에서처

럼 념의 인과력을 부정하는 맥락에서 등장하기도 한다.19)

18) 하나,이 구 에서 ‘산출(production)’이라는 용어에 주목하는 해

석이 가능하다. 념론 하에서 입자의 일차 성질들은 색이나 소리 등의

‘산출 원인(productivecause)’이 될 수 없다.버클리의 형이상학에서

감각 인 성질들을 산출하는 주체(productiveagency)는 오직 신 밖

에 없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일차 성질들

은 해당 물체의 감각 인 성질들의 ‘산출’을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해석

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입자가 감각 가능한 성질들의 ‘산출’을 설명

할 수는 없다고 해도, 념들 간의 상 계(correlation)를 밝히는 진

술의 설명항들 의 하나는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19)그러나 이 두 가지 맥락이 완 히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버

클리가 부정하는 인과 입자론은 ‘입자들의 일차 성질들이 우리에게 감

각되는 이차 성질들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다.그런데  원리론 

9 과 10 에 따르면,1)물질주의자들은 연장,형태,운동 등의 일차

성질들이 마음 밖에 존재하며,지각하지도 않고 사유하지도 않는 실체

로 상정되는 “물질”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한다.2)그러나 물질주의자들

의 생각과는 달리 실제로 일차 성질들은 마음 안에 존재하는 념에 불

과하다.그러므로 물질의 존재가 아직 부정되지 않은 경우,물질의 인

과력을 부정하면 물질 내에 존재하는 일차 성질의 인과력도 함께 부정

된다.하지만 일차 성질들이 물질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

의 념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2)의 단계에 이르면, 념의 인과력을 부

정해야 일차 성질의 인과력이 부정될 수 있게 된다.그러므로 인과

입자론은,입자가 마음에 독립 인 실체 내에 있다는 물질주의 원리

를 비 하고자 할 때는 자의 맥락에서 나타나고,입자의 일차 성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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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만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념이라는 바로 그 존재가 수동성

(passiveness)과 무력함(inertness)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따라서 한 념이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는,엄 히 말해서,어떤 것의 원인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이로부터 연장,모양,그리고 운동은 우리

의 감각들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따라나온다.그러므

로,감각들이 입자들의 배열,수,운동,그리고 크기에서 기인하

는 힘의 결과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확실히 거짓임에 틀림없다.( 

원리론 25 ,강조는 필자)

의 논변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1) 념이 어떤 것의 원인

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2)입자들의 일차 성질들은 념이다.

(3)따라서 입자들의 일차 성질들이 다른 감각 념들의 원인이 되

는 것은 불가능하다.결론 으로 말해서,입자가 감각 불가능한 물

질에 속하는 존재자이든 감각 가능한 념이든 간에,버클리는 입자

혹은 입자의 일차 성질에 감각 성질들을 산출하는 인과 힘을

부여하는 입자론을 거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버클리가

인과 입자론을 거부했다고 해서 ‘비인과 ’입자론까지 거부했으리

라 생각하는 것은 성 한 추론이다.102 과 25 의 통해 알 수

있는 바는,버클리의 비물질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입자론

체가 아니라 인과 입자론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2.2.일차 성질과 이차 성질의 구분,그리고 입자

테제의 독립성

실은 념일 뿐이라는 념론 원리가 강조된다면 후자의 맥락에서 나

타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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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의 반입자론 태도는 입자론 체에 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과 입자론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을 살펴보

았다.앞 에서는 물질주의자들의 원리 에서 마음에 독립 인 물

질에 감각 념들을 야기하는 인과 힘이 들어있다는 인과 원리와

결합된 인과 입자론이 물질주의 입자론의 한 로 제시되었

다.20)그런데 버클리가 공격하고 있는 물질주의 입자론이 항상

입자에 인과 힘을 부여하는 인과 입자론의 형태만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양,운동,그 밖의 일차 성질들 는 근원 성질들이 마음 밖

20)앞 에서 다루었던  원리론 25 에 나타나는 입자론은 인과 입자

론이기는 하지만 물질주의자들이 채택하는 인과 입자론의 한 형태라

고는 보기 어렵다는 없다는 에 주의해야 한다.물질주의자들도 념

에 인과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그것은  세 화 216

에 잘 드러난다.

필로 스:그래도 말해 보게나.물질에 한 자네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

며,자네가 재 물질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일라스:나는 내 자신이 여러 념들에 사로잡 있다고 보는데,내

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나는 그것들의 원인이 아니네.그것들 역시

그것들 자신의 원인이나 [자신 이외의]다른 것의 원인이 아니네. 한

그것들은 독자 으로 존립할 수도 없네.완 히 비능동 이고 흐름 가운

데 있는 의존 존재자들이기 때문이네.따라서 그것들은 나를 비롯하여

그것들 자신과 구별되는 어떤 원인을 갖네.그것에 해 나는 그것이 내

념들의 원인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네.그리고 나는 그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물질이라고 부르네.

여기서 물질주의의 변자인 하일라스는 우리의 감각 념의 원인으로

여겨질 만한 후보들을 열거한 후에 물질이라는 존재자를 요청하고 있는

데, 념은 원인의 후보에서 쉽게 제외되고 있다.물질주의자들도 어떤

것이 인과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그것은 실체여야 한다는 생각을 버클리

와 공유하고 있다. 원리론 25 에서 버클리가 념이 인과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그 다음 에서 념의 원인은 정신 실체 뿐

임을 확립하기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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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사유하지 않는 실체 내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음 안에만 존재하는 감각들이 물질의 미세한 입자들의 각

기 다른 크기,구조,그리고 운동이라는 기회원인에 의존한다고

말한다.21)그들은 이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로,어떤 외도

없이 증명할 수 있는 진리로 여긴다.그런데 만일 그러한 근원 성

질들이 다른 감각 가능한 성질들과 불가분 결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감각 가능한 성질들로부터 추상되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것

이 확실하다면,그 성질들은 오직 마음 안에만 존재한다는 것이 명백

히 따라나온다.그러나 나는 그 구든 사유의 추상 작용을 통해서

어떤 물체의 연장과 운동을 다른 모든 감각 가능한 성질들 없이 생

각할 수 있는지를 반성하고 시험해보기를 바란다.[...]요컨 다른

모든 성질들로부터 추상된 연장,모양,그리고 운동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그러므로 다른 감각 가능한 성질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러한

일차 성질들도 반드시 있어야 하며,즉,다른 어떤 곳이 아닌 마음

안에 있어야 한다.( 원리론 10 ,강조는 필자)

이곳에서 버클리는 일차 성질과 이차 성질을 구별하는 물질주의

자들을 공격하는 논증을 펼치고 있다. 원리론 9 에서는 일차 성

질들도 이차 성질들과 마찬가지로 념에 불과하다는 을 강조함

으로써 일차 성질들이 마음에 독립 인 물질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존재한다는 을 확보하고자 했다면, 의 10

에서는 추상작용을 통해 일차 성질들을 감각 성질들로부터 분리

시키는 것은 사유불가능하다는 을 강조함으로써 일차 성질들도

21) 원문은 다음과 같다.“...which they tellus are sensations

existing in the mind alone, that depend on and are

occasionedbythedifferentsize,texture,andmotionofthe

minuteparticlesofmatter.”(강조는 필자)앞 에서 살펴본 구

들과는 다르게  원리론 10 에 나타나는 입자론은 입자의 일차 성질

에 인과력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모키드에 따르면 이 구 은 로크보

다는 말 랑슈 등의 물질주의 기회원인론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이다.(Moked,1988:178,주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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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 성질들과 결합된 채로 마음 안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22)일

차 성질이 이차 성질과 근본 으로 구분된다고 여기는 표상주의

지각론자들은 색,소리,맛 등의 이차 성질들은 지각자에 의존하는

념으로서 존재하는 반면에,크기,모양,운동과 같은 일차 성질들

은 우리가 직 으로 지각할 수 없는 물질에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감각 가능한 상 머에 그러한 상을 야기하는 감각 불가

능한, 는 념을 통해 간 으로만 지각할 수 있는 실재가 있다

는 생각과 상통한다.실재를 표상하는 념을 통해서만 우리는 실재

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일차 성질은 실재 성질(real

quality)이라고 불리기도 한다.23)버클리는 이에 해 마음에 독립

인 물질에 내속한다고 여겨지는 일차 성질들이 사실은 마음에 의

존 인 념에 불과하다며 일차 성질과 이차 성질의 구분을 거부한

다.이 두 종류의 성질들은 사실상 모두 념에 불과하므로 존재론

상을 달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버클리가 제시하고 있는 입자론이 일차 성질과 이차 성질의 구분을

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앞의 인용단락에서 뿐만 아니라,

본 장의 앞 에서 다루었던 인과 입자론에서도 일차 성질과 이

차 성질의 구분이 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입자들의 일차 성

질은 우리가 감각하는 이차 성질들을 산출하는 인과력을 갖는 것으

로 상정되었기 때문이다.24)

22) 일차 성질과 이차 성질의 구분을 비 하는 논증들은  세 화 

186-94참조.

23)로크, 인간지성론 ,2권 8장 17 참조.

24)사실상 버클리와 버클리의 주요 논 인 로크의 작에서 ‘인과 입자

론’,그리고 일차 성질과 이차 성질을 구분을 제하는 입자론의 외연은

상당부분 겹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러나 이 논문에서 그 둘을 분리해

서 다루는 이유는,버클리가 일차 성질과 이차 성질 구분을 비 하는

논증과 정신 실체 이외의 상에 인과력을 부여하는 물질주의자들을 비

하는 논증을 분리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일차 성질과 이차 성질

의 구분이 물질주의 인과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한 보다 심화된

논의는 이 논문의 주제에서 벗어나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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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일,로크와 같은 물질주의 입자론자들은 입자가 일차

성질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보일과 로크의 ‘입자 철학

(corpuscularphilosophy)’에 따르면 “물리 세계는 수많은 입자들

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입자들은 크기,모양, 치,운동 는 정지

를 갖지만,색,소리,냄새,단단함,열 등은 갖지 않는다.”25)그들

은 거시 세계의 감각 성질들은 미시 세계의 입자들이 가지고 있

는 일차 성질들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보았다.분명 입자론과 일차,

이차 성질의 구분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계인 것처럼 보인

다.따라서 버클리가 일차 성질과 이차 성질의 구분을 거부했기 때

문에 입자론 체를 거부했으리라 짐작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버클리가 일차 성질과 이차 성질의 구분을 공격하는 논변

을 펴는 과정에서 일차 성질과 이차 성질의 구분을 제하는 입자

론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념론 입자론의 여지가 없

다고 볼 수는 없다.물질의 존재가 배제된 비물질주의 형이상학

하에서 일차 성질은 이차 성질과 마찬가지로 념에 불과하기 때문

에 이차 성질과 존재론 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다시 말해,두 종류

의 성질들 모두 념이므로 어느 것이 더 실재 이라거나 근본 이

라고 말할 수는 없다.하지만 그 다고 해서 입자의 일차 성질에 해

당하는 념들이 우리에게 지각되는 념들과 어떤 규칙 인 상

계를 맺고 있다는 이론 틀을 폐기할 필요는 없다.26)물론 버클

다.

25)Straud(1980:150).

26)물질주의자들이 일차 성질과 이차 성질의 존재론 상에 차이를 둔

까닭은 우리에게 드러나는 감각 인 상 세계는 실재하는 세계와 체계

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해서이다.이 때 감각 인 이차 성

질들은 물질의 본질로서 내재하는 일차 성질들을 통해 환원 으로 설명

될 수 있다.이차 성질들은 일차 성질들로부터 생된 성질들일 뿐이기

때문이다.버클리가 념론의 일 성을 해치지 않은 선에서 일차 성질

과 이차 성질간의 규칙 인 상 계를 주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감

각 인 성질들이 입자들의 일차 성질들로 부 환원될 수 있다, 는

환원 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주장을 옹호하기는 힘들 것이다(여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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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입자의 일차 성질이 상 머에 실재하는 물질 세계에 존

재한다는 제를 받아들이는 입자론을 거부할 것이다. 원리론 10

과 102 ,25 에서 나타난 입자론은 그러한 제를 받아들이는

물질주의 입자론이다.그러나 버클리가 물질주의 입자론을 거부

했음을 드러내주는 텍스트 상의 증거들은 그가 입자론 일반을 거부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물질주의 입자론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것이 입자론이기 때문이 아니라 물질주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물질주의 제들을 념론 원리들로

체한 념론 입자론의 가능성은 여 히 남아있다.27)

그런데 버클리가 기 작에서 제시한 입자론은 언제나 물질주

의 원리들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입자론은 물질주의 입자론 뿐이며 따라서 구 들에서

물질주의 원리들 뿐만 아니라 입자의 존재 한 함께 거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모크드의 해석에 따르면,

버클리는  원리론 과  세 화 에서 ‘입자 철학’라는 이름 하에 물질

환원과 환원 설명 개념을 엄 하게 구분하지 않도록 하자).왜냐하면

자연이 근본 으로 감각 성질들과 완 히 구분되는 일차 성질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색,소리,

맛 등의 이차 성질은 생 인,혹은 여분의 성질이 아니다.그러므로

버클리는,“실재하는 색깔과 소리는 알려지지 않은 특정한 모양과 운동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견해는 “한 번 받아들이면,끝없는 의심과 난

들로 정신을 난처하게 만드는 이상한 견해”라고 고 있다.( 세 화

 244,188)그러나 그 다고 해서 색깔과 소리가 특정한 모양과 운동

과 어떤 상 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

27) 념으로서의 입자는 일차 성질 뿐 아니라 이차 성질들도 함께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원리론 10 에 따르면 이차 성질이 결여된 일차

성질의 념은 사유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에서 나는 “버클리는

그의 [ 념론 ]입자들이 색을 결여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가버의 생

각에 동의한다.애서턴은 “만일 입자들이 원리 으로 지각 가능하다면,

기계론 인 에서 일차 성질들이 요하다고 하더라도,당연히 이차

성질들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Atherton,1991:54)

Winkler(1989:260-1),Downing(1995:29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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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제반 원리들을 통합시키고 있다.그 원리들이란 바로,(1)

무한 분할가능성 테제,(2)일차 성질과 이차 성질의 구분,(3)물

질의 가정,(4)물리 존재자들에 인과력을 부여,(5)지각되지

않는 입자들이 존재한다는 원리들이다.버클리가 두 서에서 공격

하는 입자론은 이러한 다섯 테제들의 결합물이므로,입자론이 언

되는 구 들에서 (1)부터 (4)까지의 테제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번째 테제,즉 입자의 존재까지 거부한다고 보아야 옳다는 것

이다.모크드는 버클리가 기 서에서 입자의 존재 여부를 따로

떼어 주제화한 이 없다는 ,그리고 자신만의 입자론을 발 시키

거나 입자에 이론 인 역할을 부여한 흔 이 보이지 않는다는 을

근거로 해서 입자의 존재 테제가 다른 물질주의 테제들과 일

으로 취 (packagedeal)되고 있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주장에 따

르면 기 버클리는 물질주의 원리들과 함께 입자론 일반을 거부

한 셈이므로 념론 입자론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28)

그러나 버클리가 물질주의 원리들과 입자의 존재 테제를 불가

분 결합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때 등장

하는 입자는 ‘물질주의 입자’를 일컫고 있을 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곧,(1)~(4)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5)를 ‘지각되지 않는 <물

질주의 >입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으로 언제나 바꿀 수 있기 때문

에,버클리가 거부한 입자론은 입자론 일반이 아니라 물질주의 입

자론이라고 재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모크드가 제시한 근

거들은 버클리가 입자론에 반 했다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지만,사

실상 버클리가 모든 입자론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과도 양립

가능하므로,비물질주의 입자론의 여지를 제거하지 못한다.

한,모크드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해서는,최소한,버클리

가 입자의 존재 테제를 다른 물질주의 원리들과 언제나 아주 강

28)Moked(198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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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결합시키고 있어서 입자의 존재 테제를 독립 으로 생각할 여

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29)만일 버클리가 입자론을 물질

주의 원리들과 분리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모크드의 논의는

무의미해지게 된다.그런데 버클리가 입자론을 물질주의 원리들과

는 독립 으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버클리는 물질을 부정하는 자신의 주장에 해 물질주의자들이 제

기할 법한 반박을 서술하면서  원리론 50 을 시작한다.

물질과 운동에 의해서 설명된 아주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이것들을

제거해 버린다면 입자 철학(corpuscularphilosophy) 체를

괴하는 것이며, 한 상들을 설명하는 데 매우 성공 으로 용되

어 온 기계론 원리들을 복시키게 된다고 당신들은 말할 것이다.

요컨 자연의 연구에 있어서 고 는 철학자에 의해서 어떤

발 이 이루어졌든 간에,모든 것은 물질 실체 는 물질이 실제

로 존재한다는 가정 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이에 해서 나는,

개별 인 것들의 귀납에 의해서 나타나게 할 수 있듯이,그 가정 없

이는 설명되지 않는 그 어떤 상도 없다고 답할 것이다.( 원리론 

50 )

여기서 버클리는 ‘그 가정 없이’,즉 물질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

고도 모든 물리 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며 물질 개념의 효

용을 부정하고 있지만,입자론과 기계론 원리들마 부정하고 있

지는 않다.오히려 물질 없이도 입자론은 무 지지 않을 수 있으며,

기계론 원리 한 원래 로 상을 설명하는 데 성공 으로 용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여기서 버클리는 물질이

29)모크드는 이를 해서 버클리 작의 구 들을 나열하고 분석한다.

그는  원리론 10 이 (2),(3),(5)가 혼합된 입자론을 보여주며,25

에서는 (4),(5)가,47 에서는 (1),(3),(5)가,50 에서는 (2),

(3),(4),(5)가,101-2 에서는 (1)~(5)가 혼합되어 나타남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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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한다는 물질주의의 주요 가정과 입자론 는 기계론 원리들

을 분리시킬 수 있다는 생각의 단 를 보여주고 있다.물리 세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이론에서 물질주의의 형이상학 가정들을 제거

한다고 해도 그 이론들의 설명력이 곧바로 부정되거나 나아가 그

이론이 완 히 폐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버클리가 입자

의 존재 테제를 물질의 가정 여타 물질주의 원리들과 독립

으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그로부터 우리

는 다시 그의 반입자론 태도를 드러내는 듯 보이는 구 들을

물질주의 원리들과 그러한 원리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입자론만을

거부한 것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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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물리 사물의 내부 구조에 한 버클리

의 입장과 ‘esseestpercipi’원리와의 충

돌 문제

앞 장에서는,버클리가 입자론 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

이는 구 들이 사실은 물질주의 입자론만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으므로,버클리의 념론이 입자론을 수용할 수 있는 여

지가 있다는 을 살펴보았다.지 까지의 논의에 따르면,물질주의

에 한 부정이 입자의 존재에 한 부정까지 함축하는 것은 아니

다.버클리의 념론은 분명 외부 물질과 같이 지각하는 정신과 독

립 으로 존재하는 입자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그러나 그것을 인정

한다고 하더라도 버클리의 념론이 정신이 지각하는 념으로서

존재하는 입자마 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좀 더 극 인 주장,즉,버클리가 실제로 입자

론을 받아들 다는 주장을 확립하는 데 기 가 되는 텍스트 근거

들을 살펴보고,이러한 텍스트들이 그러한 주장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따져본 다음, 념론 입자의 존재가 버클리 형이상학의

핵심 원리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논의해보기로 한다.

3.1.물리 사물의 내부 구조에 한 논의들

버클리의 비물질주의 입자론에 한 최근의 논쟁들에서 요하

게 다 지고 있는 텍스트는  원리론 60-66 이다.여기에서 버클

리는 그의 념론 형이상학과,물리 사물들은 복잡한 기계 내

부 구조(internalmechanism)를 이루고 있다는 상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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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립 가능한지, 는 그러한 상을 념론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

는지에 해 논의하고 있다.일군의 해석가들은 이 구 들이 버클리

가 입자론을 받아들 다고 생각할 만한 핵심 인 증거라고 보며,

다른 이들은 이 구 들은 버클리가 입자론을 받아들 다고 단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30)나는 이 에서 이

와 같은 논의들을 일별한 후에,물리 사물의 내부 구조에 한 버

클리의 입장이 그의 형이상학 체계 내에 기계론 입자론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더 나아가 버클리가 입자론을

염두에 두었다고 생각할 만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그럼에도 비물

질주의 입자론을 받아들 다는 결정 증거가 되기에는 불충분하

다는 을 보일 것이다.

일반 으로 식물의 조직과 동물의 여러 기 들,인공 사물들의

복잡한 내부 구조는 겉으로 보이는 다양한 상들의 원인이라고 생

각되기 마련이다.그런데 버클리의 인과론에 따르면,자연 상의

유일한 원인은 신뿐이며 우리가 지각하는 물리 사물들은 신의 의

지가 직 으로 산출하는 념들에 불과하다.그러므로 이러한 원

리에 따르면,유기체를 포함한 물리 사물들의 복잡한 내부 구조는

어떤 것도 야기할 수 없으며,내부 구조와 그러한 구조의 결과라고

일컬어지는 사건 혹은 감각 성질들 사이의 필연 인 연결은 없다.

그 다면 이러한 내부 구조들은 왜 필요한가?  원리론 60 에서

버클리는 비물질주의 인과 원리에 반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빌어 그들이 제기할 법한 질문들을 나열한다.우리에게 찰되는 다

양한 내부 구조들이 인과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들은 체 어

떤 목 에 기여하는가?신이 모든 물리 사물들에 한 감각 념

을 직 으로 야기한다면,시계가 고장났을 때 수리공이 내부를 수

리해야만 다시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이유가 있는가? 능한 신이

사물들의 외부와 내부가 상응하도록 념을 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

30)Garber(1982:182-4),Wilson(1999:245-8),Tipton(1982:

168-9),Winkler(1989: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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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신이 자연의 모든 결과를 직 으로 산출하는 것이라면 내

부 구조들은 헛되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60 에 등장하는 반론자

들의 논증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비물질주의에 따르면,물리 사물의 내부 구조는 정신에 의

존 인 념이고, 념은 우리에게 지각되는 상들의 원인이 될 수

없으므로,내부 구조는 지각되는 결과들의 원인이 될 수 없다.

(2)신은 내부 구조 없이도 우리에게 지각되는 상들을 산출할

수 있다.

(3)인과 효력(efficacy)이 없는 내부 구조는 헛되이 만들어진

것이다.즉 신은 불필요한 수고를 들여 복잡하고 다양한 내부 구조

를 만든 것이다.

(4)그러나 신은 불필요한 수고를 들이지 않는다.

(5)따라서 비물질주의보다는 정신으로부터 독립 으로 존재하

는 내부 구조에 인과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내부 구조에 수많은

상들을 인과 으로 설명하는 용도를 할당해 수 있는 상식 철

학이 우월하다.

반 자들의 이러한 귀류법 논증을 재반박하기 해서 버클리는

제 (3)을 공격한다.이를 해서 버클리는 두 가지 응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첫 번째는,물리 세계의 참된 원인인

신의 에서,신이 복잡한 내부 구조를 특정한 목 을 가지고 만

들었기 때문에 내부 구조에 한 념을 산출하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다고 응하는 것이며,두 번째는,신이 산출한 물리 세계를 인식

하는 유한한 정신의 에서,내부 구조의 인과 효력이 제거된다

고 하더라도,내부 구조는 그에 상응하는 상들과 인과 계가 아

닌 특정한 상 계를 맺음으로써 유한한 정신이 상들을 이해하

는 데 도움을 수 있기 때문에,불필요하지 않다고 응하는 것이

다.31)이 두 가지 응 방식은 종국에는 하나로 연결된다.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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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신이 복잡한 내부 구조를 특정한 목 하에 산출하기 때문에 내

부 구조와 그에 상응하는 상들의 특정한 계가 성립하기 때문이

다.다음의 인용 구 들은 이러한 두 가지 응 방식 각각에 해당하

는 핵심 인 내용을 차례 로 보여주고 있다.

신, 는 사물의 통상 과정을 유지하고 지배하는 지성은 그가 기

을 산출하기로 마음먹기만 한다면,아무도 시계의 부품들을 만들

어서 시계의 문자 안에 그것들을 집어넣지 않는다 하더라도,시계

의 모든 운동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가 지혜로운 목

을 해 창조시에 확립하고 유지한 기계론 법칙에 따라 기꺼이 행

하려고 의지한다면,앞서 말한 운동을 산출하기 에 시계공이 부

품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제 로 조립하는 행 들이 앞서야 한다는

은 필연 이다.( 원리론 62 )

념의 결합은 원인과 결과의 계를 함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표

지(mark)혹은 기호(sign)와 그것에 의해 표시된 것(thething

signified)과의 계를 함축할 뿐이다.[...]자연 철학자의 임무는

자연의 창조주에 의해서 제정된 이러한 기호들을 탐구하고 이해하려

31)인과 효력이 없는 내부 구조는 헛되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반론자들

의 논증에는 다음과 같은 제가 숨어있다.‘어떤 상을 설명하기 해

서는 그 상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따라서 내부 구조가 그에 상응하

는 상을 인과 으로 설명해주지 못한다면 그러한 내부 구조는 상에

한 어떠한 설명력도 가질 수 없으므로 헛되이 만들어진 것이다.’이는

60 의 다음과 같은 구 ,“...가장 정교한 기술로 만들어진,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체들과 장치들은,상식 철학에서 매우 한 용도로

할당되어 있고,갖가지 상들을 설명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에서 짐작

해볼 수 있다.여기서 ‘상식 철학’은 정신 독립 인 물질에 인과력을

부여하는 물질주의를 지칭한다.그러나 본 논문의 2장 1 에서 언 했

듯이,버클리는 인과 설명이 아닌 다른 설명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

었다.따라서 내부 구조가 인과 설명력을 갖지 않으면 어떤 상도

설명해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연에 한 어떤 이해

도 증진시켜주지 않는다는 반론자들의 암묵 인 견해는,인과 설명이

아닌 다른 과학 설명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무마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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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 것이지,물질 인 원인을 통해서 사물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원리론 65-66 )

첫 번째 응 방식을 논의하기 에,신이 내부 구조 없이 그에

상응하는 외 인 념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을

버클리가 언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자.32)이러한 언 은

앞서 정리했던 반론자들의 논증에서 사용된 제 (2)에 동의하면

서,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가 ‘우회 인 방법’을 취한 어떤 목

이 있다는 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수없이 다양한 자연의 내부

구조들은 신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으로 필수

인 것은 아니다.그러나 어떤 외 인 결과가 그와 상응하는 내부 구

조 없이 외따로 산출되는 경우를 우리는 신이 어떤 특정한 의도에

따라 기 을 행한 경우라고 여긴다.버클리는 “자연의 창조주가 사

물들의 통상 계열을 벗어난 어떤 상을 산출함으로써 그의 압도

인 힘을 드러내 보이기” 하여 기 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

명한다.

그러나 신은 자신에 한 경이감을 갖도록 하기 하여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키는 편보다는,조화롭게 고안된 자연이라는 작품을

통해 자신의 지혜와 자비심을 우리의 이성에 납득시키는 편을 택할

것이다.33)즉,신은 기 을 행할 수 있지만,그러한 외 인 상황

32)여기서 잠시 ‘내부 구조’와 ‘외 인 념’이라는 용어 사용이 불러일으

킬 수도 있는 오해를 짚고 넘어가자.버클리의 념론에 따르면 정신으

로부터 독립 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물리 사물들은 모두

념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러므로 형이상학 차원에서 실재와 상의

구분은 무의미하다.감각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각되는 모든 상들은

바로 실재하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따라서 물리 사물이 내부

구조를 갖고 있다는 말은 지각되는 념과 존재론 상을 달리하는

실재 본질이 있다는 말이 아니다.내부 구조 한 그것이 지각되는

한에서 념일 뿐이다.마찬가지로 ‘외 인 념’이라는 표 은 실재

인 것과 구분된다는 의미에서 외 인 것이 아니라,일상 인 언어 사용

의 차원에서 내부 구조의 념과 비되는 외 인 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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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하면 ‘지혜로운 목 ’을 해 기계론 인 자연의 법칙에 따라

감각 념을 산출한다.감각 념이 아무 게나 되는 로 산출되지

않고 일정한 질서와 법칙에 따라,이를테면,시계바늘이 움직이지

않을 때 시계의 내부 장치에도 그에 응되는 고장이 발견되는 방

식으로 산출되는 이유는 신이 지혜로운 목 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할 당시에 지혜로운 목 을 해 기계론

법칙을 확립했다고 할 때,신의 지혜로운 목 이란 무엇인가?신이

념을 산출할 때 따르는 자연 법칙들은 “이러 러한 행 들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상할 수 있는지에 한,그리고 이러 러한 념들

을 불러일으키기 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한지에 한

풍부한 정보를 달해 다”.34)다시 말해 신은 유한한 존재자들이

삶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념들을 규칙 으로

산출한다.이와 같은 목 때문에 기계론 자연 법칙은 “항구 이

고 보편 (permanentanduniversal)”이라는 속성을 갖는다.35)

자연 법칙이 일시 이거나 혹은 만물에 미치지 않는다면,유한한 정

신은 다가올 념을 상하거나 특정한 념을 불러일으키기 해

어떤 행 를 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므로

신의 지혜로운 목 은 달성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버클리의 두 번째 응 방식을 보자.이는 첫 번째 답,

즉 내부 구조와 외 인 념이 규칙 으로 상응하도록 념을 산출

하는 신의 목 에 한 설명과 완 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그러

33) 원리론 63 .

34) 원리론 65 ,자연 법칙에 따라 감각 념을 산출하는 신의 지혜로

운 목 에 해서는  원리론 31 에서 더욱 자세히 다 지고 있다.자

연 법칙은 “우리로 하여 생활의 편의를 해 우리의 행동을 조 할

수 있도록 하는,일종의 지를 제공한다.[...]이러한 자연 법칙이 없

다면 우리는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다

자란 어른은 갓난 아이 만큼이나 인생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35) 원리론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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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두 번째 종류의 답에서 그는 자연 사물들 사이에 성립하는,

인과 계와 유사한 모종의 질서정연한 결합 계를 특정한 방식으

로 규정지음으로써,신의 목 하에서 기계 내부 구조가 구체 으

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한 설명을 제공한다.

버클리에 따르면,우리가 일상 으로 원인과 결과의 계를 맺고

있다고 상정하는 것들은 사실상 인과 계가 아니라 기호(sign)와

그 기호가 표시하는 것(thingsignified)의 계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36)그는  원리론 65 에서 두 가지 를 제

시한다.“내가 지 보고 있는 불은 내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느끼

는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나에게 고통을 미리 경고하는 표지

(mark)이다.마찬가지로,내가 듣고 있는 소음은 주 의 물체들이

이러 러하게 운동하거나 충돌한 결과가 아니라,그것들의 기호

(sign)일 뿐이다.”불과 고통의 ,소음과 충돌의 를 통해 한 가

지 알 수 있는 바는,단순히 원인이 ‘기호’로,결과가 ‘그것이 표시하

는 바’로 각각 체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불과 고통의 에서

는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불이 실제로는 고통을 고하는 기

호이다.반면에 소음과 충돌의 에서는 물체의 충돌이 야기하는 결

과라고 생각되는 소음이 실제로는 물체의 충돌이 일어났음을 짐작

하게 하는 기호이다.즉,‘원인’이 기호가 될 수도 있고 ‘결과’가 기

호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흥미로운 사실로부터 버클리가 념이 산출되는 방식에

해서 어떤 상을 그리고 있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된다. 념으로만 이루어진 물리 세계에서 인과력을 제거하고

나면,결과라고 생각되는 념이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념에 의존

하지 않으므로,모든 념들은 형이상학 으로 동등한 지 를 갖게

36)“함께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찰되는 념들은 통상 으로 원인

과 결과의 계를 맺는 것으로 간주되지만,엄 하고 철학 인 진리의

에서 그것들은 오로지 기호와 표시된 것의 계를 맺고 있을 뿐이

다.” 시각론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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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그 기 때문에 어떤 념이 다른 념의 산출을 고할 경우

에는 그것이 함부로 원인이라고 여겨지든 결과라고 여겨지든 계

없이,모두 다른 념의 산출을 고하는 기호라고 불릴 수 있게 되

는 것이다.즉,원인과 결과가 각각 기호와 그 기호가 표시하는 것

의 계로 체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고하는 기호와

그것이 표시하는 것의 계를 맺는 것으로 규정된다는 사실은,어떤

념이 다른 념보다 우 를 하지 않는 존재론 그림과 잘 맞

아 들어간다.

이러한 ‘기호 이론’은 다시 신의 지혜로운 목 과 연결된다. 

원리론 60 에서 반론자들이 제기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자.물

리 사물들의 복잡한 내부 구조들은 헛되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

가?형이상학 차원에서 물리 세계로부터 인과 효력이 제거되었

다 하더라도,일상 으로 우리가 원인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실제

로는 어떤 것들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극 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

다.이와 같은 의도 하에서,버클리는 인과 계로 여겨지는 것을

기호와 그것이 표시하는 것 사이의 계로 규정짓는다.신이 념과

념을 아무 게나 산출하지 않고 제정된 기호를 통하여 다른 념

을 표시하도록 산출하는 이유는,우리로 하여 생활의 편의를 리

도록 하는 지혜로운 목 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신이 이러

한 기호들을 산출할 때 일정한 기계론 자연 법칙을 따름으로써

물리 세계가 하나의 일정한 기호 체계가 되도록 한다.그러므로 이

러한 기호 체계로서의 물리 세계를 구성하는 물리 사물의 내부

구조는 물리 사물의 외 인 념을 고하는 기호의 역할을 함으

로써 우리로 하여 물리 사물들을 더 잘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면  원리론 60-66 은 버클리가 입자론을 받아들 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되는가?이 질문에 답하기 해서는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입자의 하부 구조가 의 텍스트들에서 언 된

물리 사물들의 기계 내부 구조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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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버클리가 내부 구조의 효용에 해 설명하면서 지각되지

않은 내부 구조까지 염두에 두었음을 직 으로 나타내는 구 이

있다면 좋았겠지만,아쉽게도 그러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37)

그러므로 만일 60-66 이 버클리가 비물질주의 입자론을 옹호했

다는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면,증거가 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밝힐 필요가 있다.

가버는  원리론 60-66 이 념론 입자론의 가장 설득력 있

는 증거라고 말하며,이곳에서 정당화하려고 하는 숨겨진 기계 구

조(hiddenmechanism)에는 식물과 동물의 내부 조직과 시계 내

부의 기계 구조 뿐만 아니라 입자의 하부 구조 한 포함시키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그가 제시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시계바늘의 움직임이 그 내부의 각종 부품들 없이는 기계론

원리로 설명되기 어렵듯이,자기 상들(magneticphenomena)

이나 화학 상들은 입자 없이 기계론 원리로 설명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내부 구조와 비물질주의를 양립시키고자 하는 논변은 입

자 하부 구조에도 마찬가지로 효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둘째,버클리가 ‘입자’라는 말을 직 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

37) 튼은  원리론 60 의 다음 구 에 주목한다.“[...] allthe

clockworksofNature,greatpartwhereofissowonderfully

fine and subtle,as scarce to be discerned by the best

microscope”(강조는 필자)여기서 자연이라는 시계장치의 부분은

아주 정교해서,“가장 좋은 미경으로도 거의 식별되기 않을 정도”이

다. 튼에 따르면 이 목은 60-66 이 다루는 내부 구조들이 꼭 지

각되는 역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있게 보여주고 있다.

(Tipton,1982:168)그러나 클러는 “가장 좋은 미경으로도 거의

식별되기 않을 정도”는 “가장 좋은 미경을 통해 아주 간신히 식별되는

정도(justbarelydiscernedbythebestmicroscope)”와 같은 뜻이

므로,이 구 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도 지각되지 않는 내부 구조까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Winkler,

1989:268)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러한 구 은 버클리가 입자

론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직 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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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부분들의 크기,모양,운동,배열”38)과 같은 어구들이 로크가

입자론을 제시할 때 사용하는 어구와 매우 흡사하다.셋째,버클리

는 자연을 거 한 시계장치로 비유하고 있는데,이는 입자론자들 특

유의 비유이다.39)

그러나 가버가 제시한 근거들은  원리론 60-66 이 입자를 고

려하고 있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지 못한다.우선,어떤

상을 기계론 원리를 사용하여 설명하기 해서는 미시 인 구

조를 악하는 것이 필수 이라고 하더라도,자기 상들이나 화학

상들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상은 기계론 으로 설명되어야

하며,그를 하여 ‘찰되지 않은’미시 구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 강한 주장이다.이곳에서 그러한 강한 주장은 찾아볼

수 없다.버클리는 다만 물리 세계에 기계론 원리가 비물질주의와

어떻게 양립할 수 있으며,양립할 수 있다면 기계 내부 구조의 용

도는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그러므로 가버가

제시한 첫 번째 근거는,비물질주의와 기계론을 양립시키려는 시도

가 왜 비물질주의와 입자론을 양립시키려는 시도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해명해주지 못하므로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입자의 하부 구조 없이는 자기 상들과 화학

상들을 기계론 원리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지각되

지 않은 내부 구조를 동원해야 할 만큼 기계론 원리가 지각되지

않은 역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는지에 하여 답변을 해주어야 설

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부분들(parts)의 특정한 크기,모양,운동,배열

은 어떤 결과를 산출하는 데 으로 필수 인 것은 아니지만,

고정된 기계론 자연 법칙에 따라 산출하는 데는 필수 이다”와 같

은 62 의 표 이 로크가 입자들을 언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언어

와 닮아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를 들어,“감각 가능한 성질들은,

38) 원리론 ,62 .

39)Garber(198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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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실수로 그것들에 어떤 실재성을 부여하든,사실상 사물 자체

내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우리 안에 다양한 감각들을 산출하는

힘이며,일차 성질들,즉 부분들의 크기,모양,조직,운동에 의존

한다.”40)에서 로크는 ‘부분들’로 ‘감각되지 않는 부분들(insensible

parts)’,즉 입자들을 지칭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언어상의 유사

성은 버클리가 ‘부분들’로 입자를 직 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근거

가 될 수 없다.왜냐하면 65 의 다음 목,“사물들의 내 인 부분

들의 모양,구조, 장치를 식별함으로써,우리는 그들에 의존하는

사물의 갖가지 용도와 속성들,그리고 본성을 알 수 있게 된다”에서

언 된 ‘부분들’은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즉 재 허용되는 지각의

범 내에 있는 내 부분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버클리의 어법이

로크의 어법과 유사하다고 단하기 에,버클리 자신이 다른 목

에서 사용하는 어법과의 유사성을 고려하는 것이 더 하며,‘부

분들’이 입자들을 지칭할 가능성을 완 히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할

지라도,식별 가능한 부분들을 지칭할 가능성이 다분히 남아 있으므

로 가버의 두 번째 근거는 타당하지 않다.41)

마지막으로,자연의 기계 구조가 시계의 작동과 비교되고 있다

는 사실은 요한 시사 을 던져 주기는 하지만,그것이 입자론자들

특유의 비유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버클리 한 입자론을 염두에 두

고 있었다고 추론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왜냐하면 표 인

물질주의 입자론자인 데카르트와 로크가 시계의 비유를 자신의

입자론에 용할 때에는 시계 내부 구조를 원한 불가지성의 역

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다.물질주의자들은 우리가 직 으로 지각하

는 감각 념들은 정신에 독립 인 물질로부터 기인하며,실재 인

40)로크, 인간지성론 ,2권 8장 14 .

41) 클러도 이와 유사한 지 을 하고 있다.버클리는 이곳에서 ‘부분들’

이라는 말로 미경으로 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부분들을 의미

했을 가능성이 높으며,아직까지 구에게도 찰된 이 없을 만큼 작

은 입자들을 의미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Winkler,198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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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세계는 념의 세계와 체계 으로 다르기 때문에 외부 물체가

실제로 어떠한지에 해서는 완 히 알 수 있는 방도는 없다고 여

긴다.따라서 우리가 감각하는 상들 머에 있는 진상은 입자들의

운동 등의 일차 성질들의 갖가지 작용에 있다고 할 때,입자들의 작

용에 해서 우리는 불완 한 지식만을 가질 수 있다.그래서 데카

르트가 물리 세계를 설명하기 해 시계의 비유를 사용할 때,데카

르트의 시계는 “겉면은 지각 가능하지만,그 내부 구조는 원히 시

야에서 벗어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42)반면에 버클리는  원

리론 60-66 에서 지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한 앎을 가

질 수 없다는 의미를 달하고자 시계의 비유를 사용한 것이 아니

42)Laudan(1966:77).이와 련한 데카르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보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원인들을 상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이 이러한 원

인들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해서는 안 된다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왜냐하면 어떤 시계공이 부품의 조합에 어떤 유사성도

갖지 않도록 하면서도 외 인 상에 아무런 차이도 없이 시간을 같

이 가리키는 두 시계를 만들 수 있듯이,신이 무한하게 다양한 방식으

로 작용한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신은 이러한 무수히 많은 방식

들 각각을 사용하여,인간의 정신이 그가 사용하려고 결정한 이러한 모

든 방식을 아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지 않고서도,세계 내의 모든 것

이 보이는 그 로 나타나도록 만들 수 있다.만일 내가 열거한 원인들

이 이 세계에서 보이는 바와 유사한 결과들을 산출할 수 있다면,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는다.그것들이 산출되는 다른 방식이 있는지의

여부가 알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이다.”Descartes,Oeuvres,

vol.9,319.Laudan,1966:92-3에서 재인용.로크도 같은 맥락에

서 시계의 비유를 활용한다.“우리의 능력으로는 실체에 해서,실체에

서 찰되는 감각 인 념의 집합보다 더 나아간 지식을 가질 수도 없

고 구별할 수도 없다.그러나 념은 제아무리 성실과 정확을 기하여

얻는다 하더라도,그러한 성질들이 흘러나오는 참된 내 인 구조(true

internalConstitution)와는 동떨어져 있다.그것은 비유컨 ,한 시

골 사람이 스트라스부르크의 유명한 시계의 외 인 모양과 운동만을

보고 얻은 념이 시계의 내부 장치와 동떨어져 있는 것보다 더할 것이

다.”(로크, 인간지성론 ,3권 6장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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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오히려 그는 시계의 고장이 있으면 시계 수리공이 내부를 열고

고쳐야만 시계바늘이 제 로 움직인다고 말하며,자연의 복잡한 내

부 구조의 식별될 수 있는 측면과,식별한 바를 바탕으로 조작이 가

능하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즉,그는 시계의 비유를 통해 우리

에게 이미 식별된 내부 구조가 외 인 성질들과 맺는 다양한 기계

인 상호작용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결론 으로 말해서 물질주

의 입자론자들이 시계의 비유를 사용한 목 과 의미가 버클리의

경우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물론 시계의 비유를 사

용한 목 과 의미가 입자론자들과 다르다고 해서 버클리가 입자론

을 거부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그러나 가버와 같이,버클리가 시계

의 비유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입자론을 받아들 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43)

비록 가버가 제시한 이러한 논증들을 납득하기는 어렵지만,지각

된 이 없는 입자의 하부 구조가  원리론 60-66 에서 언 된

물리 사물들의 기계 내부 구조에 포함될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 한 어려운 일이다.이번에는 반 쪽 입장을 간략하게 살펴보

자. 슨은 아직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존재자가 비물질주의 체계

내에 들어오기 어렵다는 을 강조하며,이 구 들에서 우리에게

실 으로 지각될 수 있는 기계 구조들만이 논의의 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 들은 입자론을 받아들 다는 단서가 되지 못한

다고 주장한다.특히, 슨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 강하게 의존한다.

“버클리는 자연의 질서를, 념들 에서도 기호(sign)와 그것이 표

43)나는 가버의 반 인 논지,즉,버클리가 기에 비물질주의 입자

론을 염두에 두었다는 주장에는 크게 동의하지만,앞서 제시한 이유 때

문에,그러한 주장에 한 가버의 근거는 강력하지 못하다고 단한다.

나의 의도는  원리론 60-66 이 비물질주의 입자론에 한 근거가

되기에 부족한 을 밝히는 데 있다.물론  원리론 60-66 은 버클리

의 비물질주의 입자론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요한 실마리를 제공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60-66 에 한 후속 논의는 본 논문의 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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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바(thingsignified)의 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야말로 그가 그 문제를 찰할 수 있는 것들의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이러한 그림에 의

하면 기계 구조들은 우리에게 기호(sign)의 역할을 하는 ‘원본

인 념들(originalideas)’의 측면에서 생각되고 있다.”44)물리

사물들 사이의 인과 계를 부인하는 신 기호와 그것이 표시하는

바의 계를 통해서 사물들의 질서들을 해명하고 있다는 바로 그

에서 기계 구조는 최소한 찰할 수 있는 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슨의 이러한 생각에는,기계 내부 구조가 기호의 역할을 하

기 해서는 지각자가 그것을 찰한 이 있어야 한다는 제가

포함되어 있다.이러한 제에는 기호와 그것이 표시된 바의 계는

그 계를 인식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직 이 반 되어 있다. 를 들

어,불의 념과 뜨거움의 념이 규칙 으로 연결되어 발생했던 경

험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이 뜨거움을 고해주는

기호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한 불과 뜨거움의 념이 규칙

으로 연결되어 발생했던 경험을 한 은 있으나,그 규칙성을 인

식하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불이 뜨거움을 표시하는 기호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그러나 우리는 어떤 념이 ‘특정한 지각

자에게 기호의 역할을 함(functioning as a sign for a

44)Wilson(1999:247-8). 슨의 논의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슨

이  원리론 60-66 의 논의가 찰 가능한 상에 한정된다고 할 때

의 찰 가능성은 원리상의 찰 가능성이 아니라 실 찰 가능성

이라는 이다. 슨은 버클리가 이 구 들에서 최소한 우리에게 지각

될 수 있는,즉,사실상 우리의 ‘념들’가운데 있는 내부 구조만을 다

루고 있다는 을 강조한다.만일 이 때 슨이 지각될 수 있다는 말을

원리상으로 지각될 수 있다는 의미로 쓴다면,허수아비를 때리는 것이

나 마찬가지다.왜냐하면 아무도  원리론 60-66 이 원리상 지각될

수 없는 내부 구조를 버클리가 고려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원리상의 지각 가능성’개념에 해서는 본 논문의

3.2.와 5.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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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r)’과 ‘기호임(beingasign)’이라는 사태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어떤 념이 특정한 지각자에게 기호의 역할을 하기

한 필요 조건은 그 지각자에게 그 념이 기호로 인식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그러나 어떤 념의 ‘기호임’은 오히려 기호를 산출하

는 신의 의도에 달린 것처럼 보인다.어떤 지각자가 불에 하여 뜨

거움을 알려주는 기호로서 인식하는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념을

산출하는 신의 에서,불은 뜨거움을 알려주는 기호라고 유의미

하게 말할 수 있다.즉,어떤 념들 사이에 ‘기호’와 ‘그 기호가 표

시하는 바’의 계가 성립한다고 할 때,어떤 지각자가 그 념을

기호로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의 문제와는 별개로,신이 그러

한 계를 의지하는 데서 그러한 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인다.

기호들 간의 계가 성립하는 조건이 으로 나의 인식과는 독립

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면, 원리론 60-66 이 복잡한

내부 구조와 외 인 상들 사이의 상 계를 기호와 그것이 표

시하는 바의 계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그 내부 구조가 실

으로 찰 가능한 범 내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상해 보자.시계의 내부를 우연한 기

회에 열어보기는 하 으나 시계의 부품들이 이루는 구조에는

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한 시계의 내부를 찰

한 은 없지만 기계론 원리에 한 소상한 심으로 인해 시계

바늘의 움직임으로부터 시계의 내부 구조를 그럴듯하게 추론해낸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둘 어느 사람이 신의 기호 체계를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가?직 으로 후자의 경우가 신

의 기호 체계를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이러한 는

버클리가 신이 제정한 기호와 그것이 표시하는 바의 계로 물리

세계의 질서를 설명한다는 사실이 반드시 기호 는 기호가 표시하

는 것이 실 으로 찰 가능해야 함을 함축할 필요는 없다는 것

을 보여 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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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기호임’이 신의 뜻으로서 객 으로 실재한다고 이해할

때,우리는 자연을 탐구한다는 것을 신의 기호 체계를 탐색함으로써

신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되새길 수 있다.“자연 철학

자의 임무여야 하는 바는,사물들을 물질 원인을 통해 설명하는

시늉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자연의 창조주에 의해 제정된 기

호들을 이해하기를 추구하고 애쓰는 데 있다.”46)

 원리론 60-66 에서 제시된 들,즉 식물의 조직이나 동물의

기 들,인공 사물의 내부 구조 등은 분명 실 으로 지각되는

범 내에 한정되어 있다.그러나 그 다고 해서 그러한 내부 구조

에 입자 하부 구조가 원리 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

다.게다가 이 구 들에는 비물질주의와 입자론을 양립시킬 수 있는

논리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물리 세계에서 발견되는 복잡한 내

부 구조가 ‘진정한 원인(genuinecause)’이 되지 않으면서도 그것

이 지혜로운 목 을 가진 신이 념들을 산출하는 데 필요하다는

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에서,인과 역할을 할 수 없는 입자가

감각 가능한 성질들을 설명해주는 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서론

의 질문에 답을 제공해 수 있다. 한 물리 세계를 지배하는 기계

론 법칙들에 해 신이 지혜로운 목 에 따라 념을 산출하는

데 필수 인 것으로 해명해주고 있다는 에서,물리 세계의 상들

이 입자의 운동 충돌 등으로 설명된다고 보는 입자론이 비물질

주의 으로 해석될 공간을 마련해 수 있다.이러한 들이 버클리

가 입자론을 지지하는 단서가 된다고 단할 만한 요소들이다.그러

면  원리론 60-66 은 버클리가 입자 하부 구조를 염두에 두었

45)‘실 찰 가능성’은 ‘원리상 찰 가능성’과는 다른 개념이다.주의

할 것은,기호와 그것이 표시된 것이 실 으로 찰 가능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원리 으로(inprinciple) 찰 가능할 필요가 없다

고까지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이와 련한 개념 구분은 다음

에서 다루도록 한다.

46) 원리론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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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실질 인 증거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하지만 이 질문에도

그 다고 답하기는 어렵다.왜냐하면 념론 입자론을 받아들이

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기 해서는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존

재자가 념론 체계 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을 확보해 수 있

어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실 으로 찰 가능한 기계 구조

만 다루고 있는  원리론 60-66 은 버클리가 입자론을 옹호했다

는 데 불충분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

3.2.‘esseestpercipi’원리와의 충돌 문제

이제 버클리의 비물질주의와 입자론이 양립 가능하다는 것을 보

이기 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에 도달하 다.입자의 존재는

버클리 형이상학의 핵심 원리인 ‘esseestpercipi’원리와 정면으

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왜냐하면 입자는 지 껏 구에게도 한

번도 지각되지 않았으며,다만 있으리라고 짐작될 수 있을 뿐인

상으로 상정되기 때문이다.이러한 충돌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

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47)그래서 지각되지 않는 ‘비물질 입자’

는 모순된 용어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48)따라서 사물들의 존재를

지각됨(beingperceived)과 동치시키고 있는 ‘esseestpercipi’

원리를 골자로 하는 버클리의 존재론이,지 껏 한 번도 지각된

이 없는 입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만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입자

의 존재를 그 안에 어떻게 히 치시킬 수 있는지에 해 올바

른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본격 인 논의에 앞서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상’이라는 용어

의 의미를 좀더 명확히 규정하고 넘어가도록 하자.입자가 지 껏

한 번도 지각된 이 없다는 것은 존하는 가장 높은 배율의 미

47)Brook(1973:100).

48)Winkler(198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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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통해서도 지각되지 않는다는 말이다.따라서 입자는 어떤 의미

에서 지각할 수 없다.그러나 내가 입자를 ‘지각할 수 없다’고 표

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지각할 수 없다’는 표 에 애매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 작아서 지 은 지각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지각 가

능하리라고 기 되는,즉,원리상으로는 지각 가능한 것도 지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표 되기도 한다.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실 인 지각 불가능성에 주목하여 입자를 ‘지각할 수 없는

(unperceivable)’,혹은 ‘감각할 수 없는(insensible)’ 상이라고

표 한다.그러나 같은 표 이,버클리가 부정하고 있는 물질 실

체와 같이,감각을 통해서는 원리상으로 지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의

미할 수도 있다.이 게 원리상으로 지각될 수 없는 것과 구분하기

해 입자를 ‘지각되지 않는다’고 표 하는 방법도 있다.그러나 이

런 용법에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찰했던

이 있는 일상 상의 지속 인 존재를 문제 삼는 경우에 버클

리 연구자들은 특히 그것을 ‘지각되지 않는 상(unperceived

object)’이라고 표 하기 때문이다.입자와 ‘지각되지 않는 상’은

구별되어야 한다.그러므로 입자는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상’이

라고 표 하자.

이제 ‘esseestpercipi’원리에 해 살펴보도록 하자.버클리

는  원리론 3 에서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물리 사물들이 정신

에 의해 지각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그러므로 물리 사

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각된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선언한다.

여기서 버클리는 존재 개념의 의미를 밝힘으로써,지각되는 것 이외

의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상정되는,다시 말해 정신과는 독립 인

존재를 갖는다고 상정되는 물질 실체를 부정하고 있다.

지각됨과는 아무런 계도 없는 사유하지 않는 것들(unthinking

things)의 존재에 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바는,완 히 이

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존재는 지각되는 것이다(ess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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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ipi).그것들이 정신 는 그것들을 지각하는 사유하는 것들

(thinkingthings)밖에서 어떤 식으로든 존재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리론 ,3 )

버클리는 그의 작 이곳 곳에서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를 지각

된다는 뜻으로 규정한다.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상식을 거스르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상식을 변한다고 역설한다. 세 화 234에서

버클리는 잘 알려진 ‘버클리의 정원사’를 등장시킨다.

필로 스:하일라스,나는 내 견해의 참됨을 이 세계의 상식에 호

소하는 것으로 만족하네.정원사에게 왜 기 벚나무가 정원에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그는 자네에게 그것을 보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답할 거야.그에게 왜 기에 오 지 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면,그는 그것을 지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하겠지.그가 감각을 통해 지각하는 것을 그는 실재 인 존재

(real being)라고 일컫고, 그것이 있다(is)고, 는 존재한다

(exists)고 말하네.그러나 지각될 수 없는 것에 해서는 존재를

갖지 않는다고 말하네.( 세 화 ,234)

아리스토텔 스주의의 실체 형상과 무규정 질료가 결합한 개

체로서의 실체 이 데카르트에 와서 물질 실체와 정신 실체로

구분되는 이원론 실체 으로 변화했다면,버클리는 이러한 이원론

실체 을 거부하고 실체의 목록에서 오로지 정신 실체만 남기

게 된다.그리하여 버클리의 형이상학에서 존재하는 것들은 정신 실

체들과 정신에 귀속되는 념들뿐이며,물리 세계는 정신에 의해 지

각됨으로써만 존재하는 념들로 이루어진 세계가 된다.그러나 물

리 세계가 정신에 의존 인 념의 지 에 머무른다고 해서 비물질

주의가 사물들을 “순 한 상상물로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해되어서

는 안 된다.49)버클리에 따르면 실재 인 감각 념들과 상상 념

들을 우리가 “혼동할 험은 없다”.50)상상 념들은 우리의 의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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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히 종속되는 반면,감각 념들은 우리의 의지에 종속되지 않고

비자발 으로 떠오르며,상상 념보다 더 강렬하고 생생하고 분명

할 뿐 아니라,규칙 이고 정합 이다.51)감각 념의 직 인 출

처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유한한 정신의 외부에 있는 신이므로 정

신에 독립 인 물질을 상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순 한 상상물과 실

재 사물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그럼에도 실재 사물은

여 히 정신에 의해 지각되지 않고서는 달리 존재할 수 없는 념

들의 집합이다.

물리 사물의 존재가 지각됨으로써 성립한다면 한 번도 지각되

지 않은 상이 존재자의 목록에 포함될 수 있는가?한 번도 지각

되지 않은 입자의 존재가 ‘esseestpercipi’원리와 충돌하지 않기

해서는 입자가 정신에 독립 인 물질이 아니라 념이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답할 수도 있다.제솝은 연장,무게,운동과 같은 입

자의 성질들이 결국은 념일 것이기 때문에 입자의 존재가 비물질

주의와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한다.52)그러나 이러한 답은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념이

지각되는 것이라고 할 때,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입자를 념으로

볼 수 있는지에 한 문제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룩이 지 한 바

로,우리는 이러한 입자가 “어떤 의미에서 념이라고 불릴 수 있

는지”와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53)

가버는 버클리가 지각되지 않은 상을 다루는 방법을 입자에도

용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다.가버는 입자들을 버클리의 체

계 내에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재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

49)칸트, 순수이성비  B274.여기서 칸트는 버클리의 형이상학을 ‘교

조 념론’으로 격하시키고 있다.

50) 세 화 235.

51) 원리론 30,33 , 세 화 235.

52)Brook(1973:99)에서 재인용.

53)Brook(19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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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하며,버클리가 아무에게도 지각되고 있지 않은 상들의 실

재 존재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버클리는 지

각 가능한 사물들이 유한한 정신에 의해 지각되고 있지 않을 때,그

사물들은 “신의 정신 안에 있는 념들로써 존재하며,만일 우리가

한 상황에 처해 있기만 하면 신이 그러한 념들을 산출할 것”

이므로 그것들의 지속 인 존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가버

는 입자가 로크나 버클리에게서 원리상(inprinciple)지각 가능한

것으로 다 지고 있기 때문에,지각되고 있지 않은 상들에 한

버클리의 해결책을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입자에게도 확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54)

그러나 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가버의 이러한 략에 반

한다.신은 으로 능동 인 존재자이므로,우리와 같은 수동 인

감각 지각을 겪을 리가 없다.그러므로 우리가 지각하지 않는 상

의 존재를 확보하기 해 우리의 지각을 단순히 신의 지각으로 치

환한다고 해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만일 신의 본성을

고려하여 신이 가지는 념을 ‘원형(archetype)’으로 놓아 우리가

가지는 수동 인 감각 념과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이번에는

감각 상들의 존재가 감각을 통해 지각됨이 아닌 다른 것에서

성립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그리고 감각 상들이 ‘감각들의

다발’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되어버리는 것 같다는 등이 감각

상의 존재를 확보해주는 방법으로서는 불분명한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 한다.55)

그러나 슨의 지 은 하지 못하다.왜냐하면 이는 버클리가

다루고 있는 ‘지각되지 않는 상의 문제’ 체에 해당되는 반박이

지,가버의 략,즉,입자의 존재를 버클리가 지각되지 않는 상

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으로 설명하려는 략에 한 반박이 아니기

때문이다.버클리가 자신의 념론 체계 내에 지각되지 않는 상을

54)Garber(1982:185).

55)Wilson(1999:2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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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려고 애썼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슨은 곧 지각되지

않는 상 체가 버클리 체계 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

는 셈인데,이는 버클리 자신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주장일 것이

다.설령 지각되지 않는 상의 문제에 한 슨의 의견이 어느 정

도 받아들일 만하다고 하더라도,지각되지 않는 상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은 여 히 열려 있으며,다른 해석이 성

공 으로 이루어지면 지각되지 않는 상의 문제를 입자에 한 논

의에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는 여 히 남게 된다.그러므로 가버의

략의 반 하려면,‘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상의 문제’가 지각되

지 않는 상의 문제의 확장 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하는 것으

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옳다.

이제 지각되지 않는 상의 문제에 한 버클리의 해결책이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입자의 경우에 올바르게 용될 수 있는지 논

의해보자.버클리는 유한한 정신에게 지각되고 있지 않은 상의 존

재를 ‘esseestpercipi’원리와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확보하려

고 했다.왜냐하면 아무에게도 지각되지 않는 사물이 존재하기를 멈

춘다는 것,그래서 내가 을 감을 때마다 내가 보고 있던 물리

사물들이 완 히 사라졌다가 을 떴을 때 새로이 창조된다는 것은,

물리 사물이 우리가 지각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존재할 것이라는

상식 믿음과 어 나기 때문이다.버클리가 물리 사물의 존재를

지각됨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물리 사물의 실재성이 반드

시 유한한 정신의 지각하는 행 에만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

하지는 않는다.56)분명한 것은,정신으로부터 독립 으로 존재하는

물질을 상정하지 않고도 물리 사물이 지속 으로 존재한다는 믿

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을 버클리가 강조했다는

56)“우리는 사실 감 의 상은 지각되지 않고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한 념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지만,그것으로부터 오로지

우리에 의해 지각되는 동안을 제외하면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

을 내리지는 않기 때문이다.”( 원리론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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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버클리가 존재를 지각됨으로 규정하면서도 그러한 존재를

간헐 존재가 아닌 지속 인 존재로서 확보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지만,많은 연구자들에게 복잡한 해석 인 문제들을 안

겨주었다.57)

지각되지 않는 상의 문제를 버클리 체계 내에서 해석하는 방식

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클러의 구분법을 빌려 하나를 지각론

해석,다른 하나를 상론 해석이라고 부르자.이 두 가지 방

식 각각을 지지하는 텍스트들은 한 쪽으로 편 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버클리가 실제로 어떤 해석을 지지했느냐보다는 각각의 해석

에서 발생하는 철학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각각의 해석을 버클리

체계 체와 일 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욱 요

한 문제가 된다. 재의 논의에서 지각론 해석과 상론 해석은

어느 것이 더 우월한 해석이라고 결론 내리기 어려울 만큼 각각 장

단 을 고루 지니고 있다.나는 이 논문에서 두 가지 해석 에 어

느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인지에 한 논쟁에 직 가담하지는 않으

려고 한다.두 가지 해석 어떤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인지에 해

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두 해석이 모두 가능한 해석이라는 제

하에,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입자가 실재한다고 볼 수 있느냐는 물

음에 한 답을 내리기 한 방도가,버클리 체계 내에서 충분

히 있을 수 있다는 을 보이고,어떤 해석을 용하는 것이 입자론

과 더 잘 맞아떨어지는지를 논하는 것으로 논의의 범 를 한정하도

록 한다.

우선,지각론 해석에 따르면,우리가 지각하고 있지 않은 물리

사물은 신이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를 지속한다.즉,물리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유한한 정신인 우리에게, 는 무한한 정신

인 신에게 지각된다는 것이다.이러한 해석의 텍스트 증거는 매우

풍부한 편이며,‘esseestpercipi’원리와 잘 맞아 들어간다는 것

57) McCracken(1979, 2008), Winkler(1989: 204-37),

Pitcher(1977:163-7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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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 이다.58)그러나 지각론 해석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진

다.첫째,신은 본성상 으로 능동 이므로 우리가 감각 념

들을 가지는 방식으로 념을 비자발 으로 가질 수 없다.“감각을

통해 무언가를 견디거나 겪거나 느끼는 것은 불완 성”이기 때문에

신의 지각은 우리의 감각을 통한 지각과는 다르며,그러므로 우리와

신이 같은 상을 지각한다고 보기 힘들다.59)둘째,물리 인 사물

들은 일반 으로 원히 지속되지 않고 유한한 반면,신의 념들은

“그의 정신 안에서 원한 존재를 갖는다”.60) 한 신의 정신 안에

는 우리가 실재한다고 여기는 상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한 상

들의 념이 들어있다.따라서 신 인 지각은,어떤 상의 가능

존재와 뚜렷이 구분되는 실 존재를 확보하는 데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61)

58) 원리론 3 ,48 ,90 , 세 화 212,235등.

59)이에 해 지각론 해석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능동 인 신이 우리와

같이 감각을 통해 무언가를 겪거나 당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즉 우리의 감각 내용을 알거나 이해함으로써 지

각할 수 있다고 응할 수도 있다.실제로 버클리는 이와 같은 방향으

로 신의 지각을 설명한다.“나에게 있어서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

고 있다는 것,그리고 무엇보다도 고통,아니 온갖 부류의 고통스런 감

각 인상이 어떤 것인가와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있어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그가 알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네.그러나 나는 신 자신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단호히 부정

하네.아무리 그가 고통스런 감각 인상들을 알고 이따 우리 안에 고

통스런 감각 인상들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말이네.”( 세 화 ,240)

그러나 버클리는 다른 곳에서 지각된 성질들은 감각과 분리될 수 없다

는 논변을 펴고 있다.“직 으로 지각된 강렬한 열기는 특정한 종류의

고통과 분리될 수 없다.[...]우리에게 지각되는 것으로서의 성질들

은 쾌락이나 고통이지만,[...]”( 세 화 ,176-81)감각 성질들이

곧 쾌락이나 고통이라면,신이 쾌락이나 고통이라는 느낌을 갖지 않고

서 같은 감각 성질들을 안다는 것이 버클리에게 어떻게 설명될 수 있

을지는 난제로 남게 된다.자세한 논의는 McCracken(2008)참조.

60) 세 화 ,252.

61)Winkler(1989:217),Pitcher(1977:171-2),Downing(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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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되지 않는 상에 한 상론 해석은 지각되지 않는 상

이 실제로 지칭하고 있는 존재자보다는 그것에 한 진술들에 주목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에 좀 더 유연하게 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62) 상론 해석은 유한한 정신에게 지 떠오르는 념에

의존하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하게 표 할 수

있는 형식을 제공해 다.즉,지 아무도 지각하고 있지 않은 내

방의 침 가 존재한다는 말은,‘군가 내 방에 가면 침 를 볼 것

이다’는 의미이다.아무도 지각하지 않는 상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만일 우리가 특정한 조건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게 될

지각들에 해 말하는 것이다.어떤 감각 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진술들은 일반 으로 반사실 가정문으로 표 되며,어떤

특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우리가 그 상을 지각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상이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가 된다. 한 우리가 특

정 조건 하에서 얻게 될 지각에 한 반사실 가정문의 참은,신이

감각 념들을 산출할 때 지혜로운 목 에 따라 규칙 으로 산출한

다는 바로 그 사실로부터 보장받는다.

지각되지 않는 상의 문제에 한 이러한 상론 은 창조

에 한 하일라스와 필로 스의 화에서 잘 드러난다. 세 화 에

서 하일라스는 성경 첫머리의 창조에 한 이야기가 버클리의 변

자인 필로 스의 견해와 잘 들어맞지 않는다고 지 한다.성경에 따

르면 인간이 창조되기 에 해,달,별들,땅과 바다,식물과 동물

들이 먼 창조되었는데, 으로 존재하는 물질을 배제한다면,

어떻게 인간에게 지각되지 않고서도 그러한 자연물들이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유의미하게 말할 수 있는가?이에 한 필로 스의 핵

심 인 답변은 다음과 같다.

필로 스:[...]내가 마침 창조의 순간에 있었다면,그 신성한

24)참조.

62)Winkler(198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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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에 의해서 서술된 순서 로 사물들이 산출되는 것을,즉

지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았을 것이라고 나는 상상한다네.

[...]우리가 사물들이 존재를 시작한다거나 종료한다고 말할 때는,

이것을 신과 련해서가 아니라 피조물들과 련해서 말하는 것이

네.모든 상들은 신이 원히 알고 있거나, 는 같은 말이지만,

그의 정신 안에 원한 존재를 갖네.그러나 신의 명령에 의해서

에는 피조물들이 지각할 수 없었던 사물들이 그들에게 지각될 수 있

게 될 때,그것들은 창조된 정신들과 련해서 상 인 존재를 시

작한다고 말할 수 있네.[...]그것을 우리는 으로 유한한 혼

들과의 련 하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즉,우리가 오늘날

자연의 법칙이라고 부르는,신이 확립했던 질서와 방식에 따라,신

이 사물들이 지성 피조물들에게 지각될 수 있도록 명령했을

때,그것들이 우리와 련하여 존재를 시작했다거나 는 창조되

었다고 하게 이야기될 수 있다고 말이네. 이것을 상

(relative)존재 는 조건 존재(hypotheticalexistence)라 불

러도 좋네.( 세 화 251-3,강조는 필자)

신이 물리 사물들에 한 앎을 원히 갖는 것과는 별개로,물

리 사물들은 유한한 정신들과 련해서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

는다고 하게 이야기될 수 있다.그리고 그러한 존재는 유한한

정신들의 실 지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신이 피조물들에

게 지각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에 의존한다.신의 명령은 다음과 같

이 표 된다.“만일 유한한 정신들이 창조의 순간에 있었다면,사물

들이 창조되는 것을 지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이에 따르면 지각되

지 않는 침 가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말은 신이 당한 환경 하에

서 유한한 정신으로 하여 침 의 념을 야기할 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63)

63)그러나 이러한 해결책은 ‘esseestpercipi’원리와 충분히 들어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우리가 침 를 지각할 때 침 의 색과

감 등의 풍부한 감각 성질들의 총체로 지각한다면,침 가 지각되지

않을 때 그러한 풍부한 감각 인 성질들의 총체로서,즉 우리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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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러한 상론 해석을 따르면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입

자를 지각되지 않는 상의 문제에 한 버클리의 해결책에 용시

켜볼 수 있는 방도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지각론 해석을 따

를 경우,그러한 해석이 직면하게 되는 갖가지 난 들을 차치하고라

도,입자의 존재를 신이 지각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확보해야 할

것인데,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상의 존재를 신의 지각을 통해서

정당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요원해 보인다.신이 이 세계에

한 신 인 념을 가지는 방식이 우리가 이 세계에 한 감각 념

을 가지는 방식과 근본 으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신의 지각은 우

리에게 어떤 감각 념이 실제로 주어짐으로써만 간 으로 확인

으로 지각할 때와 완 히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존재하리라는 믿음이

상식 믿음일 것이다.그러나 상론 해석에 따르면 지각되지 않는

상은 그와는 다른,조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말해진다.신이

어떤 특정한 조건 하에서 우리에게 어떤 상에 한 지각을 불러일으

키리라는 의지를 가지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은,풍부한 감각 인

성질들의 총체로서 존재하는 것만이 존재의 진정한 양상이라고 받아들

이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해결책도 되지 못할 수도 있다.버클리 자신이

실제로 이러한 해결책을 뚜렷하게 취하고 있고,유한한 정신의 실

지각에 의존하지 않는 존재의 의미를 나름 로 유의미하게 밝히려는 시

도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감각 존재의 지속성을 상식 인

과 완 히 일치하는 방식으로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문제,즉,‘존재’의

의미가 완 히 달라지는 것 같다는 문제는 상론 해석의 난 이다.

유한한 정신이 맞닥뜨리는 감각 상으로서 존재하는 것과 신이 특정

한 조건 하에서 감각 상을 산출하리라는 의지를 갖는 방식으로 존

재하는 것은 완 히 다른 것처럼 보인다. 자의 의미가 상식 인 존재

의 의미라면 상론 해석은 침 가 법칙 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존재론 그림 이상의 것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이러한

약 은 상론 해석을 계속해서 수정해나가려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클러는 “맹목 주체의 부정”즉,어떤 의지도 그 배후에 념을 가지

고 있어야 한다는 가설을 도입하여 지각론 해석과 상론 해석을

히 조화시키려고 한다.본 논문에서는 지각되지 않는 상의 문제

에 한 여러 가지 해석들과 그 해석들이 갖는 어려움들에 한 논의를

더 이상 다루지 않고,기회가 된다면 다른 지면에서 논의해보도록 하겠

다.(Winkler,1989,204-3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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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므로 한 번도 감각 념으로서 주어

진 이 없는 입자의 존재를 신의 지각을 통해서 정당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때 감각 념으로 주어진 이 있던 일상 상의 연

속성을 신의 지각을 통해 정당화하는 것보다도 어려워 보인다. 한

신의 지각을 통해서는 상상의 산물인 키메라와 입자의 차이를 설득

력 있게 확보해주기 힘들다.한 번도 감각 념으로 주어진 이 없

으므로 신이 그러한 념에 해당하는 지각 내용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간 으로라도 확인할 방도가 없다는 측면에서 키메라와

입자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얼핏 보기에 상론 해석에도 마찬가지로 용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신이 특정 조건 하에서 입자의 념

을 산출하리라는 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그러한 의지는 자연 법칙이 일 으로

용된다는 것으로부터 확인된다고 하게 말할 수 있다.우리는

신이 자연 법칙에 따라 어떤 특정 조건 하에서 특정 념을 일정하

게 산출한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입자의 존재를 추론한다.64)

그래서 만일 신이 자연 법칙을 지 과 같이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특정 조건 하에서 입자의 념을 산출하리라는 의지를 가지리라 믿

는 것은 정당한 믿음인 것처럼 보인다.단,입자가 지각될 특정한

조건은 설득력 있는 입자 이론 하에서 경험 데이터와 자연 법칙

을 통해 합리 으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상론 해석을 따른다면,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입자가 존재

한다고 말하는 것은,만일 우리가 이러 러한 상황,즉, 를 들어,

지 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미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우리에

게 입자가 지각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이러한 반사실 가

정문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다면,우리는 입자가 존재한다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다.즉,우리가 비록 한 번도 지각한 이 없더

64)반사실 가정문의 참을 보장해주는 자연 법칙 개념에 해서는 본

논문의 4.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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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자연 법칙과 경험 데이터를 통해서 지각 가능한 조건을 합

리 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내 방에 가면 침 가 지각된다고 말하

는 것이 침 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특정 조건에

놓이면 입자가 지각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입자가 존재한다고 말

하는 것과 같다. 상론 해석은 우리가 악한 이 세계에 한 정

보들만 가지고 존재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우

리의 지각과는 근본 으로 차이를 갖는 신의 지각에 기 지 않고도

이 세계에 한 지각 내용들,그리고 이 세계의 자연 법칙과 잘 조

화되는 입자의 존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다.

비록 상론 해석이 앞서 살펴봤던 여러 문제 들을 갖고 있다

고 하더라도,버클리 자신이 이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었

으므로,입자의 존재가 상론 해석으로 잘 설명된다면 버클리 체

계 내에 입자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이다.

마지막으로,입자의 지각 가능성이 어떤 종류의 지각 가능성이어

야 하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입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하는 반사실 가정문을 하게 제시하기 해서는 우선 입자가

원리상 지각 가능해야 한다.이는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입자의 존

재가 ‘esseestpercipi’원리와 양립 가능하기 한 필요 조건으로

서 입자가 원리상 지각 가능해야 한다는 말이다.다시 말해 입자가

원리상 지각 불가능하다면 ‘esseestpercipi’원리와 양립할 가망

은 없으며,지각되지 않는 상에 한 상론 해석을 용하는

일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이 때문에 입자가 원리상 지각 가

능하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반드시 물어보아야 한다.65)

65)나는 ‘원리상 지각 가능하다(inprincipleperceptible)’는 개념을 가

버에게서 빌려왔다는 것을 밝힌다.가버는 로크와 버클리,그리고 그들

과 동시 사람들이 입자를 원리상 찰 가능한 존재자로 보고 있다고

말한다.나는 이 사실 한 이 논문의 요한 가정으로서 받아들인다.

(Garber,1982:185)원리상 지각 가능하기 한 조건에 해서는

본 논문의 5.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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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말할 것도 없이,원리상의 지각 가능성은 실 지각 가

능성보다 그 가능성의 범 가 더 넓은 개념이다.입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표 하는 반사실 가정문을 히 제시하기 해서 입자의

지각 가능성이 반드시 실 가능성일 필요는 없다.지 의 기술

수 에서는 입자를 지각하는 것이 도 히 불가능하지만, 재의 자

연 법칙 하에서 입자가 지각될 조건을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이 아니라면,입자가 비록 한 번도 지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우

리는 입자의 존재를 진술하는 유의미한 반사실 가정문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입자의 지각 가능성이 실 가능성일 필요는 없다고 하

더라도,논리 가능성의 수 에만 머물게 되면 버클리는 그러한 입

자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즉,입자가 지각 가능하다는

말이 ‘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법칙들과는 다른 법칙들로 이

루어진 다른 가능세계에서 지각될 수 있다’는 의미로까지 확장되어

서는 안 될 것이다.그 이유는,입자론에서 물리 상들을 구성하

는 입자는 바로 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자연 법칙에 따

라 추론된 존재자일 것이기 때문이다.입자가 이 세계의 자연 법칙

을 통해 연역된,이 세계의 자연 법칙에 종속된 존재자로 상정되었

다면,그러한 입자는 다른 가능 세계에서가 아니라 이 세계에서 지

각 가능할 것이다.66)

그런데 그 다고 해서 입자의 지각이 반드시 물리 으로 가능해

야만 입자의 지각과 련한 한 반사실 가정문을 만들 수 있

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특정한 지각 가능성 조건을 유의미하게

제시했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지각이 물리 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해볼 수 있다. 를 들어,46억 년 지구가

탄생했다는 사건이 실재했다는 것을 합리 인 근거에 의하여 믿을

66)원리상의 지각 가능성이 논리 지각 가능성에 머물게 되면,우리는

상상 속의 키메라도 원리상 지각 가능한 것으로,그래서 존재자의 범주

에 넣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야 할 부담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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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지만,시간을 거슬러 우리가 그 경을 직 지각하는 것은 물

리 으로 불가능하다.앞서 인용한  세 화 의 창조 이야기의 경우

에도,인간이 창조되기 으로 돌아가 하늘과 땅이 창조되는 것을

지각하는 것은 물리 으로 불가능하다.그럼에도 버클리는 우리가

물리 사물들이 창조되는 시 에 있었다면 그것을 지각할 수 있었

을 것이므로,인간이 창조되기 이 의 물리 사물들은 존재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므로 원리상의 지각 가능성은 물

리 지각 가능성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지각 가능성을 올바르게 지칭할,논리 가능성보다

좁고 물리 가능성보다 넓은 가능성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그

러므로 나는 버클리 체계 내에서 존재자로 허용될 수 있는 필요조

건으로서의 원리상의 지각 가능성을 ‘넓은 의미에서의 물리 지각

가능성’이라고 부르고자 한다.즉,입자가 버클리의 비물질주의 내

에서 존재자의 범주 내로 받아들여지기 해서는 최소한 넓은 의미

에서 물리 으로 지각 가능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버클리가 비물질주의 입자론을 옹호했다고 단

할 만한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는 버클리의 자연 법칙 개념에 해,

그리고 버클리의 체계가 입자를 받아들임으로써 리는 이 에

해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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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연법칙,그리고 자연과학의 범

지 까지는 버클리 념론의 핵심 원리와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

로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입자의 존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이번 장에서는 버클리가 실제로 입자론을 받아들 다는

해석이 입자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보다 체계 으로

일 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이러한 주장이 성립하기 해

서는,버클리의 비물질주의가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입자와 같은

존재자를 받아들이는 것과 양립할 수 있는지를 보이는 것 이상으로,

자연 과학에 한 버클리의 입장이 입자의 존재를 요청하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이를 해서 버클리의 자연 법칙 개념과 신이 창조한

물리 세계의 모습에 한 견해를 살펴볼 것이다.그리고 이를 뒷받

침하기 해 나는 버클리가 비물질주의 입자론을 받아들 다고

단할 만한 가장 강력한 텍스트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이는 버

클리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조건 하에서 지각될 것이

라고 추론된 존재자일 경우에 그것이 비록 한 번도 지각되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존재한다고 여겼으리라는 을 드러내주는 좋은 근

거가 된다.그런 다음 비물질 입자가 과학에서 어떤 설명 역할

을 한다고 할 때,그러한 설명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버클리

의 념론이 비물질 입자를 받아들이는 것의 의의에 해서 생각

해볼 것이다.

4.1.버클리의 자연 법칙 개념

버클리에 따르면,자연 법칙은 물리 사물들 사이의 인과 필

연성을 표 하는 것이 아니라,신이 우리의 정신 안에 감각 념들

을 질서정연하게 산출하는 방식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즉,자

연 법칙은 신이 물리 세계를 산출할 때 따르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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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자연 법칙(LawsofNature)이란,“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정

신이 우리 안에 감각 념들을 야기할 때 따르는 고정된 규칙(set

rules) 는 확립된 방법들(established methods)이다.우리는

이것을 경험을 통해 배우며,경험은 이러 러한 념들이 사물의

통상 과정에서 이러 러한 념들에 동반된다는 것을 가르쳐

다”.( 원리론 30 )버클리의 인과론에 따르면 감각 념에는 인

과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떤 감각 념은 후속될 념을 필연 으

로 함축할 수 없다.이 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물리 세계를 이루

는 념들이 앞으로도 지 과 같은 방식에 따라 규칙 으로 발생하

리라는 을 정당하게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실제로

념의 인과성을 부정한 흄은 념들 사이에서 찰된 규칙성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사건 혹은 찰되지 않은 사건을 추론하는 것은 정

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67)그러나 버클리에서 자연 법칙은 이 세

계를 창조할 당시에 신이 특정한 목 을 갖고 념을 산출하는 방

법으로 확립한 것이므로 자연 법칙이 신이 가지는 목 과 불가분의

계를 맺고 있으며,그래서 우리는 자연 법칙의 본성을 신의 목

이 반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그리고 이 게 이해된 자연

법칙의 본성에 의해서 우리는 자연 법칙이 미치는 범 를 우리에게

찰된 역 머의 물리 세계에까지 정당하게 확장할 수 있게 된

다.자연 법칙의 본성에 근거하여 자연 과학의 범 가 어떻게 한 번

도 지각되지 않은 역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논의하기 이 에 먼

,신의 목 이 반 된 자연 법칙의 본성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감각 념을 산출하는 신의 작용은 무작 로 이루어지지 않고 창

조시에 확립한 자연 법칙에 따르는데,그 다면 신은 무슨 이유로

자연 법칙을 확립하고 유지하는지 물을 수 있다.이에 해 버클리

는 신이 자연 법칙에 따라 물리 세계를 운 하는 까닭은 지혜롭고

자비로운 목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그리고 그 목

67)Hume,Enquiry§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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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리에게 인생의 편의를 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신이 자

연 법칙에 따라 념을 놀랄만한 계열로 환기한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 생활의 편의를 해 우리의 행동을 조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지를 제공한다.이러한 지가 없다면 우리는 원히 갈팡

질팡할 것이다.즉 우리는 최소한의 즐거움을 얻거나 최소한의 고통

스러운 감각을 제거하기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다.

음식이 양분을 제공해주고,수면이 생기를 되찾게 해주며,불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 다는 것, 종기에 씨를 뿌리는 것이 수확기에

수확을 하는 방법이라는 것,그리고 일반 으로 이러 러한 목 을

얻기 해서 이러 러한 수단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 모든 것을

우리는 념들 사이의 필연 인 연결을 발견함으로써가 아니라 오

로지 고정된 자연 법칙을 찰함으로써 알게 된다”.68) 신이 자연

법칙을 확립하고 그에 따라 감각 념을 산출하는 이유는 이러한

목 때문이므로,자연 법칙을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신의 지혜와

자비로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신이 이러한 지혜로운 목 하에서 자연 법칙을 확립했다

는 사실은 자연 법칙의 본성으로서 항상성(uniformity)과 보편성

(universality)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감각 념의 산출에 있

어서 자연 법칙이 시공간 으로 일 되게 용되지 않는다면,살아

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얻고 해가 되는 것을 피하기 한 갖가

지 측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힘을 잃을 것이므로,그러한 지혜로운

목 이 달성되지 못할 것이라는 은 자명하기 때문이다.버클리는

실제로 그의 작 곳곳에서 신이 따르는 자연 법칙이 항상성과 보

편성을 갖는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종류의 모든 연역들은 자연의 창조주가 언제나 항상 으로

작용하며, 한 우리가 원리들이라고 간주하는 그러한 규칙들을 변

함없이 수한다는 가정에 의존해 있다.( 원리론 107 )

68) 원리론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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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일 이성의 빛을 따른다면,우리의 감각들의 변치 않는 항

상 인 질서로부터 우리의 정신 안에 감각들을 불러일으키는 혼의

선함과 지혜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원리론 72 )

자연 결과의 연쇄 체를 일 하는 어떤 일반 법칙들이 있

다.이러한 일반 법칙들은 찰과 자연의 찰과 연구에 의해 습

득되는데,사람들은 인생의 편의와 장식을 해 인공 인 사물들을

고안하는 데 자연 법칙을 용할 뿐만 아니라,다양한 상들을 설

명하는 데에도 용한다.( 원리론 62 ,강조는 필자)

신의 작용할 때 따르는 방법으로서의 자연 법칙이 항상 이고 보

편 이라는 사실은,지각된 것들로부터 지각되지 않는 상의 존재

를 올바르게 추론할 수 있도록 한다.우선,자연 법칙의 항상성은

‘만일 우리가 이러 러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우리는 어떤 물리

사물을 지각할 것이다’는 믿음이 참이 될 수 있기 한 필요조건이

다.버클리에게 자연 법칙의 항상성이 요한 이유는,특정 조건 하

에서 어떤 상이 지각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상

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69)우리에게

지 까지 찰된 념들 사이의 규칙성이 미래에도 변함없이 유지

될 것이라는 제가 없다면,우리는 상론 해석에 따라 지각되지

않는 상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구성할 수 없을 것이다.신이 따르

는 자연 법칙의 항상성은 지각되지 않는 물리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사실 가정문의 참을 최소한으로 확보해주기 때

문에,버클리가 지 이 순간 지각되고 있는 념들에 제한하지 않

고 지각되고 있지 않은 역에까지 존재의 범 를 확장하기 해서

69)본 논문의 3.2.참조.부크달도 이보다는 약하지만 유사한 논 을 제

시하고 있다.“‘자연의 확립된 규칙들’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반사실

는 조건 ]가정이 요구하는 안정성(stability)을 주기 해 쓰이고

있다.”Buchdahl(196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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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필요하다.

한 자연 법칙이 물리 세계의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만물에 보

편 으로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존재자를 지각된 것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만일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지배하는 자연 법칙이 서로 다르다고 가정

한다면,우리는 실 으로 찰 가능한 역의 사실들로부터 비록

지 은 찰될 수 없지만 원리상 찰 가능한 미시 인 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추론할 수 없을 것이다.70)그러나 자연 법칙의 보

편성이 신에 의해서 확보되므로,우리는 유추(anology)의 방법을

통해서 실 으로 지각 가능한 역 머에 있는 일들을 측할

수 있다.실제로 버클리는 곳곳에서 유추의 방법을 통한 지식의 확

장을 강조한다.이는 념들이 규칙 인 상 계를 맺으며 발생하

고 있고,그러한 규칙성이 물리 세계의 모든 곳에 보편 으로 용

된다는 가정에 의거한 것이다.

그런데 버클리는 유추의 방법이 불완 하다는 도 마찬가지로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유추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해서 자연 법칙의 보편성을 부정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

이 아니다. 컨 , 원리론 106 에서 버클리는 많은 사례들에서

력이나 인력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해서 이것을 곧바로 ‘보편 ’이

라고 선언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그러나 이 때 력이나 인력의

70)그러나 버클리의 형이상학에서 이 물리 세계의 자연 법칙이 항상 이

고 보편 이라는 사실은 필연 인 사실이 아니다.왜냐하면 자연 법칙

은 신이 창조시에 지혜로운 목 에 따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이므로,

자연 법칙은 어디까지나 신의 의지에 귀속되기 때문이다.그래서 버클

리는 신이 자연 법칙에 어 나는 감각 념을 산출할 수 있는,기 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그러나 우리는 자연 법칙이 물리 세계에

시공간 으로 일 되게 용되어 있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신은 아주

외 인 상황을 제외하면,기 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믿게끔

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로운 목 을 철시킴으로써 자신의 속성을 우

리의 이성에게 설득시키는 편을 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리론 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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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가 보편 이라고 선언하게 되는 동기는 어떤 자연 성질이 물

체 내에 본질 으로 내재하고 있다는 믿음이다.여기서 버클리는 신

이 산출할 때 따르는 자연 법칙이 만물에 보편 으로 용된다는

형이상학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첫째,물체 내에 보편

본질이 있다는 믿음을 거부하고 있으며,둘째,우리가 귀납 으로

추론하여 얻는 일반 원칙들이 곧 보편 자연 법칙이라는 인식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부크달에 따르면 버클리

는 많은 곳에서 자연 법칙 개념을 인식 개념인 것처럼,즉,우리

가 악하는 념들 사이의 규칙성인 것처럼 등장시키지만,자연 법

칙은 사실상 사물을 념으로 환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회복시키기 한 형이상학 버 목

(metaphysicalprop)이다.71)따라서 인식 차원에서 자연 법칙

이 보편 이라고 선언될 수는 없더라도,버클리의 념론 형이상

학이 자연 법칙의 보편성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정리하면,자연 과학자들이 오로지 찰 가능한 역 내의 데이

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연을 악할 수 있다고 해도,자연 법칙의

요한 성격인 보편성과 항상성에 의해,우리는 우리가 찰할 수

있는 역 머의 세계에까지 자연 법칙의 용 범 를 확장시킬

수 있다.버클리의 념론 형이상학은 이러한 지식의 확장을 받아

들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음 구 은 버클리가 자연 법칙을 용할 수 있는 범 가 한 번

도 지각되지 않은 역에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주

는 강력한 텍스트 증거이다.

우리가 제기한 견해들이 철학과 수학에서의 몇몇 건 한 진리들

과 모순된다는 반박이 있을지도 모른다. 를 들어,지구의 운동은

요즘 천문학자들에 의해 보편 으로 인정되고 있으며,가장 분명하

고 설득력 있는 이유들에 근거하는 진리이다.그러나 술한 원리에

71)Buchdahl,1969:302-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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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그와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왜냐하면 운동은 단지 념일

뿐이므로,그것이 지각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귀결

되는데,지구의 운동은 감각에 의해 지각되지 않기 때문이다.나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만일 그 [지구의 운동에 한]원리가 올바

로 이해된다면,우리가 제해왔던 원리들과 일치한다는 것이 발견

될 것이다.왜냐하면 지구가 운동하는지의 여부에 한 문제는 사실

상 다음과 같은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말하자면,만일 우리가

이러 러한 환경에 놓인다면,그리고 지구와 태양으로부터 이러

러한 치와 거리에 놓인다면,우리는 지구의 행성들의 무리

가운데서 운동하는 것과 모든 면에서 그 행성들 가운데 하나와

같이 보이는 것을 지각할 것인데,천문학자들이 찰한 것으로부

터 이것들을 포함시킬 이유를 갖는지의 여부에 한 문제에 다름 아

니다.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불신할 이유가 없는,자연의 확립된

규칙을 통하여, 상들로부터 타당하게 추론된 것이다.( 원리론

 58 ,강조는 필자)

여기서 버클리는 유한한 정신이 직 인 지각에 기 지 않고도,

찰 가능한 상들 그리고 자연 법칙으로부터 한 번도 지각된

이 없는 지구의 운동을 추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한 지구가

운동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 러한 상황에 놓인다면,우리

는 지구의 운동을 지각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자연 법칙

은 보편 으로 만물에 용되며,신이 기 을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

지지 않는 한에서 항상 으로 운용되므로,우리는 그러한 자연 법칙

에 근거해서 아직 지각되지 않은 상들을 타당하게 추론해낼 수

있다.단,그러한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상들은 ‘우리가 이러

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신이 우리가 그것을 지각할 수 있도록 그

에 해당하는 념을 야기할 것이다’라는 형태로 표 되면서,원리

으로 지각이 불가능한 물질 실체나,힘 는 인력과 같은 임의로

상정된 도구주의 존재자들과 구별되며 지각의 장막 안으로 들어

온다.나는 이 구 이 버클리가 비물질주의 입자론을 받아들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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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본다.우리가 발견한

자연 법칙과 상들로부터 지구의 운동을 타당하게 추론할 수 있듯

이,입자의 존재와 성질들이 올바른 자연 법칙과 상들로부터 타당

하게 추론될 수 있다면, 념론 형이상학이 입자론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4.2.비물질주의 입자론

버클리가 보편 이고 항상 인 자연 법칙에 의거해서 한 번도 지

각되지 않은 상의 존재를 추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로

부터 버클리가 비물질주의 입자론을 받아들 을 것이라는 해석의

요한 근거가 마련되었다.이제 신의 창조에 한 추가 인 신학

원리를 제시하고 이를 앞선 논의와 결합함으로써 버클리가 비물질

주의 입자론을 옹호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옹호하지 않았다고 해

석하는 것보다 체계 으로 더욱 일 성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것이

다.

신이 창조한 이 세계의 모습이 유한한 정신에게 미처 다 악되

지 못할 만큼 매우 풍요롭고 다양하면서도,모든 사물들은 서로 상

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하는 부분을 보자.

필로 스:[...]감각도 상상력도, 부시게 빛나는 세간들로 온

통 채워진 그 무한한 규모를 악하기에는 역부족이네.열심히

궁구하는 정신이 아무리 최 한 안간힘을 쓴다 하더라도 헤아릴

수 없는 여분이 늘 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네.그러나 이 웅

장한 구조물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체들 모두는,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어떤 비 스러운 작동 방식과 신 인 기술과

힘에 의해 상호 의존과 상호 교섭 속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네.

[...]이들 장 하고 매력 인 경들에서 실재성을 모조리 박탈해

버리려는 철학자들이 어떤 을 받겠는가?( 세 화 ,21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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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필자)

버클리 시기에 이루어진 경험주의 과학의 격한 발 은 물리

세계의 복잡성에 한 믿음을 한층 더 강화시켜주었을 것이다.특히

버클리는 “ 미경이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데려 간다”는 에 주목

했다.72)물리 세계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져있다는 사실은 더

나은 측 도구들을 발명하여 새로운 지각 경험을 얻으려는 과학

활동들을 고무했을 것이며,새로운 지각 경험들이 축 되더라도 우

리에게 미처 식별되지 않은 것들이 항상 ‘여분’으로 남아 있다고 믿

게끔 했을 것이다. 한 신은 념들을 무한히 복잡하게 산출할 뿐

만 아니라 무한히 복잡한 념들을 서로 규칙 인 상 계를 맺

는 방식으로 조화롭게 산출한다.신이 창조한 물리 세계의 모습이

무한히 복잡한 가운데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는 을 버클리는 “놀랄

만큼 미세하고 묘한 시계장치”라는 비유로 표 하기도 한다.73)

앞서  원리론 60-66 에 한 논의에서 살펴봤듯이,버클리는 신

이 거시 세계의 감각 념들을 기계론 법칙에 따라 산출하고 있

다고 믿었으며,그래서 부분들의 크기,형태,운동,배열 등이 외

인 성질들과 일정한 규칙 인 상 계를 맺는다고 설명한다.

72)“미경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데려간다. 미경은 우리가 맨 으로

바라보는 것과 아주 다른 시각 상의 새로운 장면을 우리에게 제공한

다.”( 신시각론 85 )“필로 스: 미경이 시각을 보다 더 투철하게

만든다는 것과,정교하기 이를 데 없는 리함을 천성 으로 갖고 있는

이 있다고 할 때, 상이 그 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식으로, 미

경이 상을 그려낸다는 것은 굴 학이 확증하고 있지 않은가?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사물들까지 지각할

수 있도록 생래 으로 구성된 을 지닌 동물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은

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주지의 사실이기도 하네.[...]그것들이 각각

의 상들에 하여 우리의 감각에 포착되는 것과는 다른 경 을

그것들에게 제공하는,자신들의 몸보다도 더 작은 입자들을 볼 수 있어

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세 화 185-6)

73) 원리론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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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의 논의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신이 창조한 물리 세계는 무한히 복잡하기 때문에 유한한

정신에게 헤아릴 수 없는 여분이 항상 남아있다.

(2)신은 항상 이고 보편 인 자연법칙에 따라 념들을 산출

한다.

(3)버클리는 거시 세계에서 기계론 법칙에 따라 념이 산출

된다는 것을 받아들 다.

이로부터 버클리는 우리에게 미처 악되지 않은 여분으로 남아

있는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미시 세계가 유한한 정신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재하며,우리가 만일 미시 세계를 지각한다면,미

시 세계에 한 념도 거시 세계와 마찬가지로 기계론 법칙에

따라 산출될 것이라는 을 받아들 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그러

므로 버클리가 이 물리 세계는 보이지 않는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

고,그 입자들의 크기,형태,운동,배열 등이 우리에게 지각되고

있는 상들과 일정한 연 을 맺고 있다는 을 받아들 다는 것이

그 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보다 일 인 해석이라고 단된다.

“일반 인 규칙들은 존하는 것들,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들

머로 우리의 시야를 확 시키고,우리로 하여 시간상 그리고 공간

상 아주 멀리 떨어져있는 곳에서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일들에 해

서 그럴듯한 추측을 하게 해주며,다가올 일들을 측하게”해

다.74)그러므로 이제 자연 과학의 범 는,우리가 지각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와 상 없이,지각 가능한 역에까지 정당하게 확장

될 수 있다.우리는 버클리의 념론 형이상학이 ‘200억 년 후에

는 우리은하와 안드로메다은하가 충돌할 것이다’라든가,‘방사성동

원소 측정법을 통해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는 사실이 밝 졌

74) 원리론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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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와 같은 과학 진술을 수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우리가 한 번도 그러한 상 혹은 사태를 지각하지 않았음에

도 말이다.

그러나 자연 법칙을 통해 추론한 사건의 진 는 직 지각되기

까지는 완 히 확신할 수 없다는 것 한 인정해야 한다.왜냐하

면 신이 운용하는 자연의 질서를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은 완 히

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시야 내의 상들을 부지런히 찰함으로써,우리는 일반 인

자연 법칙을 발견할 것이고,그 법칙들로부터 다른 상들을 연역할

수 있을 것이다.나는 이것을 증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왜냐하면

그러한 종류의 모든 연역들은 자연의 창조주가 언제나 항상 으로

작용하며, 한 우리가 원리들이라고 간주하는 그러한 규칙들을 변함

없이 수한다는 가정에 의존해 있는데,그 원리들은 우리가 분명하

게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리론 107 ,강조는 필자)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상들을 자연 법칙들로부터 연역하는 것

은 증명의 반열에 오를 수는 없다.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신

이 얼마나 선하고 지혜로운지 완 히 악할 수 없듯이,신이 념

을 야기할 때 따르는 자연 법칙은 완 히 악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성의 운동에 한 이론들이 지각에 의존하지 않고도 여러

번 수정될 수 있는 것과 같이,입자론 한 입자들을 직 찰할

수 있는 미경의 발견 없이도 계속해서 수정되며 논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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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남은 문제들

5.1.‘우리는 물리 사물들을 완 히 악하고 있

다’는 인식론 테제와의 충돌 문제

찰 가능한 상들,그리고 보편 이고 항상 인 자연 법칙으로

부터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입자의 존재가 추론될 수 있고,이것이

‘esseestpercipi’원리와 상충되지 않는다면, 념론이 수용할 수

있는 존재자의 범 가 확장되면서 자연에 한 우리의 과학 지식

의 범 한 정당하게 확장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따라서 버클

리 형이상학은 자연을 탐구하면 할수록 자연의 본성을 더 잘 이해

할 수 있으리라는 상식 믿음과 잘 부합하게 된다.

그런데 이는 ‘우리는 물리 사물들에 해서 완 히 악하고

있다’는 테제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75)버클리는 감각기 을 통

해 직 으로 지각되는 사물의 외 과 지각되지 않는 참되고 실재

인 본성의 구분을 거부하며 우리의 감각 념들은 모두 실재 이

라고 주장한다.이를 바탕으로,감각을 불신하는 회의주의자들에 맞

서,우리는 사물들에 해서 이미 완 하게 악하고 있다는 인식론

테제가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사물들이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입자의 성질들이 우리

에게 감각되는 성질들과 규칙 으로 상응한다는 이론을 받아들이면,

입자는 아직 우리에게 감각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사물의 피상

인 모습만을 지각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그

러므로 이는 앞서 말한 버클리의 인식론 테제와 부합하지 않는

75) 원리론 101 , 세 화 229.이러한 충돌 문제는 슨에 의해

암시 으로 제기된 문제를 재구성한 것임을 밝 둔다. (Wilson,

1999: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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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하여,버클리에게서 본성(nature)이

라는 말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

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하나는 물질주의자들이 물질 실체에 들

어있다고 생각하는 실재 이고 참된 본성을 의미한다.감각 념을

산출하는 원인으로써 지각 불가능한 물질 실체를 상정한다면,사

물들의 실재 본성과 감각되는 상의 구분이 이루어진다.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우리가 직 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은 감각되는

상일 뿐이므로,우리는 결코 사물들의 실재 본성을 알 수 없다.

그리하여 물질주의자들에게 실재 본성은 ‘알려지지 않은 본성’이

된다.물질을 상정함으로써 우리는 사물의 본성에 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회의주의에 빠지게 된다.비물질주의의 인식론 테

제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등장한다.우리는 사물에 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그와는 정반 로,완 하게 알고 있다.

우리에게 직 으로 지각되는 념의 세계 머에 그보다 더 실재

인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념론이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입자의 존재를 받아들이

는 것은 우리의 앎을 직 으로 지각되는 역 머로 확장할 수

있음을 함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즉,우리가 알기를 기

하는,알려지지 않은 사물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이제 본성의 두 번째 의미를 보자.

필로 스:｢...｣나의 목 은 오로지 어떤 념들이 서로 연 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뿐이네.그리고 어떤 사람이 념의 연 에 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그는 사물의 본성에 해 더 많이 알게 된다고 말

해진다네.( 세 화 245)

앞서 살펴봤던 본성의 첫 번째 의미를 용하면, 념론 입자

는 물질주의 입자와는 다르게 실재 본성의 담지자는 아니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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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재 직 으로 지각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리상 지각 불가능

한 알려지지 않은 본성의 세계에 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그

러므로 아직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입자의 존재를 추론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해서 알려지지 않은 참된 본성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본성의 두 번째 의미를 용하면,우리는 추론된 입

자의 념이 그와 상응하는 감각 념과 규칙 인 연 을 맺고 있

다는 사실,그리고 이러한 연 을 원리 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사

실을 알게 됨으로써 사물의 본성에 해 더 많이 알게 된다고

하게 말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물리 사물들에 해서 완 히 알고 있다’는 말은 곧,

지각의 장막 머에 참된 본성이 실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므로,

입자가 지각의 장막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기만 하다면, 념론

입자론은 테제의 취지에 어 나지 않는다.그러나 지각의 장막

안쪽에 있는 감각 념에 의존하기만 한다면,우리가 물리 사물들

에 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념으로 이루

어진 물리 세계의 본성을 더 잘 악하는 것은 어떤 념이 다른

어떤 념과 규칙 으로 연 되는지를 더 잘 악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5.2.입자에 한 도구주의 검토

마지막으로,버클리가 뉴턴 역학에 해 도구주의 태도를 취했

던 것처럼 입자론 한 도구주의 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느

냐는 가능한 반론에 해 고려해보자.입자를 도구주의 인 존재자

로 설정한다면,아직까지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입자의 존재를 버

클리의 존재론 원리들과 양립시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게 된다.왜

냐하면 어떤 과학 이론에 한 도구주의를 따른다면,그 과학 이론

에 포함되는 이론 구성물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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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 과학 이론을 물리 세계를 설명하고 측하는 데 유용한 도구

로써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도구주의 수용은 설명력

과 측력을 갖춘 성공 인 과학 이론이 념론 형이상학과 배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태도이다.이제 버클리

가 입자론을 도구주의 으로 수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타당한 해

석이 아님을 밝히기 해서 버클리가 뉴턴 역학의 이론 구성물인

힘(force), 력(gravity),인력(attraction)등의 개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자.

버클리는  운동에 하여(DeMotu) (1721)의 첫머리에서 용

어의 사용이나 철학 권 에 뿌리를 둔 모든 편견을 거두고 사물

들의 본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하며,사물들의 본성을 제 로 알

기 해서 우리가 권 나 습 에 기 어 사용하고 있는 추상 인

용어들을 철 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왜냐하면 사물들의 본

성은 감각을 통해서 알려지는 개별 이고 구체 인 것들이기 때문

이다.76)여기서 버클리는 힘과 력 등의 용어들을 검토의 상으

로 삼고 있는데, 우선은 그것들을 ‘불가사의한 성질(occult

quality)’이라고 규정한다.

무거운 물체들을 들고 있을 때 우리는 수고와 피로,그리고 불편함을

느낀다. 한 우리는 무거운 물체들이 지구의 심을 향해 가속 운동

을 하는 것을 지각한다.이것이 감각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이

다.그러나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상의 어떤 원인이나 원리

가 있으리라고 추론하고 나서 그것을 력(gravity)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무거운 물체들이 낙하하는 원인은 보이지 않고 알려지지 않

았으므로, 이러한 용법으로 사용되는 력은 감각 가능한 성질

(sensiblequality)이라고 하게 불릴 수 없다.그러므로 그것은

불가사의한 성질(occultquality)이다.그러나 우리는 불가사의한

성질이란 무엇인지, 는 어떻게 어떤 성질이 무언가에 작용을 가할

76) 운동에 하여 ,1,2,4,7 .(이하  운동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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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에 해서 좀처럼 마음속에 떠올리기(conceive)어렵다.

아니,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떠올릴 수 없다.그러므로 불가사의한

성질들을 놓아버리고 오직 감각 가능한 결과들에만 주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추상 인 용어들은 (그것들이 논변에서 매우 유용할

지라도)성찰에 있어서 폐기되어야 하며,개별 이고 구체 인 것들

(theparticularandtheconcrete),즉,사물 그 자체에 정신을

고정시켜야 한다.( 운동론 ,4 )

정신이 마땅히 성찰해야 할 상이 사물의 본성이고,사물의 본

성은 감각 가능한 개별 이고 구체 인 것들이라면,감각 불가능하

기 때문에 마음속에 떠올리기조차 어려운 불가사의한 성질들은 성

찰의 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감각 불가능한 상들은 지성의 어

떤 능력으로도 포착될 수 없고,상상력에 의해 그려질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런 상들을 가리키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오류와 혼

란을 키울 뿐이다.77)여기서 버클리는 힘 그리고 력과 같은 불가

사의한 성질들을 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

인다.78)그러나 의 인용문 말미에서 암시된 것처럼,‘사물의 본성

을 알려주는 것’과 ‘유용한 것’을 구분할 수 있다면,사물의 본성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유용한 것들을 제한

77) 운동론 5 .

78)본문에서는 언 하지 않았지만,힘, 력,인력과 같은 역학 개념들

을 형이상학 으로 실재한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것들이

감각 불가능하고,그래서 상상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그밖에

버클리가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다른 이유가 있다.그러한 개념들은

운동을 불러일으키는 능동 원인으로 상정되고 있는데,정신 는

혼 외에 능동 인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자연의 유일한 참된 작용인은

신이기 때문이다. 운동론 에서 버클리는 정신 독립 인 물체는 없으

며,물체는 모두 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념론 원리를 직 으

로 언 하지는 않고,물체와 정신을 각각 수동 인 것과 능동 인 것으

로 구분하고,능동 인 것만이 참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

다.( 운동론 4,20,22,28,34,40,71,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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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용할 수 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실제로 버클리는  운동

론 반부에 가서 힘 그리고 력과 같은 개념들에 해 약간 더

우호 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힘, 력,인력 이와 같은 종류의 용어들은 운동에 하여 그

리고 운동하는 물체에 하여 추론하고 계산하는 데 유용하지만,

운동 그 자체의 단순한 본성을 이해하거나 아주 많은 뚜렷한 성질들

(distinctqualities)을 가리키는 데에는 유용하지 않다.인력의 경

우,뉴턴이 분명하게 소개했듯이,참된 물리 성질이 아니라 수학

가설(mathematicalhypothesis)일 뿐이다.( 운동론 ,17 ,

강조는 필자)

기하학자들이 자신들의 학문을 해 사용하는 여러 장치들

(devices)을 그들 자신이 설명할 수도 없고 사물들의 본성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것처럼,물리학자(mechanician)도 마찬가지로 물체

내에 힘,작용,인력,구심력(solicitation)등을 상상하며 이러한 추

상 이고 일반 인 용어들을 사용한다.이러한 용어들은 첫째로 그

들의 이론과 공식들에 유용하고,운동을 계산하는 데에도 유용하

다.비록,마치 기하학자들의 허구들(geometers’fictions)이 수학

추상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처럼,그것들을 사물들의 진리에서,그

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물체들 내에서 찾는 것이 헛된 일일지라도 말

이다.( 운동론 ,39 ,강조는 필자)

힘, 력,인력과 같은 이론 구성물들이 물체 내에 실재한다고

생각한다면,“우리는 무시무시한 염병과 같이 오랜 시기에 걸쳐서

철학을 타락시켜왔던, 스콜라 철학자들의 불명료한 불가사의함

(obscuresubtlety)으로 굴러 떨어지는 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79)그러나 그것들을 ‘수학 인 가설’의 지 에 머무르는 것으로 둔

다음 이론 내에서 하게 사용한다면,감각 가능한 결과들을 추론

79) 운동론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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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계산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80)다르게 말하면,수학 가설

들의 유용성은, 찰과 실험의 상인 개별 이고 구체 인 사물들

혹은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는 이론 체계를 촘촘하게 만들도록 도

와주는 데 있다.81)그러니까 뉴턴 역학이 수학 인 가설들을 구성

요소로 포함한다고 해서,그 이유만으로 뉴턴 역학이 경험 데이터

들을 기반으로 한 이론 체계가 아니라거나, 찰 가능한 결과들을

추론 는 측하는 데 실패하는 이론 체계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 도구주의 입장이다.

버클리가 힘과 같은 이론 구성물을 그것이 실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았고,그것의 유용성에 주목하여 받아들

일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다면,입자도 그러한 도구주의 존재자로

여겼을 것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지 않을까?포퍼와 워녹은 버클리의

체계 내에서 입자를 도구주의 존재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

에 해서 따로 지면을 할애하여 논증하고 있지는 않지만,입자를

힘, 력,인력 등의 목록에 포함시킴으로써,입자 한 힘과 같이

도구주의 인 에서 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간 으로 드러내

고 있다.82)입자를 힘과 같은 도구주의 존재자로 취 하려는 이

80) 버클리는  신시각론 에서 선과 각을 ‘수학 가설(mathematical

hypothesis)’의 로 들고 있다.선,각과 같은 수학 가설들은 지각

될 수 없기 때문에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그러나 어떤 설명에서 유용

한 수단으로 사용된다.“그러나 몇몇 사람이 거리의 지각을 설명하는 수

단으로 사용하는 선과 각은 그 자체가 결코 지각되지 않으며,[...]선

과 각은 자연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수학자가 형성한 하나의 가설

에 불과하고,수학자가 학을 기하학 인 방식으로 다루기 해서

학에 끌어들인 것으로 여기는 어떤 사람에게도 더욱더 명백할 것이다.”

( 신시각론 12,14 ,번역:이재 )

81)Buchdahl(1969:289).

82)Popper(1953:32),Warnock(1953:212-3). 튼이 정확하게

지 했듯, 룩이  사이리스 에서 입자의 존재를 수 했다는 사실과

기 작의 형이상학 원리들 사이의 충돌이 ‘해결되지 않은 딜 마’로 남

아 있다고 단한 이유는,입자의 존재를 완 히 무시하거나,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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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경향은 입자를 지각할 수 없는 이론 존재자로 상정한 데서

비롯된다.그러나 입자를 ‘지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자를 힘과 같

이 도구주의 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한 방법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

다.

입자를 도구주의 으로 다루려는 입장은 다음과 같은 추론을 바

탕에 두고 있다.

(1)우리는 입자를 한 번도 지각한 이 없다.즉,우리에게는

입자에 한 념이 직 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2)버클리에 따르면 지각할 수 없는 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3)따라서 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던 바 로,입자에 한 념이 직 으로

주어진 이 없다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입자를 지각할 수 없는

상으로 규정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입자는 찰된 경험 자료들

과 자연 법칙을 통해서 추론된 이론 구성물이므로 한 번도 지각

되지 않은 상이며,그래서 실 으로는 지각할 수 없는 상이지

만,그로부터 힘과 같이 원리상 지각할 수 없는 강한 의미의 이론

존재자라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83)여기서 우리는 지각 가능성

도구주의 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두 가지 옵션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

문이다.만약 입자를 도구주의 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실재하는 것으

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선택지를 고려했다면, 룩의 딜 마는 발생하

지 않았을 것이다.즉,버클리가 입자를 도구주의 으로 근하고 있다

는 텍스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버클리가 입자를 완 히 부정했

다고 볼 필요는 없다.왜냐하면 입자에 한 실재론을 받아들 다고 해

석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기 때문이다.(Tipton,1982: 167-8,

Brook,1973:100)

83)강한 의미에서의 이론 존재자 개념은 캠벨의 규정을 빌려온 것이

다.강한 의미에서의 이론 존재자는 (a)어떤 이론에서 일정한 기능

을 담당하며 (b)원리상 지각 불가능하다.그러나 약한 의미에서의 이

론 존재자는 원리상 지각 불가능하다는 제 없이 어떤 이론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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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엄 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실 으로 지각할 수 없다는

것이 원리상 지각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본 논문의 3장 2 말

미에서 밝혔듯이,원리상의 지각 가능성이 이른바 ‘넓은 의미에서의

물리 지각 가능성’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때,한 번도 지각되지

않았지만 원리상으로 지각 가능한 상과 원리상으로 지각 불가능

한 상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버클리의 형이상학

은 원리상 지각 가능한 상들을 실재한다고 유의미하게 말할 수

있는 형식을 제공하고 있다.그러므로 의 제 (2)는 ‘버클리에

따르면 원리상으로 지각할 수 없는 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로 바

어야 하며,한 번도 지각되지 않았다고 해서 원리상으로 지각 불가

능한 상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제 (1)과 수정된 제 (2)로

부터 (3)은 따라나오지 않는다.결론 으로 말해서 힘을 도구주의

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힘은 원리상 지각할 수 없기 때문이므로,

만일 입자가 원리상으로 지각 가능하다면 입자를 힘과 같이 도구주

의 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입자를 힘과 달리 원리상으로 지각 가능한 상으로 취

할 근거는 무엇인가?앞선 논의들에서 입자는 원리상으로 지각 가

능한 상으로 가정되었지만,입자를 도구주의 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려면,왜 입자를 힘과는 다른 상으로 취

해야 하는지를 밝 야 한다.이를 해서 원리상 지각 가능한 상

과 지각 불가능한 상을 가르는 기 이 무엇인지,즉,지각 가능성

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해 살펴보도록 하자.

버클리에게서 지각한다는 것은 념을 가진다는 것이다.84)그러

떤 기능을 담당하기만 하면 된다.이론 존재자가 되기 한 강한 조

건과 약한 조건에 해서는 Campbell(1920) 6장 참조.

Brook(1973:95)주석 29에서 재인용.

84)그러나 엄 히 말하자면,“념을 가진다는 것은 지각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인간은 오직 상상할 때에도 념을 가지기 마련이다.그러나

그때에도 이러한 상상은 지각을 제한다.”( 철학 주석 582) 념

을 감각 념과 상상 념으로 엄 히 구분한다면 지각한다는 것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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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지각한다고 할 때 지각의 상은 념이다.

우리가 집,산,강 등 개별 인 사물로 간주하는 것들은 이러한

념의 집합에 다름 아니다.그런데 감각을 통해 지각된 념은 감각

성질들과 동일시된다.그리고 버클리는 감각 성질들에 해당하

는 것으로 색,모양,운동,냄새,맛 등을 열거한다.85)그래서 물리

사물들은 색,모양,연장,냄새,맛 등 “수없이 많은 감각 성질

들 는 감각 성질들이 합성된 것에 불과하다”.86)지각한다는 것

이 념을 갖는다는 것이고 념을 갖는다는 것이 색,모양,소리

등의 감각 성질들을 갖는다는 것이라면,우리는 어떤 감각 성질

들이 마음 속에 떠오르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지각할 수

없다.그러므로 어떤 것이 지각 가능하다면 그것은 감각 성질들과

함께 마음 속에 떠오를 수 있어야 한다.

뉴턴 역학에서,그리고 버클리의  운동론 에서 힘은 감각 성질

들이라는 결과의 원인으로 상정될 뿐,그것과 구별되는 어떤 감각

성질들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상정된다.

마찬가지로 힘은 물체에 있다고 생각된다. 한 그 용어는 알려진 성

질인 것처럼 사용되며,운동,모양,그리고 다른 모든 감각 가능한 것

들과는 구별되는 것인 양,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양태와는 구별되는

것인 양 사용된다.그러나 더 주의깊게 검토해 보면,그러한 힘은 불

가사의한 성질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운동론 

5 )

그러나 우리는 어떤 힘도 그 자체로는 직 으로 느껴질 수 없으며,

그것의 결과를 제외하고는 알려지거나 측정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

각 념을 가진다는 것이다.그러나 그 다고 해서 상상이 지각과 별개

의 것은 아니다.왜냐하면 상상 념은 이미 지각된 념들만으로 구성

되기 때문이다.

85) 원리론 1 ,7 .

86) 세 화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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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운동론 ,10 )

힘은 그 본질에 따라,원리상 지각할 수 없는 상이다.힘은 어

떤 감각 성질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우리는 힘을 상

상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왜냐하면 상상은 지각을 제하기 때문

이다.87)반면에 입자는 감각 인 성질들로 이루어진 상으로 상정

된다.기계론 인 설명에서 입자의 크기,모양,운동 등의 일차 성

질들은 직 으로 지각되는 상들과 일정한 상 계를 맺는 것

으로 묘사되기도 하거니와,버클리 자신이 후기 작인  사이리스 

에서 입자들은 감각 성질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명시 으로 언

하고 있다.88)뿐만 아니라 충분한 과학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

에게 물리 인 사물들을 구성하고 있는 매우 작은 입자를 상상해보

라고 하면,갖가지 감각 성질들을 동원하여 머리 속에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그것은 입자가 과학 이론 내에서 그 정의상 감각 성

질들을 가지기 때문만이 아니라,지 은 지각할 수 없더라도 우리의

감각을 확장하기만 한다면 감각 성질들과 함께 지각하리라고 기

할 수 있는 미세한 존재자라고 일반 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89)

결론 으로,원리상 지각 가능한 상과 원리상 지각 불가능한

상을 나 는 기 은 감각 성질들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즉,어떤 것이 원리상 지각 가능하기 해서는 그것이 감각

87) 철학 주석 ,582.

88) 사이리스 ,162.

89)이와 같은 견해를 다른 에서 표 할 수도 있다.힘은 감각 성

질을 결여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각할 수 있는 조건을 이론 으로 구성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반면에 입자는 그것을 지각할 수 있는 조건을

이론 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버클리의 형이상학에서 상론

해석을 따르면 우리가 특정한 조건 하에서 어떤 것이 지각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충분히 발달

한 이론 내에서 지각될 수 있는 조건이 타당하게 밝 진 입자는 존재자

의 목록에 들어갈 수 있지만 힘은 존재자의 목록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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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들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버클리 체계 내에서 만일 어떤

이론 존재자가 감각 성질들을 완 히 결여한 것으로 상정된다

면,우리는 그것을 원리상 지각할 수 없으므로,그것은 실재한다고

볼 수 없다.그럼에도 버클리는 우리가 그것을 실재하는 존재자라고

간주하지 않고 수학 가설(mathematicalhypothesis)로 사용한

다면 설명과 측을 한 도구로써 유용하게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을 인정했다.그러나 입자는 기하학에서 선,각이나 물리

학에서 힘, 력,인력과 같이 원리상 지각할 수 없는 수학 가설

과는 그 성격이 질 으로 다르다.즉,입자는 자연 법칙에 따라 특

정 조건이 만족되면 찰되리라고 추론될 수 있는,원리상 지각 가

능한 존재자이므로 도구주의 으로 다 질 이유가 없다.입자의

실 지각 불가능성을 토 로 입자를 도구주의 으로 받아들이는

것은,입자의 존재를 형이상학 원리들과 양립시킬 필요가 없는

무 손쉬운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버클리의 수학 가설 개념과도

일 이지 않다.



80

6.맺는 말

버클리는 자신의 념론 형이상학 하에서 과학을 부정할 필요

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썼다.그러므로 버클리의 체계가 수용

할 수 있는 과학이 실 으로 찰 가능한 세계에 한정된다는 사

실은 버클리에게 큰 약 이 될 것이다.나는 버클리가 그의 기

작들에서 입자론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구

들을 살펴보고,여기에 등장하는 입자론은 비물질주의와 양립 불

가능한 물질주의 입자론일 뿐이라고 재해석하 다.이를 통해 버

클리가 물질주의 원리와 결합한 입자론을 거부한다고 해서 입자론

체를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비물질주의 입자론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버클리가 비물질주의 입자론을 옹호했다고 생각되는

구 들을 짚어보고,‘esseestpercipi’원리와 충돌하지 않는 방식

으로 입자를 설명해 수 있는 ‘지각되지 않는 상의 문제’와 련

된 략이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상에 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

했다. 한 버클리가 보편 이고 항상 인 자연 법칙으로부터 지각

가능한 상을 연역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구 로부터,아직

까지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입자의 존재가 비물질주의 내에 수용

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마지막으로,버클리가 입자를 도구

주의 으로 수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버클리 체계 내에서 왜 타당

한 해석이 아닌지를,버클리에서 힘 개념을 함께 검토하면서 논의했

다.

이제 버클리의 형이상학은,첫째,정신에 독립 으로 존재하거나

인과력을 갖지 않고,둘째,신이 념들을 야기할 때 따르는 보편

이고 항상 인 자연 법칙으로부터 올바르게 추론되고,셋째,우리가

한 상황에 놓이면 입자를 지각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올바르게

확보된다면,입자를 실재하는 존재자로서 하게 수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 조건들만 만족시킨다면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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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론 존재자도 념론 체계 내에 수용될 수 있게 된다.그리

고 이에 한 근거들은 그의 기 작들에서 일 되게 드러난다고

단된다.

본 논문은 서양 근 기 형이상학이 신학 원리들을 강화하면

서도 격한 속도로 발 하는 과학 성과들을 반 하여 그 둘을

한 체계 내에서 조화롭게 화해시키려는 경향에 주목한 것이다.버클

리의 념론은 정신에 독립 인 물질을 부정하고 물리 세계가 오로

지 신에 의해 직 으로 산출된 념이라는 생각을 일 되게 어

붙임으로써 물리 인 것들을 정신 아래에 귀속시키고 신의 역할을

강화했다.그와 동시에 버클리는 일상 인 믿음과 과학 이론에 한

한 설명을 제공하기 해 자신의 이론 틀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었다.나는 본 논문에서 버클리 체계가 비물질주의 입자론과 정

합 이라는 주장을 옹호하고자 할 때 부딪치게 되는 여러 가지 문

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모색함으로써 념론의 약 이라고 여겨

지기 쉬운 것들을 논리 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에 동참하고자 했다.

여기에서 충분히 숙성되고 심화되지 못한 논의들에 해서는 추후

에 다른 지면을 빌어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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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rkeley’s Immaterialistic 

Corpuscularianism

- The Problem of Yet to Have Been Perceived 

Objects -

Oh Aron

Department of Philoso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I will argue that Berkeley saw no conflict 

between immaterialism and corpuscularianism, and, in fact, 

adopted an immaterialistic corpuscularian position. That is, 

mind-dependent corpuscles are something that Berkeley 

accepted and integrated into his natural philosophy. I hold 

this position because I believe that there is textual evidence 



89

in his early texts that shows that Berkeley realizes the 

possible advantages of corpuscles for immaterialistic 

explanations of natural phenomena. Before presenting my 

positive thesis, I first considered some commentators’ 

argument that Berkeley rejects any form of corpuscularianism 

in virtue of his immaterialism. I disagree with their position 

because I believe their assessment is based on a specific 

reading of corpuscularianism, which I call causal 

corpuscularianism. While Berkeley may have rejected causal 

corpuscularianism, I argue that he did not reject the system 

of corpuscularianism outright. My next task is to show that 

corpuscularianism is fully consistent with Berkeley’s 

immaterialism. Specifically, I will argue that Berkeley’s 

thought of internal mechanisms of the physical things and 

his ‘esse est percipi’ principle do not conflict with the 

existence of yet to have been unperceived corpuscle. And 

then, I will argue that Berkeley must have adopted 

immaterialistic corpuscularianism given the problem posed by 

his commitment to the Laws of Nature which are universal 

and uniform. That’s why it opens up the possibility of 

mind’s inferring objects that have never been perceived. I 

will argue that immaterialistic corpuscularianism not only 

solves this problem but also provides an immaterialistic 



90

scientist with a greater domain of inquiry, which he would 

otherwise will not have. Lastly, I will try to answer two 

kinds of possible objections. 

The upshot of this paper is that Berkeley’s immaterialism 

can embrace anything insofar as it satisfies the following 

three conditions: 1) it does not exist independent of minds 

and possesses no causal power, 2) it can be reasonably 

inferred from observed phenomena and universal and 

uniform Laws of Nature, and 3) it can be perceived as long 

as a finite mind is in an appropriate circumstance, in which 

it will be able to perceive it. This conclusion is grounded in 

and is consistent with Berkeley’s early texts, or so I have 

arg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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