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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어떤 대상이 내재적 속성을 가질 때 이는 오직 해당 대상과 그 부분들 

덕분인 반면, 외재적 속성을 가질 때 이는 해당 대상뿐만 아니라 이와는 

전적으로 다른 어떤 것 덕분이다. 이와 같은 내재적/외재적 속성 구분은 

형이상학에서 필수불가결한 이론적 역할들을 수행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지니는 내재적/외재적 속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내재적 속성을 정의하려는 시도들 중 가장 널리 알려지고 지배적인 시도는 

루이스의 정의이다. 본 논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루이스의 정의와 더불어, 

루이스의 정의의 문제점 일부를 해결하려는 시도인 트로그돈의 정의를 

비판하며, 나아가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 따르면, 루이스의 정의의 문제점 중 하나는 그의 정의가 

다음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모든 근본적 속성은 내재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물리학에서 간주되는 근본적 속성 <쿼크임>이 근본적이면서도 동시에 

외재적인 속성이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모든 근본적 속성이 내재적이라는 

전제는 문제적이라고 지적한다. 본 논문에서 지적하는 루이스 정의의 또 

다른 문제점은 그의 정의가 다양한 형이상학적 견해들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루이스의 정의는 나름의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는 

다양한 형이상학적 견해들과 양립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루이스의 정의는 다음의 형이상학적 

견해들과 모두 양립하기 어렵다: (i)일원론 및 비-원자론적 다원론; 

(ii)창발론; (iii)서로 다른 대상들 사이의 필연적 연관을 상정하는 형이상학적 

견해들. 

그렇다면 상기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내재적 속성에 대한 정의는 없는가? 

사실 내재적 속성을 정의하려는 많은 중요한 시도들이 모든 근본적 속성은 

내재적이라고 상정한다. 그렇다면 이를 전제한다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다양한 형이상학적 견해들과 양립가능한 내재적 속성에 대한 정의는 없는가? 

비록 다양한 형이상학적 견해들과 양립가능한 내재적 속성에 대한 정의를 

제안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지만, 일부 형이상학적 견해들과 양립가능하도록 

제안된 유일한 시도가 있다. 이는 바로 트로그돈의 정의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안하기에 앞서 트로그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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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대하여 검토한다.  

본 논문에 따르면, 트로그돈의 정의는 원자론 및 일원론과 

양립가능하지만 비-원자론적 다원론과는 양립불가능하다. 따라서 

트로그돈의 정의가 모든 근본적 속성이 내재적이라고 가정한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트로그돈의 정의는 여전히 문제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끝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안한다. 새로운 이해의 핵심은 내재적 속성을 외부환경 

의존을 통해 이해하자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제안에 따르면, 내재적 

속성은 곧 외부환경 독립적인 속성이다. 만약 내재적 속성을 이와 같이 

이해할 경우 모든 근본적 속성이 내재적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아도 되며, 

나아가 다원론, 일원론 등의 다양한 형이상학적 견해들과 독립적으로 

내재적 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만족스럽다. 

 

주요어: 내재적 속성, 근본적 속성, 외부환경 의존, 일원론, 다원론, 

데이비드 루이스, 켈리 트로그돈 

학번: 2016-2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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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내재적 속성은, 개략적으로 말해, 오로지 자기 자신과 그 부분들 덕분에만 

갖는 속성이다. 예를 들어 속성 <1kg의 질량을 가짐>과 <9.8N의 무게를 

가짐>을 비교해보자. 1  전자는 내재적 속성이다. 왜냐하면, 질량이 1kg인 

대상들은 모두 자기 자신 혹은 그 부분들 덕분에 1kg일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후자는 내재적 속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무게가 9.8N인 어떤 대상들은 

자기 자신 또는 그 부분들이 아닌 다른 것 덕분에 무게가 9.8N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구에 있는 무게가 9.8N인 대상들은 모두 자기 

자신과 그 부분들뿐만 아니라, 지구의 중력 덕분에 9.8N의 무게를 갖는다. 

이와 같이 내재적 속성이 아닌 속성들을 ‘외재적 속성’이라 한다. 

이러한 내재적 속성과 외재적 속성의 구분은 철학에서 필수불가결한 

이론적 역할들을 담당한다. 첫째, 내재적/외재적 속성 구분은 다른 중요한 

철학적 구분들을 설명하는 데 이용된다. 이를테면 형이상학에서 진정한 

변화/가짜 변화의 구분과 내부적 관계/외부적 관계의 구분, 심리철학에서 

심적 내용에 관한 내재주의/외재주의 구분, 인식론에서 인식적 정당화에 

관한 내재주의/외재주의 구분, 실천철학에서 내재적 가치/외재적 가치 등의 

구분 등은 일반적으로 내재적/외재적 속성 구분을 통해 설명된다. 2  둘째, 

다양한 종류의 중요한 철학적 논제들은 종종 내재적 속성에 호소하여 포착 

또는 정식화된다. 예를 들어, 다양한 종류의 수반논제(e.g. 심적 속성은 

내재적인 물리적 속성에 수반한다)나 흄의 금언(Hume’s Dictum), 루이스의 

재조합 원리(principle of recombination) 등을 정식화하는데 내재적 속성 

개념이 사용된다. 

이와 같은 내재적 속성 개념의 필수불가결한 이론적 역할들을 고려했을 

때, 내재적 속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내재적 속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단지 내재적 속성 그 

자체만이 아니라, 내재적 속성 개념을 통해 설명되는 다른 중요한 구분 및 

논제들과도 긴밀하게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재적 속성을 

1 1kg의 질량을 갖는 물체는 지구에서 약 9.8N의 무게를 갖는다. 

2 내재적 속성의 다양한 이론적 역할들에 대한 논의는 Weatherson and Marshall(2018)을 참

조. 



2 

 

정확히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본 논문에서는, 내재적 속성에 대한 

기존의 가장 널리 알려진 정의인 데이비드 루이스David Lewis의 정의와 

더불어 켈리 트로그돈Kelly Trogdon의 정의를 비판하며, 나아가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안한다. 

1장에서는 논의의 핵심적 주제인 내재적 속성과 더불어, 논의의 배경이 

되는 근본적 속성 및 원자론-일원론 논쟁에 대하여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2장과 3장에서는 내재적 속성에 대한 루이스의 정의와 트로그돈의 

정의에 대하여 논의한다. 2장에서는 루이스의 정의, 3장에서는 트로그돈의 

정의가 비판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끝으로 4장에서는 루이스의 정의와 

트로그돈의 정의가 갖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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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내재적 속성과 근본적 속성 그리고 원자론-

일원론 논쟁 

본 장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적 주제인 내재적 속성(intrinsic property)에 

대하여 소개하고, 나아가 논의의 배경이 되는 주제들인 근본적 속성과 

다양한 형이상학적 견해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1절에서는 내재적 

속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가지 특징지움들을 살펴보며, 2절에서는 

내재적 속성 개념이 수행하는 중요한 이론적 역할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3절에서는 근본적 속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소개하며, 끝으로 4절에서는 

원자론-일원론 논쟁과 더불어 각각의 입장 하에서 이해된 근본적 속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1.1 내재적 속성이란 무엇인가 

내재적 속성이란 무엇인가는 종종 루이스의 특징지움들을 통해 소개되곤 

한다. 이러한 방식을 따라, 내재적 속성에 대한 루이스의 특징지움들을 

살펴보자3: 

“무언가에 내재적 속성을 귀속시키는 문장이나 진술 또는 명제는 

전적으로 그 대상에 관한 것이다; 반면에 무언가에 대한 외재적 

속성의 귀속은 전적으로 그 대상에 대한 것은 아니며, 이것을 

부분으로 포함하는 보다 큰 전체에 대한 것일 수 있다.” (이하 

‘대하여-내재성’) 

“사물은 내재적 속성을 어떠한 다른 것도 아닌, 오로지 그 자신이 

있는 방식 덕분에 가진다. 외재적 속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데, 

사물은 무언가 보다 큰 전체가 있는 방식 덕분에 이를 가질 수 

있다.” (이하 ‘덕분에-내재성’) 

“만약 무언가가 내재적 속성을 갖는다면, 이것의 어떠한 완벽한 

3 이하의 특징지움들이 정말 하나의 내재적 속성 개념을 포착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유

사하면서도 서로 다른 개념을 포착하는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Marshall(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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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박이들도 이를 갖는다; 반면에 다른 환경에 놓여있는 판박이들은 

그들의 외재적 속성에 있어서 다를 것이다.”4  (이하 ‘판박이-내재성’)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재적인 속성 <1kg의 질량을 가짐>과 외재적인 

속성 <9.8N의 무게를 가짐>을 고려해보자. 나아가 지구에 위치한 1kg의 

질량을 갖는 대상을 ‘a’라 하자. 5  루이스의 첫 번째 특징지움에 따르면, 

<1kg의 질량을 가짐>은 내재적 속성인 반면 <9.8N의 무게를 가짐>은 

외재적 속성이다. 왜냐하면 <a는 1kg의 질량을 갖는다>는 전적으로 a에 

관한 것이지만, <a는 9.8N의 무게를 갖는다>는 전적으로 a에 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루이스의 두 번째 특징지움 하에서 또한 <1kg의 

질량을 가짐>은 내재적 속성인 반면 <9.8N의 무게를 가짐>은 외재적 

속성이다. 왜냐하면 a는 오로지 자신이 있는 방식 덕분에 1kg이지만, 

오로지 자신이 있는 방식 덕분에 9.8N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루이스의 마지막 특징지움에서도 <1kg의 질량을 가짐>은 내재적 속성이고 

<9.8N의 무게를 가짐>은 외재적 속성이다. 왜냐하면 a의 완벽한 

판박이들은 모두 1kg일 것이지만, a와는 다른 환경(e.g. 달)에 놓여있는 

판박이는 9.8N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루이스의 특징지움이 내재적 속성에 대한 이해의 전부인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스티븐 야블로Stephen Yablo에 따르면, 내재적 속성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워진다: 

“[내재적 속성]은 사물이 이것의 외부환경(outside)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와는 무관하게 갖는 (또는 결여하는) 속성이다.” 6  (이하 

‘외부환경-내재성’) 

야블로의 특징지움 하에서도 역시 <1kg의 질량을 가짐>은 내재적 속성인 

반면 <9.8N의 무게를 가짐>은 외재적 속성이다. 왜냐하면 a는 이것의 

외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와는 무관하게 1kg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와는 무관하게 9.8N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4 Lewis(1983a), pp.111-112. 

5 지구에 위치해 있으므로, a는 부분적으로 지구의 중력 덕분에 9.8N의 무게를 가질 것이다.

6 Yablo(1999), pp.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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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내재적 속성에 대한 루이스의 세 가지 특징지움들과 더불어 

야블로의 특징지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특징지움들이 포착하는 

내재성은 모두 동일한 것인가? 특히, 루이스의 특징지움과 야블로의 

특징지움은 동일한 내재적 속성 개념을 포착하는가? 이하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루이스의 특징지움과 야블로의 특징지움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르며 본 논문에서는 야블로의 특징지움에 기초하여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안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이하에서는 우선 내재적 속성 개념이 담당하는 

다양한 이론적 역할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1.2 내재적 속성의 이론적 역할들 

내재적 속성 개념은 형이상학에서 중요한 이론적 역할들을 수행한다. 

첫째, 내재적 속성/외재적 속성 구분은 형이상학에서 다양한 중요한 

구분들을 설명한다. 둘째, 내재적 속성은 다양한 중요한 형이상학적 논제를 

정식화(formulate)하는 데 이용된다. 본 절에서는 이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우선, 내재적 속성과 외재적 속성의 구분이 형이상학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이론적 역할에는 개략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i)진짜 변화(real change)/가짜 변화(mere Cambridge change)의 구분 설명; 

(ii)다양한 종류의 내재주의(internalism)/외재주의(externalism) 구분 설명; 

(iii)내부적 관계(internal relation)/외부적 관계(external relation) 구분 설명. 

이러한 구분들이 내재적-외재적 속성 구분에 근거하여 어떻게 설명되는가?  

먼저, 진짜 변화/가짜 변화의 구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구체적인 

대상이 사건에서 겪을 수 있는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예를 들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녹색 사과가 붉게 익는 사건에 대하여 고려해보자. 

이러한 사건 하에서, 사과는 녹색에서 붉은색이 되었으며 나뭇가지는 녹색 

사과를 달고 있다가 붉은 사과를 달게 되었다. 그런데 사과와 나뭇가지는 

모두 변화를 겪었지만, 사과가 겪은 변화와 나뭇가지가 겪은 변화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사과가 겪은 변화와 

같은 종류의 변화는 중요한 변화 혹은 진정한 변화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나뭇가지가 겪은 변화와 같은 종류의 변화는 비교적 사소한 변화 혹은 가짜 

변화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사과가 겪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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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같은 종류의 변화를 ‘진짜 변화’, 나뭇가지가 겪은 변화와 같은 

종류의 변화를 ‘가짜 변화’라 하자. 이와 같은 진짜 변화/가짜 변화의 

구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상기한 사건 속에서 사과의 변화와 관련된 

속성은 <녹색임>과 <붉은색임>인 반면, 나뭇가지의 변화와 관련된 속성은 

<녹색인 사과를 달고 있음>과 <붉은색인 사과를 달고 있음>임에 

주목해보자. 전자의 속성들은 모두 내재적 속성인 반면, 후자의 속성들은 

모두 외재적인 속성 듯 보인다. 이와 같은 생각에 기초하여, 진짜 변화/가짜 

변화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진짜 변화) 대상 x는 어떤 사건(event)에서 진짜 변화를 겪는다 iff 

사건 이전에 x가 갖지만 사건 이후에 x가 더 이상 갖지 않는 

내재적 속성이 존재한다 

(가짜 변화) 대상 x는 어떤 사건에서 가짜 변화를 겪는다 iff 사건 

이전에 x가 갖지만 사건 이후에 x가 더 이상 갖지 않는 속성이 

존재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내재적이지 않다 

내재적 속성/외재적 속성 구분이 설명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형이상학적 

구분은 내재주의/외재주의 구분이다. 이 중 하나인 심적 내용에 관한 

내재주의/외재주의(mental content internalism/externalism) 구분에 대하여 

살펴보자. 퍼트넘식의 쌍둥이 지구(Twin Earth)에서, 오스카의 도플갱어가 

‘물은 갈증을 해소한다’고 발화하였을 때, 이러한 발화를 통해 오스카의 

도플갱어가 표현하고자 하는 믿음 내용은 (동일한 상황에서의) 오스카의 

믿음 내용과 동일한가? 심적 내용에 관한 내재주의자들은 ‘그렇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재주의자들은 대상의 심적 내용이 해당 대상의 

외부환경과는 무관하게 결정된다고 믿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재주의자들에 

따르면, 오스카와 그 도플갱어가 ‘물은 갈증을 해소한다’고 발화했을 때 

이들의 믿음 내용은 각자의 외부환경에 H2O가 있는지 아니면 XYZ가 

있는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결정된다. 반면, 외재주의자들은 ‘아니다’고 할 

것이다. 외재주의자들은 대상의 심적 내용은 해당 대상의 외부환경과 

유관하다고 믿을 것이기 때문이다. 외재주의자들에 따르면, 앞선 상황에서 

오스카와 그 도플갱어의 믿음 내용이 무엇인지는 각자의 외부 환경에 

H2O가 있는지 아니면 XYZ가 있는지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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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와 같은 내재주의/외재주의 구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 것인가? 

내재주의/외재주의 논쟁이 대개 일종의 물리주의적 전제 하에서 진행됨에 

주목하자. 내재주의적 직관에 따르면, 오스카와 그 도플갱어의 믿음 내용은 

오로지 그들의 내재적인 물리적 속성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반면, 외재주의적 직관에 따르면 이들의 믿음 내용은 그뿐만 아니라 

외부환경에 무엇이 있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심적 내용에 관한 내재주의/외재주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내재주의) 속성 <유형 T의 심적 상태와 C의 심적 내용을 가짐>이 

내재적 물리적 속성에 수반한다 

(외재주의) 속성 <유형 T의 심적 상태와 C의 심적 내용을 가짐>이 

내재적 물리적 속성에 수반하지 않는다 

내재적 속성/외재적 속성 구분이 설명하는 또 다른 중요한 형이상학적 

구분은 내부적 관계/외부적 관계의 구분이다. 다음의 두 관계를 고려해보자: 

<서로 닮음>과 <서로 1m 떨어져 있음>. 전자와 후자는 중요한 형이상학적 

차이를 갖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자의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관계항뿐이지만, 후자의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계항만으로는 

부족하며 관계항 너머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와 그의 도플갱어를 고려해보자.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소크라테스와 그의 도플갱어는 닮았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크라테스와 

그의 도플갱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필연적으로, 만약 

소크라테스와 그의 도플갱어가 존재한다면 해당 사태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반면, <소크라테스와 그의 도플갱어는 서로 1m 떨어져 있다>가 성립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와 그의 도플갱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소크라테스와 그의 도플갱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태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와 그의 도플갱어가 

서로 2m 떨어진 채로 존재하는 경우 <소크라테스와 그의 도플갱어는 1m 

떨어져 있다>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제 <서로 닮음>과 같은 종류의 관계(i.e. 

성립하기 위해 관계항 그 이상 너머의 것이 필요치 않은 관계)를 ‘내부적 

관계’라 하고, <서로 1m 떨어짐>과 같은 종류의 관계(i.e. 성립하기 위해 

관계항 너머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 관계)를 ‘외부적 관계’라 하자.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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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부적 관계/외부적 관계 구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내부적/외부적 관계 구분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내부적 관계) 관계 R은 내부적이다 iff R은 관계항의 내재적 

본성에 수반한다 

(외부적 관계) 관계 R은 외부적이다 iff R이 관계항의 내재적 

본성에 수반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내재적/외재적 속성의 구분을 통해 설명되는 다양한 종류의 

중요한 철학적 구분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뿐만 아니라 내재적 속성 

개념은 중요한 형이상학적 논제들을 정식화할 때 이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내재적 속성 개념은 여러가지 수반논제(e.g. “심적 속성은 내재적인 

물리적 속성에 수반한다”)를 정식화하거나, 흄의 금언(Hume’s Dictum, 

“내재적으로 유형화된 전적으로 다른 존재자들 사이에 어떠한 형이상학적인 

필연적 연관도 없다.”) 등을 정식화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7 

 지금까지 내재적 속성에 대한 선이론적 이해와 더불어 내재적 속성 

개념이 형이상학에서 담당하는 여러가지 중요한 이론적 역할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내재적 속성에 대한 선이론적 이해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비록 어느 정도의 불분명함이 있을 지라도) 내재적 

속성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 내재적 

속성 개념이 담당하는 다양한 이론적 역할들을 살펴보았을 때, 내재적 속성 

개념은 분명 매우 중요하고 또 유용한 개념인 것 또한 분명해 보인다. 이와 

같은 중요성과 유용성을 지니는 내재적 속성을 명료하게 특징지울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개념을 통해 환원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이념론적 

검약(ideological parsimony)의 측면에서 더 좋은 일일 것이다. 루이스의 

정의는 바로 이러한 시도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루이스는 내재적 

속성을 근본적 속성 개념으로 환원하여 정의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루이스의 이러한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근본적 속성이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7 흄의 금언 및 흄의 금언에 대한 정식화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Wilson(2010)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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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근본적 속성이란 무엇인가 

근본적 속성은, 개략적으로 말해, 세계의 원초적인(primitive) 혹은 

기본적인(basic) 속성이다. 예를 들어 속성 <쿼크임(being a quark)>과 

<돌임(being a rock)>을 비교해보자. 아마도 전자는 세계의 원초적이거나 

기본적인 속성일 것이지만, 후자는 다른 원초적이거나 기본적인 속성들에 

의존적인 8 , 비-원초적이고 비-기본적인 속성일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포착하는 방식, 달리 말해, 근본적 속성을 특징지우는 두 가지 주요한 

방식이 있다. 첫째는 근본적 속성을 세계의 근본적 토대의 구성요소로서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는 근본적 속성을 어떤 의미에서 

독립적인(independent) 존재자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각기 다른 

특징지움들이 사실은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서로 유사하지만 다른 것인지, 

나아가 만약 다른 것이라면 어느 특징지움이 보다 나은 것인지는 

논쟁적이다. 9  그러나 본 논문에서의 관심사는 근본성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있지 않으므로, 근본적 속성을 특징지우는 주요한 두 가지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근본적 

속성에 대한 두 가지 특징지움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근본적 토대의 구성요소로서의 근본적 속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세계의 근본적 토대란 무엇인가? 이는 종종 다음과 같은 유비(analogy)를 

통해 설명되곤 한다: 세계의 근본적 토대는 신(God)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다. 신이 이 근본적 토대를 창조하고 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근본적 토대에 의해 “결정(determine)” 또는 

“고정(fix)”된다. 

이러한 유비를 이루는 핵심적인 개념은 아마도 결정관계일 것이다. 어떤 

존재자가 다른 존재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는 어려운 

질문이므로, 논의의 편의를 위해 사실들간의 결정관계에 한정하여 

생각해보자. 어떤 사실 f가 다른 사실 g를 결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8 이를 테면, <돌임>의 예시들(instances)은 반드시 쿼크의 예시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왜냐

하면, 돌은 광물들로 구성되어 있고, 광물들은 분자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자와 원

자들은 쿼크를 포함한 여러가지 물리적 기본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9 각각의 특징지움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Bennett(2017)과 Tahko(2018), 그리고 이러한 두 

특징지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Bennett(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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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가? 결정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무언가를 고정시킨다는 것을 

상기해 본다면, f가 g를 결정할 경우 최소한 f가 g를 형이상학적으로 

필연화(metaphysically necessitate) 시킨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결정관계의 특성1) f가 g에 의해 결정된다 only if 필연적으로, g가 

성립할 경우 f가 성립한다. 

달리 말해, g는 f에 대한 일종의 형이상학적 충분조건(sufficient 

condition)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결정관계를 포착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예를 들어, 원자적 사실 P와 연언적 사실 P&Q를 고려 해보자. 이 경우에도, 

P&Q는 P를 필연화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Q가 Q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오히려, P와 Q가 함께 P&Q를 결정한다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 무엇이 빠졌는가? 그럴듯한 설명은 결정관계는 

사실들간의 상대적 근본성(relative fundamentality)과 연관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결정하는 사실은 결정되는 사실보다 더 근본적이다. 보다 

명확하게, 다음이 성립한다: 

(결정관계의 특성2) f가 g에 의해 결정된다 only if g가 f보다 더 

근본적이다.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P&Q는 Q보다 덜 근본적이며, 따라서 더 

근본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P&Q는 비록 Q를 필연화시킴에도 불구하고, 

P&Q가 Q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정관계의 두 가지 

특성은 물론 결정관계의 특성들을 망라적으로 포착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토대에 관한 유비(i.e. 신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에 적합한 특성으로서는 충분할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형이상학적 논의의 맥락에서, 근본적인 것과 비근본적인 것 사이의 

결정관계는 종종 형이상학적 근거지움(metaphysical grounding, 이하 

‘근거지움’) 관계로 이야기된다. 10  근거지움 관계는 사실들간에 성립하는 

일종의 공시적인 형이상학적 설명(synchronic metaphysical explanation) 

관계이다. 이러한 공시적인 형이상학적 설명은 통시적인 인과적 설명(causal 

explanation)과는 중요한 측면들에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성냥에 불이 

10 근거지움 관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Fine(2012), Rosen(2010), Schaffer(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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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었다고 해보자. 이러한 사실에 대한 통시적인 인과적 설명 중 하나는 

아마도, 성냥을 그었다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성냥에 불이 

붙은 사실에 대한 공시적인 형이상학적 설명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냥에 

불이 붙은 사실에 대한 공시적인 형이상학적 설명이 무엇인가 묻는 것은 곧 

성냥에 불이 붙은 사실이 동일한 시점에서, 그리고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사실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묻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마도 

적절한 공시적인 형이상학적 설명은 성냥이 이러저러한 연소 상태 혹은 

화학적 상태에 있다는 것이 될 것이다. 이제 이와 같은 공시적인 

형이상학적 설명 관계가 단순히 인식적인 차원의 관계가 아닌, 실재적인 

차원의 객관적 관계라고 상정해보자. 바로 이 때의 공시적인 형이상학적 

설명관계가 바로 근거지움 관계이다. 

근거지움 관계는 설명적 관계로서 앞서 살펴보았던 결정관계의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만약 임의의 사실 f가 g에 

의해 근거지워진다면, 필연적으로, g가 성립하는 경우 f 또한 성립하며, 

나아가 g는 f보다 더 근본적이다. 따라서, 근거지움 관계는 근본적 토대를 

특징지우기에 적합한 관계인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도 많은 경우 근본적 

토대는 근거지움 관계를 통해 특징지워지곤 한다. 그러므로 이제 이와 같은 

근거지움 관계를 통하여 근본적 토대 및 근본적 속성을 보다 명료하게 

특징지워보도록 하자. 

먼저, 근거지움 관계는 사실들간에 성립하는 관계이므로, 다음과 같이 

토대 사실들의 집합을 정의하자: 

(토대 사실들의 집합) 사실들의 집합 Φ는 토대 사실들의 집합이다 

iff (i)(Φ의 원소인 사실들을 제외한) 세계에 관한 모든 사실들이 

Φ의 원소 혹은 원소들에 의해 근거지워지며; (ii)Φ의 어떠한 

진부분집합도 (i)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와 같은 정의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토대 사실들의 

집합)에서 (i)은 토대 사실들의 집합이 세계에 관한 모든 사실을 “완전하게” 

근거지운다는 것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토대 사실들의 집합에 의해 

근거지워지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것은 반직관적이기 때문이다. (i)은 바로 

이와 같은 경우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실들의 집합이 완전성(completeness)을 만족시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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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으로는 이를 토대 사실들의 집합이라 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어떤 

토대 사실들의 집합을 Φ라 하고, 어떤 비근본적 사실(e.g. <소크라테스는 

대머리이거나 현명하다>)을 d라 했을 때, Φ∪{d} 또한 (i)을 만족시키지만, 

Φ∪{d}를 토대 사실들의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반직관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례에서 정확히 무엇이 반직관적인가? 이를 포착하는 한 

가지 방식은, d가 세계에 관한 모든 사실을 근거지우는데 있어서 

잉여적(redundant)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해, d가 없더라도 세계에 관한 

모든 사실을 근거지우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도 없다. 이러한 사실을 

살펴볼 때, 토대 사실들의 집합은 완전할뿐만 아니라 최소(minimal)여야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ii)는 바로 이러한 요건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ii) 

덕분에 우리는 Φ∪{d}를 토대 사실들의 집합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Φ∪{d}의 진부분집합인 Φ가 (i)을 만족시키므로 Φ∪{d}는 (ii)를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같이 정의된 토대 사실들의 집합을 통해, 다음과 같이 근본적 

토대를 정의할 수 있다: 

(근본적 토대) 존재자들의 집합 Χ는 근본적 토대이다 iff E = 

{x│어떤 f∈Φ에 대하여, x가 f의 구성요소이다} (단, Φ는 토대 

사실들의 집합) 

이제, 간단한 예시를 통해 무엇이 세계의 토대 사실들의 집합과 근본적 

토대라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세계에 관한 사실들에는 물리적 

사실, 화학적 사실, 생물학적 사실, 심리학적 사실, 사회학적 사실 등이 있을 

것이다. 물리주의가 참이라는 가정 하에, 세계의 근본적 토대에는 무엇이 

속하는가? 물리주의적 전제 하에서, 세계에 관한 모든 사실들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실들은 바로 입자물리학의 사실들일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세계의 토대 사실들의 집합은 곧 입자물리학적 사실들의 집합이다. 

그러나 입자물리학적 사실들의 집합이 세계의 토대 사실들의 집합이라고 

해서, 꼭 세계의 근본적 토대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만약 사실들과 

더불어 대상과 속성의 존재론적 범주를 수용한다면, 근본적 토대에는 

입자물리학적 사실들뿐만 아니라, 입자물리학적 사실(e.g. 쿼크가 이러저러한 

전하를 갖는다)들의 구성요소인 기본입자(e.g. 쿼크 등)들과 더불어 근본 

속성(e.g. 질량, 전하 등)들 또한 근본적 토대에 포함될 것이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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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가장 근본적인 존재론적 범주는 오직 대상뿐이며 나머지의 

범주들(e.g. 사실, 속성 등)이 종국에는 대상들로 환원된다면, 이 경우 

근본적 토대에는 오직 기본입자들만이 속할 것이다. 

끝으로, 상기한 근본적 토대 개념을 통해 근본적 속성을 정의해보도록 

하자. 근본적 토대에 대한 앞선 이해를 고려한다면, 근본적 속성을 근본적 

토대에 속하는 속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정의로 포착될 수 있다: 

(토대 속성들의 집합) 속성들의 집합 Ψ는 토대 속성들의 집합이다 

iff P = {x│x가 속성이고, x∈Χ이다} (단, Χ는 근본적 토대) 

(근본적 속성) 속성 F는 근본적이다 iff F∈Ψ이다 (단, Ψ는 토대 

속성들의 집합) 

이와 같은 정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시 앞선 

물리주의적 전제 하에서 어떤 속성이 근본적 속성으로 분류될지 살펴보자. 

이 정의 하에서, 근본적인 속성은 곧 토대 사실들의 구성요소인 속성들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물리주의적 전제 하에서 토대 사실들은 곧 

입자물리학의 사실들이다. 따라서, 위의 정의에 따르면, 속성이 근본적 

존재론적 범주 중 하나라는 가정 하에, 근본적 속성은 입자물리학의 

사실들을 구성하는 <쿼크임>, <전자임>과 같은 속성들일 것이다. 반면, 

속성을 비근본적 존재론적 범주로 상정할 경우, 근본적 토대에는 어떠한 

속성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토대 속성들의 집합은 공집합이 되고, 

결론적으로 어떠한 근본적 속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근본적 토대의 구성요소로서의 근본적 속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지움이 근본적 속성의 원초적임 혹은 

기본적임을 포착하는 유일한 방식인 것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원초적이고 기본적이라는 것은 곧 근본적 토대를 이룬다는 것뿐만 아니라,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근본적 속성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도 있다: 근본적 속성은 어떤 의미에서 독립적인 존재자이다. 

이러한 이해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근본적 속성을 특징지우는 또 다른 

주요한 방식이다. 이제 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독립적 속성으로서의 근본적 속성을 특징지우는 것에서 가장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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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아마도 “독립적”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해명하는 것일 것이다. 

먼저, 독립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자연스러운 방식 중 하나는 형이상학적11 

의존(metaphysical dependence)관계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어떤 존재자가 독립적이라는 것을, 곧 이 존재자가 다른 

어떠한 존재자에도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된 

독립성은 분명 의존관계 혹은 의존관계들에 상대적이다. 따라서, 이를 보다 

명료하게 규정짓기 위하여, 임의의 의존관계들의 집합을 ‘D’라 해보자. 

그리고 이 의존관계들의 집합 D에 상대적인 독립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D-독립적 존재자) 존재자 x는 D-독립적이다 iff 임의의 d∈D에 

대하여, 임의의 다른 존재자 y에 대하여, x가 y에 d-의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존재자는 어떤 의미에서 독립적인가? 가장 먼저 

지적되어야 하는 것은, 적어도 근본적 존재자가 인과적으로 독립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근본적 존재자 중에 인과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자가 있는 것은 그럴듯하다. 인과적 의존관계가 공시적이 아닌 통시적 

의존관계임을 상기해보자. 이를테면, 현재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적 

기본입자들은 근본적일 것이지만, 이 입자들이 존재하다는 사실은, 최초의 

사건, 즉 빅뱅에 인과적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적어도 근본적 존재자가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고 할 때, 통시적인 인과적 의존은 그 고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인과적 의존관계들은 근본성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모든 형이상학적 의존관계들이 근본성과 유관하지는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과적 의존관계들이 통시적인 형이상학적 의존(diachronic 

metaphysical dependence)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근본성과 유관한 

의존관계는 형이상학적 의존 중에서도 특히 공시적인 형이상학적 

11 인식적 의존과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형이상학적 혹은 존재론적 의존을 말한다. 달리 말해, 

여기서 말하는형이상학적 의존에는 객관적 차원의 모든 의존관계들이 포함된다. 이를테면, 

인과적 의존, 근거지움 등의 객과적 차원의 의존들은 모두 여기서 말하는 형이상학적 의존

에 속한다. 이하에서는 맥락에 따라 ‘형이상학적 의존’과 ‘의존’을 혼용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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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synchronic metaphysical dependence)이라는 것은 그럴듯하다. 이제, 

이러한 생각을 보다 명료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공시적인 형이상학적 

의존들의 집합을 ‘DSM’이라 하자. 이와 같은 생각은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다: 

(근본적 존재자-공시적인 형이상학적 의존) 존재자 x가 근본적이다 

if x는 DSM-독립적이다 

그렇다면, 그 역은 성립하는가? 달리 말해, 어떤 존재자 x가 근본적이라면, 

x는 DSM-독립적인가? 만약 그 역 또한 성립한다면, 근본적 존재자를 

다음과 같이 공시적인 형이상학적 의존관계들을 통해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 존재자?) 존재자 x는 근본적이다 iff x는 DSM-독립적이다 

그러나, 사실 (근본적 존재자?)는 수용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존재자는 사실 다른 대상들과 공시적인 형이상학적 의존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첫째, 근본적 존재자는 다른 필연적 존재자들과 다음의 양상-존재 

의존(modal existential dependence)관계를 맺는다: 

(양상-존재 의존) 존재자 x는 y에 양상-존재 의존한다 iff 

필연적으로, x가 존재한다면 y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임의의 근본적인 존재자 x를 상정해보자. 그리고 수 2를 

고려해보자. 모든 수는 필연적으로 존재하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필연적으로, x가 존재한다면 2가 존재한다. 따라서, 근본적 존재자 x는 2에 

양상-존재 의존한다.  

둘째, 어떤 근본적 존재자는, 논쟁적으로, 다른 근본적 존재자들과 대칭적 

의존(symmetric dependence)관계를 맺는다. 예를 들어, 물리학의 표준 

모형에 따르면, 쿼크는 점-크기의 상호 의존적인 존재자이다: 쿼크 

입자들은 항상 다른 쿼크 입자들과 함께 양성자나 중성자와 같은 보다 큰 

입자들을 구성하며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 개의 양성자를 구성하는 세 

개의 쿼크 입자들을 고려해보자. 표준 모형에 따르면 이 쿼크 입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며 어느 쿼크 입자도 다른 두 쿼크 입자 없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아가 쿼크 입자들 사이의 이러한 대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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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은 존재적 혹은 본질적 의존에까지 이른다고 여겨지기도 한다.12  이러한 

쿼크 입자들 사이의 의존 관계는 단순히 통시적인 인과적 의존이 아니라 

공시적인 형이상학적 의존이므로, 다음은 그럴듯하다: 존재자 x가 

근본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x가 DSM-독립적인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공시적인 형이상학적 의존의 전부가 

근본성과 유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공시적인 

형이상학적 의존 중 정확히 어떠한 의존들이 근본성을 규정짓기에 적절한가? 

적어도 21세기의 어느 시점까지, 이에 대한 표준적인 답변은 바로 

부분전체론적 의존(mereological dependence) 혹은 구성적 

의존(compositional dependence)이 적절하다는 것이었다. 13  그러나 이와 

관련한 논의는, 종종 세계의 부분전체론적 구조(mereological structure)와 

형이상학적 구조(metaphysical structure)에 대한 논의(e.g. 원자론, 일원론)와 

함께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원자론과 일원론을 다루는 다음 

절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이하에서는 근본적 존재자 및 근본적 

속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틀만을 개략적으로 규정짓고 논의를 마치도록 

하자. 

여기서의 목표는 근본성에 대한 “틀”만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정확히 

“어떤” 공시적인 형이상학적 의존이 근본성을 규정하는데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를 피하기 위하여 14 , 무엇이 되었든 근본성을 규정하는데 적절한 

공시적인 형이상학적 의존관계들의 집합을 ‘DF’라 하자. 이러한 DF에 

기초하여, 근본적 존재자 및 근본적 속성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근본적 존재자 틀) 존재자 x는 근본적이다 iff x는 DF-독립적이다 

(근본적 속성 틀) 속성 F는 근본적이다 iff x는 DF-독립적이다15 

12 Tahko(2018) 

13 Tahko(2018) 

14 위에서 말했듯이 이는 1.4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5 근본적 속성에 대한 상기한 규정은 사실 근본적 속성이 가장 근본적인 범주의 존재자임을 

가정하였을 때에만 성립한다는 것이 지적되어야 한다. 우리는 특정한 존재자의 범주(e.g. 속

성) 내에서 무엇이 가장 근본적인지 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존재자들의 범

주들(e.g. 속성의 범주, 대상의 범주, 사실의 범주) 중 어떠한 범주가 가장 근본적인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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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규정들이 “틀”에 불과함이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한다. DF는 

근본성을 규정하는데 적절한 공시적인 형이상학적 의존들의 집합으로서, 

이미 “근본성을 규정하기에 적절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한 틀들이 그 자체로 근본성에 대한 적절한 규정이 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F에 대한 몇 가지 개략적 특징들은 이야기 될 수 

있다. 가장 먼저 이야기 될 수 있는 것은, DF가 DSM의 진부분집합(proper 

subset)이라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소한 근본적 존재자를 

특징지우기에 적절한 의존들은 통시적이지 않은, 공시적인 형이상학적 

의존관계들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DF를 근본성을 규정하는데 적절한 

“공시적인 형이상학적 의존”들의 집합으로 규정했으며, 이러한 규정에 의해 

DF는 최소한 DSM의 부분집합이다. 나아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시적인 

형이상학적 의존관계들이지만 근본성을 규정하기에 부적절한 의존관계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DF는 DSM의 진부분집합이다. 

두 번째로 이야기될 수 있는 DF의 특징은, DF의 모든 원소들이 모두 

특정한 형식적, 내용적 특징들을 만족시킨다는 것이다. 먼저, 내용적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DF의 원소들은 모두 근본성을 특징지우는데 

적절한 의존으로서 다음을 만족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럴듯하다: 

(DF의 내용적 특징) 임의의 d∈DF에 대하여, 만약 어떤 존재자 x가 

물을 수 있다. 달리 말해, 우리는 특정한 범주 내에서의 근본성과 범주들 간의 근본성을 구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속성의 범주가 다른 범주에 의존적이라면, 위와 같은 규정은 

성립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만약 대상이야 말로 독립적이며 근본적인 존재자이고 속성은 사

실 그것을 예화하는 대상들에 의존하는 파생적 존재자일 뿐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비록 

<쿼크임>이나 <전자임>과 같은 속성은 분명 속성의 범주 내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속성일 것

이나, 쿼크나 전자와 같은 대상들에 의존하므로 DF-의존적일 것이다. 따라서 사실 (근본적 

속성 틀)은 상기한 사례들에 적용불가능한 다소 불완전한 규정이다. 그렇다면, 속성의 범주가 

가장 근본적인 범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범주에 의존적인 파생적 범주일 경우에도 적용가능한 

근본적 속성에 대한 규정은 없는가? 아쉽게도, 이에 대한 규정은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된

다. 이에 대한 논의는 주로 범주 내 존재자들 간에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의존관계(e.g. 

(사실들 간의) 근거지움)들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존재자들 간에 

성립하는 의존관계들에 대한 논의들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절의 목

적이 근본적 속성을 특징지우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닌 단순히 근본적 속성에 대한 

이러저러한 특징지움들을 소개하는 차원에 있다는 것을 상기해 보았을 때, 지금까지의 논의

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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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자 y에 d-의존한다면 x는 y보다 덜 근본적이다 

만약 이를 수용할 경우, DF의 원소들은 다음의 형식적 특징을 만족시킨다는 

것이 따라 나온다:  

(DF의 형식적 특징) 임의의 d∈DF에 대하여, d는 

반대칭적(asymmetric)이다 

왜 그러한가? 귀류법을 위해, 어떤 d∈DF에 대하여, 어떤 존재자 x가 

존재자 y에 d-의존한다고 그 역 16  또한 성립한다고 가정해보자. 따라서, 

(DF의 내용적 특징)에 의하여 다음이 따라 나온다: x는 y보다 덜 근본적이고 

y는 x보다 덜 근본적이다. 이는 상대적 근본성(relative fundamentality) 

관계가 반대칭적이라는 사실에 모순이다. 17  따라서, (DF의 형식적 특징)이 

성립한다. 18  상기한 DF의 내용적, 형식적 특징들은 모두 매우 그럴듯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를 수용하고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 

지금까지 근본적 존재자와 근본적 속성의 틀을 규정하였으며, 근본적 

속성을 규정짓기에 적절한 의존관계들의 집합 DF에 어떠한 의존들이 속하지 

않는지(e.g. 인과적 의존, 양상-존재 의존, 대칭적 의존), 그리고 DF의 

내용적, 형식적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제 이하에서는 본격적으로, 

DF에 적절한 의존에는 정확히 어떠한 의존이 속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해보도록 하자. 

 

1.4 원자론과 일원론 

본 절에서는 원자론과 일원론을 중심으로, DF에 적절한 의존으로서 

부분전체론적 의존과 역-부분전체론적 의존에 대하여 논의한다. DF와 

관련된 논의가 왜 원자론과 일원론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이루어지는가? 

16 존재자 y가 x에 d-의존한다 

17 어떤 존재자 x가 존재자 y보다 덜 근본적이면서 동시에 더 근본적인 것이 가능한가? 그렇

지 않다는 것이 매우 그럴듯하다. 따라서, 상대적 근본성이 최소한 반대칭적이라는 것은 매우 

그럴듯하며, 여기에서 이를 별도로 문제삼진 않겠다. 

18 이와 같은 DF의 내용적 특징, 형식적 특징과 관련한 논의들은 Bennett(2017)의 논의를 참

조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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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는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앞서 이야기했듯이, 

부분전체론적 의존과 관련한 논의 세계의 부분전체론적, 형이상학적 구조에 

대한 논의(e.g. 원자론, 일원론)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원자론과 일원론은 그 자체로 본 논문에서의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안하는 부분적 동기는 바로 기존의 정의들이 원자론을 포함한 다원론 및 

일원론과 양립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한동안 

지배적이었던 원자론과 더불어 부분전체론적 의존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본 후, 이어서 일원론과 더불어 역-부분전체론적 의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부분전체론과 부분전체론적 

개념들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부분전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진부분관계(proper-

parthood relation)란, 직관적으로 말해, 구체적인 대상들 사이에 성립하는 

일종의 포함관계이다. 

 

그림 1 

 

예를 들어, 그림1을 살펴보자. 그림1에서, C는 A의 진부분인 반면 B는 A의 

진부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C는 A에 포함되는 반면, B는 A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진부분관계는 반재귀적(irreflexive) 관계로 간주된다. 달리 

말해 어떠한 대상도 자기 자신의 진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그림1에서 A는 

A의 진부분이 아니다. 

부분전체론에서는 이러한 진부분관계가 원초적인 것으로 상정되며 이 

관계를 통해 다른 부분전체론적 관계들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19: 

19 Varzi(2016)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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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관계) 대상 x는 대상 y의 부분이다 iff x는 y의 진부분이거나 

x와 y가 수적으로 동일하다 [Pxy iff PPxy∨x=y (단, ‘P’는 부분관계, 

‘PP’는 진부분관계)] 

(겹침관계) 대상 x는 대상 y와 겹친다(overlap) iff 어떤 대상 z에 

대하여, z가 x의 부분이고 z가 y의 부분이다 [Oxy iff ∃z(Pzx&Pzy) 

(단, ‘O’는 겹침관계)] 

(부분전체론적 합) 대상 x는 대상 y와 z의 부분전체론적 

합(mereological sum)이다 iff 임의의 대상 w에 대하여, x가 w의 

부분인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y가 w의 부분이고 z가 w의 

부분이다 [x=sum(y,z) iff ∀w(Pxw↔(Pyz&Pzw)) (단, ‘sum(y,z)’는 

y와 z의 부분전체론적 합)]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그림1을 살펴보자. 그림1에서, C는 A의 부분인 

반면 B는 A의 부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C는 A의 진부분이지만, B는 A의 

진부분도 아니고 A와 수적으로 동일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한편, C와 B는 

모두 A와 겹친다고 할 수 있다. C와 B모두 A와 공통된 부분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A에서 C를 제외한 부분을 ‘A-C’라 해보자. A를 부분으로 

가지면서 C나 A-C를 부분으로 갖지 않거나 C나 A-C를 부분으로 

가지면서 A를 부분으로 갖지 않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A는 C와 A-

C의 부분전체론적 합이다. 

이제 지금까지 논의한 부분전체론적 개념들을 토대로, 세계의 

부분전체론적 구조에 관하여 논의해보자. 구체적인 세계가 부분전체론적 

구조를 갖는다는 곧 이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구체적인 대상들(e.g. 원자, 

분자, 유기체, 인공물, 별, 행성, 은하, …)이 진부분관계를 통해 

반(半)정렬되었다(partially ordered)는 것을 말한다. 원자는 분자의, 분자는 

유기체나 인공물의, 유기체나 인공물은 행성의, 별이나 행성은 은하의 

진부분이다. 이처럼, 구체적인 개체들을 진부분관계에 따라 순서를 매기다 

보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러한 순서의 끝이 

있는가? 달리 말해, 부분전체론적으로 최소의(minimal) 대상과 

최대의(maximal) 대상이 존재하는가?  

어떠한 진부분도 갖지 않는 부분전체론적으로 최소인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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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전체론적 원자’ 또는 ‘원자’라 하고 모든 것을 부분으로 갖는 

부분전체론적으로 최대인 대상을 ‘우주 전체’ 또는 ‘우주’라 하자. 본 

논문에서는 세계에 여러 원자들과 단 하나의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가정은 그럴듯한가? 먼저, 우주가 존재한다는 

가정은 비교적 그럴듯하다. 고전적인 부분전체론(classical mereology)의 

공리에 따르면, 부분전체론적으로 최대의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주는 우주론(cosmology)의 경험적 탐구 대상이기도 하다.20  

반면 원자가 존재하는가 여부는 조금 더 논쟁적이다. 이를테면, 이하에서 

소개할 원자론자들(atomists)은 이를 받아들이지만, 일원론자들(monists)은 

원자가 존재하지 않는 겅크(gunk)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한다. 하지만 

본 논문의 주된 관심사는 이러한 부분전체론적 존재론에 있지 않으며, 

원자론자들과 일원론자들 중 누가 옳은가에 있지도 않다. 따라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세계에 여러 개의 원자들과 하나의 우주가 

존재한다고 상정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논의된 세계의 부분전체론적 

구조를 개략적으로 묘사하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개체들은 진부분관계를 통해 반(半)정렬되며, 이러한 순서의 한쪽 끝에는 

원자들이 존재하고 다른 한쪽의 끝에는 우주가 존재한다. 

지금까지 부분전체론의 핵심적 개념들과 더불어, 세계의 부분전체론적 

구조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부분전체론적 의존과 

원자론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최소한 

21세기의 어느 시점까지 근본적 존재자를 특징지우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진 

의존관계는 바로 이 부분전체론적 의존 혹은 구성적 의존이었다.21  그렇다면, 

구성적 의존이란 무엇인가? 먼저, 구성적 의존에 대한 김재권Kim 

Jaegwon의 설명을 살펴보도록 하자: 

“전체의 속성, 또는 전체가 어떤 속성을 예화한다는 사실은, 아마도 

이것의 부분들에 의해 예화되는 속성들과 관계들에 의존할 것이다. 

아마도, 심지어는 전체의 존재, 이를테면 탁자는, 이것의 부분들에 

20 Schaffer(2010) 

21 Tahko(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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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존재를 의존할 것이다.”22 

한편, 카렌 베넷Karen Bennett이 말하는 미시기반 결정(microbased 

determination) 또한 구성적 의존으로 이해될 수 있다.23  미시기반 결정, 즉 

구성적 의존에 대한 베넷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구성적 의존]은 서로 다른 개체(individual)들 사이에 예화된 

속성들 사이의, 혹은 서로 다른 개체들로 구성된 속성 

사례들(property instances)이나 사태들(states of affairs) 사이의 

다대일 관계(many-one relation)이다. (…) [구성적 의존]은 전체의 

부분들의 속성들과 전체의 속성들 사이의 관계이다. 예를 들어, 

탁자의 질량은 이것의 부분들의 질량에 [구성적으로 의존하고], 

물의 축축함은 수소와 산소 원자들의 속성과 관계들에 [구성적으로 

의존한다]. (…) [구성적 의존]의 한 가지 핵심적 특징은 이것이 

진정한 결정(genuine determination) 관계라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구성적으로 의존적인] 속성들은 이것들이 [구성적으로 

의존하는] 속성들 너머 그 이상(over and above)의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24 

구성적 의존에 대한 상기한 설명들을 통해 보았듯이, 구성적 의존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구성적 의존은 대상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속성들이나 속성의 사례들 또는 사태들이나 사실들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다. 물론, 구성적 의존이 정말로 이러한 다양한 존재론적 

범주들 내에서 성립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구성적 의존이 특정한 존재론적 

범주(e.g. 사실)에서만 진정으로 성립하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나머지 

범주(e.g. 속성, 속성의 사례, 사태) 사이의 일견 구성적 의존들은 이 특정한 

존재론적 범주에서 성립하는 구성적 의존관계를 통해 설명될 수 있을 

22 Kim(2010), pp.183.

23 물론 베넷은 단순히 미시기반 결정 개념만을 통해 근본성을 특징지우지는 않는다. 여기서 

미시기반 결정을 소개하는 것은 단순히 구성적 의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지, 구성적 

의존이나 미시기반 결정만으로 근본성을 특징지우는 것은 근본성에 대한 베넷의 견해와는 무

관함을 밝힌다. 

24 Bennett(2017), p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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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본 

논문의 주제를 벗어나므로 이를 별도로 다루지는 않을 것이며, 본 

논문에서의 구성적 의존은 상기한 모든 존재론적 범주들(i.e. 속성, 속성의 

사례, 사태, 사실) 사이에서 성립하는 관계로 상정하도록 할 것이다. 

구성적 의존의 두 번재 특징은, 베넷이 다대일 관계라고 말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이것이 엄밀히 말해 전체와 “진”부분들 사이에서 성립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이를테면 어떤 속성의 예시 G가 다른 속성의 예시들 F1, 

F2, …, Fn에 구성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G를 예화하는 대상 y와 F1, F2, …, 

Fn을 각각 예화하는 대상 x1, x2, …, xn 사이에는 진부분 관계가 성립한다. 즉, 

x1, x2, …, xn은 각각 y의 진부분인 것이다. 구성적 의존의 마지막 특징은, 

베넷이 말했듯이, 이 관계가 일종의 결정관계라는 것이다. 달리 말해, G가 

다른 속성의 예시들 F1, F2, …, Fn에 구성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F1, F2, …, Fn은 

그 자체로 어떤 의미에서 G에 대한 완전한(complete), 혹은 충분한 

설명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G는 F1, F2, …, Fn 너머 그 이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한편, 이러한 구성적 의존의 특징들로부터, 구성적 의존이 근본성을 

규정짓기에 적합하기 위하여 만족시켜야 할 최소한의 형식적, 내용적 

특징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상기한 구성적 의존의 두 번째 

특징과 세 번째 특징에 의해, 구성적 의존이 DF의 형식적, 내용적 특징을 

만족시킨다는 것이 따라 나온다. 먼저, 구성적 의존의 두 번째 특징에 

따르면, 구성적 의존은 전체와 그 진부분들 사이에서 성립한다. 그리고 

전체와 진부분들 사이에 성립하는 진부분관계는 반대칭적이기 때문에, 

구성적 의존 또한 반대칭적일 것이다. 한편, 구성적 의존의 세 번째 특징에 

따르면, 구성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자는 이것이 의존하는 존재자 너머 그 

이상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구성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자는 이것이 

의존하는 존재자보다 덜 근본적이다. 

그러나 DF의 형식적, 내용적 특징은 근본성을 규정짓기에 적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에 불과하다. 이를테면, 구성적 의존 외에도 DF의 형식적, 

내용적 특징을 만족시키는 다른 의존관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적어도 21세기의 어느 한 시점까지 구성적 의존이야 말로 근본성을 

특징지우기에 가장 적합한 의존으로 생각되었는가? 이에 대한 설득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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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 환원적인 물리주의(reductive physicalism)적 그림25에 근거한다.  

환원적인 물리주의적 그림에 따르면, 다양한 거시적-물리적인(macro-

physical) 대상들에 대한 현상들(e.g. 심리학적 현상, 생물학적 현상, 화학적 

현상 등)을 다루는 개별 과학들(special sciences)은 종국에는 미시적-

물리적인(micro-physical) 기본 입자들(elementary particles)을 다루는 근본 

물리학(fundamental physics)으로 환원된다. 그리고 모든 구체적 대상들이 

종국에는 미시적-물리적인 기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해 본다면, 

환원적인 물리주의적 그림이 참일 경우 다음은 그럴듯하다: 임의의 거시적-

물리적인 대상들에 관한 모든 사실들은 종국에는 이를 구성하는 미시적-

물리적인 기본 입자들에 관한 사실들에 의해 근거지워진다. 

그리고 만약 이를 받아들인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 미시적-물리적인 기본 

입자들 중 특히 부분전체론적 복합체(mereological complex)인 입자들에 

관한 사실들 또한 이를 구성하는 원자들에 관한 사실들에 의해 

근거지워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연스럽다. 나아가, 원자들이 

부분전체론적 구조를 갖지 않는 부분전체론적 단순자(mereological 

simple)임을 고려한다면, 원자들에 관한 사실은 더 이상 근거지워지지 않는 

세계의 원초적이며 기본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일견 그럴듯하다. 이와 같은 

견해가 바로 다음의 원자론(atomism)이다: 

(원자론) 원자들 그리고 오직 원자들만이 근본적인 대상이다 

만약 상기한 원자론을 전제한다면, 근본적 존재자를 구성적으로 독립적인 

존재자로 이해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왜 그러한가? 원자론 하에서 아마도 

원자들의 특징과 원자들에 관한 사실들은 근본적 존재자일 것이다. 그런데, 

원자들은 부분전체론적 단순자로서 어떠한 진부분도 갖지 않으므로, 

구성적으로 독립적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원자론적 가정하에서 근본적 

속성 및 사실들이 구성적으로 독립적이라고 상정하는 것은 그럴듯하며, 

나아가 근본적 존재자를 구성적으로 독립적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이제 원자론적 가정 하에서 구성적 의존을 통해 

근본적 존재자와 근본적 속성을 규정지어 보도록 하자. 이를 위해, 구성적 

25 환원적인 물리주의적 그림에 대한 고전적 논의로는 Oppenheim and Putnam(19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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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 혹은 구성적 의존들의 집합을 ‘DC’라 하자. 26  만약 구성적 의존 혹은 

구성적 의존들이 근본성과 유관한 유일한 의존 혹은 의존들이라면, 따라서 

DF=DC라면, 근본적 존재자와 근본적 속성은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다: 

(원자론적인 근본적 존재자) 존재자 x는 근본적이다 iff x는 DC-

독립적이다 

(원자론적인 근본적 속성) 속성 F는 근본적이다 iff x는 DC-

독립적이다 

그러나 근본적 존재자에 대한 위와 같은 이해가 기대고 있는 환원적인 

물리주의적 기획은 거의 보편적으로 거부되어 왔다. 27  왜냐하면 모든 

거시적-물리적인 현상들을 근본 물리학을 통해 설명하는 환원적인 원리를 

찾는 것이 극도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어려움 이외에도, 

원자론적 그림은 또 다른 어려움을 갖는다: 원자론적 그림은 창발적 

속성(emergent property)의 존재와 양립하기 어렵다. 창발적 속성을 정확히 

어떻게 특징지울 것인가는 그 자체로 논쟁적이지만,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창발적 속성은 전체(i.e. 부분전체론적 복합물)가 갖는 

내재적 속성으로서 전체의 부분들로 환원하여 설명될 수 없는 속성이다. 28 

예를 들어, 임의의 심적 속성 M을 고려해보자. 심적 속성은 흔히 창발론과 

관련한 논의 하에서 창발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창발론에 따르면, 심적 

속성의 사례(token)는 그것의 구성요소들이 갖는 인과적 효력(causal power) 

너머 그 이상의 인과적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창발론이 맞다면, 이를테면, 

소크라테스가 M을 갖는 것은 단순히 소크라테스의 부분들에 대한 사실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창발적 속성의 존재는 원자론과 양립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창발적 

속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일원론이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를테면, 어떤 심적 속성 M이 창발적 속성이라면, 인간인 대상들은 아마도 

26 ‘Compositional dependence’의 ‘C’를 따서 ‘DC’라 이름 붙였다. 

27 Tahko(2015), pp.125 

28 창발론과 더불어, 창발적 속성을 어떻게 특징지울 것인가에 관한 논의는 Barnes(2012), 

Wilson(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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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설명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근본적 대상들에 포함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가 근본적 대상이라는 것이 따라 나오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원자들과 인간을 포함한 유기체만을 근본적 대상으로 

받아들이며, 나머지 모든 사실들은 유기체에 대한 사실들에 의해 

근거지워진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하나의 가능한 입장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일원론이 지지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창발적 

속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주가 갖는 창발적 속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일원론자인 조나단 쉐퍼Jonathan Schaffer에 따르면, 양자 

얽힘(quantum entanglement)으로 인해 우주 전체는 양자적으로 얽혀 있다.29 

왜냐하면, 우주는 모든 것이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폭발(i.e. 빅뱅)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초기의 얽힘 상태는 보존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얽힘으로 인해, 우주는 창발적 속성을 갖는다: 얽힌 계(entangled 

system)로서의 우주의 양자적 상태는 우주의 진부분들의 내재적 속성과 그 

시공간적 배열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쉐퍼는 양자역학에서의 얽힌 계에서 창발적 속성이 

발견된다고 말한다. 30  얽힌 계는 그것의 상태 벡터(state vector)가 다음과 

같이 그것들의 구성요소들의 상태 벡터들의 텐서 곱(tensor product)으로 

분해될 수 없는 그러한 계이다: 

 

Ψsystem ≠ Ψcomponent1 ⊗ Ψcomponent2 ⊗ Ψcomponent3 ⊗ … (단, ‘⊗’는 텐서 곱을 

의미) 

 

달리 말해, 얽힌 계의 양자적 상태(quantum state)는 이것의 구성요소들의 

양자적 상태에 포함된 정보 그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얽힌 

계의 내재적 속성들은 이것의 구성요소들의 내재적 속성과 시공간적 관계에 

29 Schaffer(2010) 

30 Schaffer(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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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하지 않는다. 31  달리 말해, 얽힌 계에 대한 어떤 사실들은 계의 부분들 

그리고 이것들의 시공간적 관계에 대한 사실들에 의해 근거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얽힌 계에 대한 어떤 사실은 사실적 토대에 포함되며, 

결론적으로 우주는 근본적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만약 우주가 근본적 대상이라면, 나머지 우주의 진부분인 대상들을 

근본적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잉여적이다. 예를 들어, 아래의 그림을 

고려해보자: 

 

 

그림 2 

그림 2에는 총 세 개의 대상이 있다: A, B 그리고 S(i.e. sum(A, B)). 그런데, 

만약 근본적 대상에 S가 포함된다면, 근본적 대상에 S의 부분들(i.e. A와 

B)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잉여적이다. 왜냐하면, A와 B에 대한 모든 사실이 

종국에는 S에 관한 사실에 의해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A가 

파랗다>는 사실은 <S가 파랗다>는 사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림2에서 만약 S가 근본적이라면, A와 B를 근본적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필요하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만약 우주가 근본적 대상에 포함된다면, 

나머지 모든 대상들(i.e. 우주의 진부분들)을 근본적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잉여적일 것이다. 따라서, 쉐퍼에 따르면 세계의 근본적인 유일한 대상은 

우주이다.32 이와 같은 일원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일원론) 우주가 유일한 근본적인 대상이다 

한편, 일원론을 전제했을 때, 근본적 존재자를 구성적으로 독립적인 

존재자로 이해하는 것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구성적 의존은 

기본적으로 부분들에 대한 전체의 의존관계이지만, 일원론 하에서는 이러한 

관계의 방향이 역전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일원론 하에서는 전체(i.e. 

우주)가 그 부분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부분들이 전체에 

31 Schaffer(2018) 

32 Schaffer(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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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일원론 하에서 근본적 존재자를 

규정짓기에 적절한 의존은 구성적 의존이 아니라, 역-구성적 의존(the 

converse of compositional dependence)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다 

명료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역-구성적 의존들의 집합을 ‘DCC’라 하자.33 이와 

같은 DCC를 통해, 일원론 하에서의 근본적 존재자와 근본적 속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일원론적인 근본적 존재자) 존재자 x는 근본적이다 iff x는 DCC-

독립적이다 

(일원론적인 근본적 속성) 속성 F는 근본적이다 iff x는 DCC-

독립적이다 

지금까지 원자론과 더불어, 원자론 하에서 구성적 의존을 통해 이해된 

근본적 존재자와 속성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나아가 일원론과 

더불어, 일원론 하에서 역-구성적 의존을 통해 이해된 근본적 존재자와 

속성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내재적 속성에 대한 

루이스의 정의와 그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33 ‘the Converse of Compositional dependence’에서 ‘CC’를 따서 ‘DCC’라 명명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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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내재적 속성에 대한 루이스의 정의와 그 

문제점 

내재적 속성을 정의하려는 많은 시도들 중 가장 널리 알려지고 또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던 것은 바로 루이스의 정의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루이스의 정의에 대하여 소개하고, 나아가 루이스의 정의를 

비판한다. 먼저 1절에서는 내재적 속성에 대하여 제안된 루이스의 정의를 

소개한다. 내재적 속성에 대하여 제안된 루이스의 정의는 사실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Lewis(1983)에서 먼저 제안된 것 34 이며, 둘째는 

Lewis(1986)에서 제안된 것35이다. 이 두 정의는 서로 유사하면서도 약간씩 

다른데, 1절에서는 이러한 두 정의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 후, 내재적 

속성을 정의하는 맥락 하에서 보다 나은 정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루이스의 

정의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논의한다. 2절부터는 

본격적으로 루이스의 정의에 대하여 비판한다. 우선 2절에서는 루이스의 

정의가 모든 근본적 속성이 내재적이라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3~4절에서는 루이스의 정의가 다양한 형이상학적 

견해들과 양립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3절에서는 루이스의 정의와 일원론과의 양립불가능성이, 4절에서는 루이스의 

정의와 창발론 및 서로 다른 대상들 사이에서의 필연적 연관을 상정하는 

형이상학적 견해와의 양립불가능성이 지적될 것이다. 

 

2.1 내재적 속성에 대한 루이스의 정의 

앞서 말했듯이, 내재적 속성에 대한 루이스의 정의는 크게 1983년의 것과 

1986년의 것이 있다. 루이스의 1983년의 정의(이하 ‘1983-루이스의 

정의’)와 1986년의 정의(이하 ‘1986-루이스의 정의’) 모두 내재적 속성을 

판박이 개념을 통해 정의하고, 판박이를 근본적 속성 개념을 통해 정의하려 

시도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루이스의 정의에 

34 Lewis(1883b) 

35 Lewis(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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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차례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먼저 1983-루이스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자.  

루이스는 내재적 속성을 정의하기에 앞서, 내재적 속성과 판박이 개념 

사이의 긴밀한 연관관계(tight circle)에 주목한다. 36  판박이란 무엇인가? 

판박이는 일종의 도플갱어로 이해될 수 있다. 완벽한 복사기를 통해 나온 

복사본을 고려해보자. 이 원본과 복사본은 분명 서로 도플갱어이므로, 

판박이이다. 그런데 원본과 복사본 같은 판박이들은 어떤 측면에서 서로 

완벽하게 닮았지만, 모든 측면에서 서로 완벽하게 닮은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원본과 복사본은 놓여 있는 장소의 측면에서 서로 다를 수 있다. 

원본은 책상에 복사본은 의자 위에 놓여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판박이는 정확히 어떤 측면에서 완벽하게 닮은 대상들인가? 원본과 

복사본이 놓여 있는 장소가 각각의 외재적 측면임을 고려해 보았을 때, 

판박이는 모든 내재적 측면에서 완벽하게 유사해야 하지만 모든 외재적 

측면에서 완벽하게 유사할 필요는 없는 듯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판박이 개념은 내재적 속성 개념과 다음과 같은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판박이-내재성) 가능한 두 구체적 대상 x, y는 판박이이다 iff 모든 

내재적 속성 F에 대하여, x가 F를 갖는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y가 F를 갖는다 

(내재성-판박이) 속성 F는 내재적이다 iff 임의의 가능한 두 구체적 

대상 x, y에 대하여, 만약 x와 y가 판박이라면 x가 F를 갖는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y가 F를 갖는다 

그런데 판박이 개념과 내재적 속성 개념 사이의 이와 같은 연관관계는, 

내재적 속성을 판박이 개념으로 정의하려는 맥락에서 다소 문제적일 수 

있다. 내재적 속성을 판박이 개념을 통해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판박이 

개념을 다시 내재적 속성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의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루이스의 해결책은, 내재적 속성을 

판박이 개념을 통해 정의하며, 판박이를 내재적 속성이 아닌 다른 개념을 

36 Lewis(198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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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정의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루이스의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3738 : 

(1983-루이스의 정의) 속성 F는 내재적이다 iff 임의의 가능한 두 

구체적 대상 x, y에 대하여, 만약 x와 y가 판박이라면 x가 F를 갖는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y가 F를 갖는다 (i.e. 가능한 

판박이들의 짝 사이에서 차이가 날 수 없다) 

(1983-판박이) 가능한 두 구체적 대상 x, y는 판박이이다 iff 모든 

근본적 속성 F에 대하여, x가 F를 갖는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y가 F를 갖는다(i.e. x와 y가 정확히 동일한 근본적 

속성들을 갖는다) 

(1983-루이스의 정의)은 만족스러운가? 일견, 그런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각각 내재적, 외재적인 속성 <1kg의 질량을 

가짐>과 <9.8N의 무게를 가짐>을 고려해보자.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정확히 동일한 근본적 속성들을 갖는 대상들은 1kg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있어서도 정확히 일치할 것이다. 반면, 정확히 동일한 근본적 속성을 가지며 

질량이 1kg인 두 대상 중 하나가 지구에, 다른 하나가 달에 있다면, 전자는 

9.8N의 무게를 갖는 반면 후자는 9.8N의 무게를 갖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1983-루이스의 정의)에 따르면, <1kg의 질량을 가짐>과 <9.8N의 무게를 

가짐>은 각각 내재적, 외재적 속성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사실 (1983-루이스의 정의)이 성공적이기 위해선 다음의 문제적인 

37 Lewis(1983b), pp.355-356. 

38 엄밀히 말해서, 이하의 정의가 루이스가 제시한 그대로의 정의는 아니다. 루이스가 제안한 

있는 그대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i)속성 F는 내재적이다 iff 임의의 두 판박이들에 대하

여, 둘 다 F를 갖거나 어느 것도 F를 갖지 않는다; (ii)두 대상은 판박이이다 iff 이것들이 정

확히 동일한 근본적 속성들을 갖는다. 루이스의 양상실재론을 전제하지 않을 경우, 이는 명백

히 문제적이다. 이를 보기 위해, (i)을 살펴보자. 어떤 속성이 “현실세계의” 임의의 두 판박이

들 사이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해당 속성이 내재적으로 분류되기에 충분한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어떤 속성이 현실세계의 임의의 판박이들 사이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고 하더라도, “다른 가능세계의” 판박이와 차이가 나는 속성이라면, 해당 속성은 외재적일 것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그의 정의를 양상실재

론을 전제하지 않고도 이해가능하도록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제

시된 정의는 루이스의 정의와 오직 사소한 차이만을 가지므로, 비록 이하의 정의가 있는 그

대로의 루이스의 정의는 아니지만, ‘루이스의 정의’라고 칭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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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에 개입해야 한다: 근본적인 속성들 중에 구조적인 속성(structural 

property)이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적인 속성 <서로 1m 

떨어진 두 전자들의 부분전체론적 합임>을 고려해보자. 이 구조적인 속성은 

분명 직관적으로 내재적이다. 왜냐하면, 이 속성은 오직 대상의 내부적 

구조(internal structure)와 관계되며, 대상의 외부와는 전적으로 무관한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모든 근본적 속성은 비-구조적인, 단순 

속성(simple property)이라고 상정한다면, (1983-루이스의 정의)은 <서로 1m 

떨어진 두 전자들의 부분전체론적 합임>을 외재적 속성으로 분류한다. 왜 

그러한가? 

예를 들어, a가 서로 1m 떨어진 두 전자들의 부분전체론적 합이며, b는 

서로 2m 떨어진 두 전자들의 부분전체론적 합이라고 가정해보자. 만약 

근본적인 속성들 중에 구조적인 속성이 없고, 따라서 모든 근본적인 

속성들이 구조가 없는 단순 속성이라면, a와 b는 모든 근본적 속성들에 

있어서 일치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럴 경우, (1983-판박이)에 따라 a와 

b는 판박이이고, 나아가 <서로 1m 떨어진 두 전자들의 부분전체론적 

합임>임은 a가 갖는 반면 b는 갖지 않으므로, (루이스 정의1)에 따라 외재적 

속성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서로 1m 떨어진 두 

전자들의 부분전체론적 합임>은 내재적 속성이므로, 이는 문제적이다.39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은 근본적인 속성들 중에 

구조적인 속성이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로 1m 떨어진 두 

전자들의 부분전체론적 합임>이 구조적인 속성인 동시에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상정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1983-루이스의 정의)은 

<서로 1m 떨어진 두 전자들의 부분전체론적 합임>을 내재적인 속성으로 

분류하는데 성공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 a와 b는 근본적인 속성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으며, 따라서 판박이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서로 1m 떨어진 두 전자들의 부분전체론적 합임>는 근본적 속성이므로 

모든 판박이들 사이에서 일치하며, 그러므로 (1983-루이스의 정의)에 의해 

내재적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근본적인 속성 중에 구조적인 속성이 있는지는 

논쟁적이다. 왜 그러한가? 이를 설명하는 한 가지 방식은, 구조적인 

39 Marshall(2012),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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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자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의 구성요소들로부터 만들어진(built) 

존재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구성요소들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자가 그 

구성요소들보다 덜 근본적이라는 것은 그럴듯하다. 예를 들어, 다른 

구조적인 속성 <전자이거나 양성자임>을 고려해보자. 이 속성은 분명 어떤 

의미에서, 보다 단순한 속성 <전자임>과 <양성자임>으로부터 만들어진 

속성이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전자이거나 양성자임>은 <전자임>과 

<양성자임>보다 덜 근본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쟁적인 전제에 

개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루이스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제안한다4041: 

(1986-루이스의 정의) 속성 F는 내재적이다 iff 임의의 가능한 두 

구체적 대상 x, y에 대하여, 만약 x와 y가 판박이라면 x가 F를 갖는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y가 F를 갖는다 (i.e. 가능한 

판박이들의 짝 사이에서 차이가 날 수 없다) 

(1986-판박이) 가능한 두 구체적 대상 x, y는 판박이이다 iff (i)모든 

근본적 속성 F에 대하여, x가 F를 갖는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y가 F를 가지며; (ii)x와 y의 부분들 사이에 근본적인 속성 

및 관계들을 보존하는 1-1 대응이 존재한다 

이 정의와 이전의 차이점의 핵심은 (1986-판박이)에 있다. (1986-

판박이)의 우변의 (ii)를 살펴보자. 만약 <서로 1m 떨어진 두 전자들의 

부분전체론적 합임>과 같은 구조적인 속성들을 근본적 속성으로 상정한다면, 

(ii)는 잉여적이다. 그러나 만약 모든 근본적인 속성이 단순 속성일 경우, 

(ii)는 잉여적이지 않을뿐더러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모든 근본적인 속성이 

단순 속성일 경우, (ii)는 (1986-루이스의 정의)가 <서로 1m 떨어진 두 

전자들의 부분전체론적 합임>이 외재적 속성으로 잘못 분류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시 앞서 

살펴보았던 a와 b를 고려해보자. 그리고 모든 근본적 속성이 단순 

40 Lewis(1986), pp.61-62. 

41 앞선 (1983-루이스의 정의), (1983-판박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정의들 또한 루이스의 

양상실재론을 전제하지 않아도 되게끔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것임을 밝힌다. 이 정의 또한 루

이스가 제안한 원래 그대로의 정의와 오직 사소한 차이만을 가지며, 따라서 비록 약간의 차

이가 있음에도 ‘루이스의 정의’라 부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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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a와 b는 (1983-판박이)에 의해 판박이로 

분류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봤듯이 <서로 1m 떨어진 두 전자들의 

부분전체론적 합임>는 (1983-루이스의 정의)에 의해 외재적인 것으로 

분류될 것이다. 

그러나 (1986-판박이)에 의하면, a와 b는 판박이가 아니다. 왜냐하면, a와 

b는 (ii)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a를 

구성하는 두 전자를 e1, e2라 하고 b를 구성하는 두 전자를 e3, e4라 하자. 

그리고 이 전자들이 모두 부분전체론적 단순자들이라고 가정하자. 전자 e1과 

e2는 서로 1m 떨어져 있는 반면, e3와 e4는 서로 2m 떨어져 있으므로, 두 

집합 {e1, e2}, {e3, e4} 사이의 어떠한 1-1 대응도 각각의 집합들의 원소들이 

맺고 있는 근본적 관계(i.e. <서로 1m 떨어져 있음>, <서로 2m 떨어져 

있음>)을 보존하지 못한다. 따라서, (1986-판박이)의 (ii)에 의해, a와 b는 

판박이가 아니다. 

지금까지 내재적 속성에 대한 루이스의 두 정의인 (1983-루이스의 

정의)과 (1986-루이스의 정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두 정의 중 어느 것이 

나은가? (1986-루이스의 정의)가 더 낫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3-루이스의 정의)은 근본적 속성 중 구조적인 속성이 존재한다는 

논쟁적인 전제에 개입하지 않고서는 <서로 1m 떨어진 두 전자들의 

부분전체론적 합임>와 같이, 내부적 구조와 관련된, 구조적인 내재적 

속성들을 내재적인 것으로 분류하는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반면 (1986-

루이스의 정의)는 그러한 논쟁적 전제에 개입하지 않고서도 내재적인 

구조적 속성들을 내재적인 것으로 성공적으로 분류해낸다. 따라서 (1986-

루이스의 정의)가 보다 만족스러운 정의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주로 

(1986-루이스의 정의)에 관하여 논의할 것이며, ‘루이스의 정의’로 (1986-

루이스의 정의)를 의미하고자 한다. 

 

2.2 내재적 속성에 대한 루이스의 정의의 첫 번째 문제점 

루이스 정의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다음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근본성-내재성 함축 원리) 모든 근본적 속성은 내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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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근본적 속성 F를 상정해보자. (1986-판박이)에 의해, 어떠한 

판박이도 근본적 속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어떠한 판박이도 

F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1986-루이스의 정의)에 의해 F는 

내재적 속성으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루이스의 정의에 따르면, 임의의 

근본적 속성 F는 내재적이다. 이러한 (근본성-내재성 함축 원리)는 

받아들일만한 것인가? 

물리학에서의 경험적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는 매우 논쟁적인 

전제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속성 <쿼크임>을 고려해보자. 쿼크는 

물리학에서 상정하는 근본적인 기본 입자들 중 하나이며, <쿼크임>은 쿼크의 

특징적 속성들 중 하나이므로, <쿼크임>이 근본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그럴듯하다. 그러나 <쿼크임>은 근본적이면서 동시에 외재적인 속성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쿼크 입자들은 상호의존적인 존재자들이라는 사실을 

상기해보자. 쿼크가 홀로 존재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바로 이로부터 <쿼크임>이 외재적 속성이라는 것이 따라 나온다. 왜 

그러한가? 

내재적 속성과 홀로 존재하는 대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음의 원리를 

고려해보자: 

 

(내재적 속성-홀로 존재함1) 만약 속성 F가 내재적이라면, 홀로 존재하는 

대상이 F를 갖는 것이 형이상학적으로 가능하다. (대상 x는 홀로 존재한다 

iff x가 이와 전적으로 다른 어떠한 우연적 대상과도 공존하지 않는다.) 

 

어떤 대상이 내재적 속성을 가질 때 이는 이 대상 이외의 다른 어떠한 것 

덕분도 아니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원리는 매우 그럴듯하다. 만약 홀로 

존재하는 대상이 속성 F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어떤 대상이 F를 갖는 것이 이 대상 이외의 다른 어떠한 것 덕분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내재적 속성-홀로 존재함1)을 

수용하도록 하자. 홀로 존재하는 대상이 쿼크인 것은 형이상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로부터 <쿼크임>이 외재적 속성이라는 것이 따라 나온다. 

이와 같이 물리학에서 근본적인 속성으로 간주되는 <쿼크임>과 같은 

속성을 살펴 보았을 때, (근본성-내재성 함축 원리)는 최소한 경험적인 

차원에서 매우 논쟁적인 원리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내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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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에 대한 정의를 제안하는 맥락에서, (근본성-내재성 함축 원리)는 

별다른 의심 없이, 나아가 별다른 정당화 없이 종종 타당한 것으로 

간주되곤 한다. 이를테면, 루이스는 자신의 정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며42:  

“나의 분석에서, 모든 [근본적]43  속성은 내재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이는 옳은 것으로 보인다.” 

판박이를 정의하려는 맥락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기도 한다44: 

“(…) 모든 [근본적] 속성이 내재적이라는 것은 그럴듯하다.” 

한편, 루이스 정의의 옹호자인 테드 사이더Ted Sider는 근본성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45: 

“[근본적] 속성들에 관하여 내가 의문시 하지 않을 근본적 가정은 

다음과 같다: (…) 모든 근본적 속성은 내재적이다” 

이와 같이, 루이스와 사이더가 (근본성-내재성 함축 원리)를 별다른 

정당화 없이 타당한 것으로서 간주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근본성-

내재성 함축 원리)가 비록 경험적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원리를 지지하는 어떤 선험적인 직관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비록 루이스와 사이더가 정확히 어떤 선험적 직관에 

42 Lewis(1983b), pp.357. 

43 정확히 말해, 원문에서 루이스는 근본성을 의미하는 ‘fundamental’이라는 용어 대신 완벽

한 자연성을 의미하는 ‘perfectly natur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물론, 근본성과 

완벽한 자연적임은 엄밀히 말해 구분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근본적 속성은 그 

목록의 일부가 근본 물리학에서 밝혀지는 그러한 속성인 반면, 완벽하게 자연적인 속성은 단

지 질적인 유사성을 근거짓고, 실재의 결을 가르며, 내재적인 그러한 속성이라고 구분하는 것

이다. 이에 대한 본 논문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i)애초에 루이스가 완벽하게 자연적인 속성

을, 상기한 두 가지 방식 모두를 통해 특징지웠으며, 따라서 최소한 완벽하게 자연적인 속성

들 중에 근본적 속성(i.e. 그 목록들 중 일부가 근본 물리학에 의해 밝혀지는 속성)이 포함된

다고 보는 것은 그럴듯하다; (ii)만약 (i)이 맞다면, 본 논문의 비판의 요지가 성립하기에 충분

하다.

44 Lewis(1986), pp.61. 

45 Sider(1993),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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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해서 (근본성-내재성 함축 원리)가 지지되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후에 소개될 트로그돈의 논의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트로그돈에 따르면, (근본성-내재성 함축 원리)를 지지할만한 어떤 직관이 

있다. 46  그러므로 (근본성-내재성 함축 원리)가 비록 경험적으로는 

논쟁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지지할 선험적 직관이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 

또한 유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트로그돈의 

정의와 그 문제점들에 대하여 다루는 3장으로 미루도록 하고, 이하에서는 

루이스 정의의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2.3 내재적 속성에 대한 루이스의 정의의 두 번째 문제점 

루이스 정의의 두 번째 문제점은 그의 정의가 원자론을 제외한 다원론 및 

일원론과 양립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 앞서, 루이스가 

일종의 원자론에 개입한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한다. 루이스의 이른바 

흄적인(Humean) 형이상학적 기획은 모든 거시적인 현상들을 궁극적으로 

시공간의 점(또는 이를 점유하는 점-크기의 대상들)에 관한 국소적 

사실들로 환원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루이스가 원자론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루이스의 정의를 비-원자론적 

견해들과의 양립불가능성을 근거로 비판하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본 논의는 루이스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맥락이 아니라, 

루이스의 정의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 만약 루이스를 비판하는 경우라면, 루이스의 정의를 

양립불가능성을 근거로 비판하는 것은 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루이스는 

그의 정의와 더불어 이미 특정한 형이상학적 견해(i.e. 원자론적 견해)에 

개입하므로, 애초에 원자론과 양립불가능한 여타의 형이상학적 견해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루이스의 

원자론적 견해와는 별개로 루이스의 정의 자체에 대하여 평가해볼 수 있다. 

즉, 우리는 루이스의 형이상학과는 독립적으로, 그의 정의가 내재적 속성에 

46 Trogdon(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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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최선의 정의로서 보편적으로 수용될 만한 것인지 평가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 하에서, 루이스의 정의에 비-원자론적 다원론 

및 일원론과의 양립가능성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 첫째, 앞서 

살펴보았듯이 비-원자론적 형이상학적 견해들은 나름의 합리적 근거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며, 특히 일원론의 경우 이를 거부할 어떠한 결정적 논증도 

없는 상황이다.47  둘째, 원자론은 과거의 지배적인 지위를 상실해가고 있으며 

원자론이 기대고 있는 환원적인 물리주의적 그림은 이제 거의 보편적으로 

거부되고 있다. 달리 말해, 세계의 부분전체론적 그리고 형이상학적 구조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들(i.e. 원자론, 비-원자론적 다원론, 일원론) 중 어떠한 

견해가 옳은지는 원자론적 견해가 지배적이던 과거와는 달리 논쟁적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내재적 속성에 대한 임의의 정의가 오직 

원자론과만 양립가능하며 여타의 다른 합리적인 형이상학적 견해들을 

배제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루이스의 정의는 원자론뿐만 아니라 비-원자론적 다원론 그리고 

일원론과도 양립가능한가? 아쉽게도 루이스의 정의는 이러한 형이상학적 

견해들과 양립불가능하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루이스의 정의가 

일원론과 양립불가능한가에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자. 근본적 대상과 근본적 

속성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그럴듯해 보인다: 

(근본적 대상-근본적 속성 사이의 관계) 근본적 속성은 오직 

근본적 대상만이 가질 수 있다 

근본적 속성은 근본적 대상들이 갖는 특징적 속성일 것이다. 예를 들어, 

근본적 속성들 중 하나로 간주되는 <기본 전하를 가짐>을 고려해보자. 이는 

근본적 대상으로 여겨지는 전자가 갖는 특징적 속성들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러한 근본적 대상들의 특징적 속성을 다른 비근본적 대상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그럴듯한가? 이를테면, 비근본적 대상인 피라미드가 <기본 

전하를 가짐>을 갖는다는 것은 그럴듯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근본적 대상-근본적 속성 사이의 관계)는 그럴듯한 원리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원론 하에서 근본적인 대상은 오직 우주뿐이므로, 

47 Schaffer(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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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리로부터 다음이 따라 나온다: 

(일원론 하에서의 근본적 대상-근본적 속성 사이의 관계) 근본적 

속성은 오직 우주만이 가질 수 있다 

루이스의 정의가 일원론과 양립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그의 정의가 (일원론 

하에서의 근본적 대상-근본적 속성 사이의 관계)와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왜 그러한가? 

일원론이 참이라면, 우주의 진부분인 대상들은 어떠한 근본적 속성도 

예화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원론이 참일 경우, 우주의 진부분인 모든 

대상들이 (어떠한 근본적 속성 및 관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사소하게 판박이일 것이다. 이제, 임의의 정육면체 x와 이와 정확히 동일한 

개수의 부분전체론적 원자들로 구성된 임의의 정팔면체 y를 상정해보자. 

일원론이 참일 경우 x와 y는 어떠한 근본적 속성도 갖지 않으므로, 모든 

근본적 속성에 있어서 (사소하게) 일치하며, 따라서 (사소하게) 판박이이다. 

그런데 x는 속성 <정육면체임>을 갖는 반면 y는 갖지 않으므로, 루이스의 

정의에 따르면 이 속성은 외재적인 속성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이는 

<정육면체임>이 내재적 속성이라는 직관과 양립하기 어렵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자론을 제외한 상당수의 다원론들 또한 

루이스의 정의와 양립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유기체들을 근본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입장(이하 ‘유기체-다원론’)을 

고려해보자. 유기체-다원론에 따르면, 유기체들은 근본적인 대상이며 

유기체의 진부분들은 비근본적인 대상이다. 따라서 (근본적 대상-근본적 

속성 사이의 관계)에 의하면 유기체의 진부분들은 어떠한 근본적 속성도 

갖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일원론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개수의 

원자들로 구성된 임의의 정육면체 z와 정팔면체 w를 고려해보자. 그리고 더 

나아가 z와 w가 어떤 유기체의 진부분이라고 상정해보자. 일원론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z와 w는 비근본적 대상이므로, 사소하게 판박이일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루이스의 정의에 의해 속성 <정육면체임>이 

외재적으로 분류되게 되며, 이는 <정육면체임>이 내재적 속성이라는 직관과 

양립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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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내재적 속성에 대한 루이스의 정의의 세 번째 문제점 

루이스 정의의 마지막 문제점은 그의 정의가 일원론 및 비-원자론적 

다원론 이외에도 다양한 형이상학적 견해들과 양립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첫째로, 루이스의 정의는 창발적 속성의 존재와 양립하기 어렵다. 루이스의 

정의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전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그럴듯하다: 

(루이스 정의의 전제1) 물리적 기본 입자들(e.g. 쿼크, 렙톤 등)은 

근본적 대상들이다 

왜 그러한가? 내재적 속성에 대한 정의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내재적 속성 

혹은 판박이와 관련한 일상적, 과학적 판단들의 참/거짓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재적 속성 혹은 판박이와 

관련된 과학적 판단들의 상당수 혹은 일부는 미시적인 대상들(e.g. 쿼크, 

렙톤, 전자 등)과 관련된 판단들이다. 나아가 만약 이러한 미시적인 대상들 

중 특히 기본 입자들과 같은 원자들이 비근본적 대상이라면, (근본적 대상-

근본적 속성 사이의 관계)에 따라, 이 대상들은 어떠한 근본적 속성도 가질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모든 근본적 속성 및 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사소하게 판박이일 것이다. 그러나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서로 

다른 물리적 기본 입자들(e.g. 쿼크와 렙톤)은 서로 판박이가 아니다. 따라서 

루이스의 정의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루이스 정의의 전제1)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를 받아들일 경우 루이스의 정의는 창발적 속성들의 

존재와 양립하기 어렵다. 창발적 속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분명 직관적으로 

내재적 속성이지만, 루이스의 정의는 창발적 속성들을 내재적으로 

분류하는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어떤 부분전체론적 

복합물 c가 갖는 창발적 속성을 E라 하자. 어떤 대상이 창발적 속성을 가질 

때, 이 사실은 해당 대상의 진부분들에 관한 사실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c의 경우 <c가 E를 갖는다>는 c의 진부분들에 관한 

사실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어떤 대상이 c와 판박이면서 E를 

갖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루이스의 정의에 따르면, E는 모든 

판박이들 사이에서 일치하지는 않는 외재적 속성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결책은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이다: <c가 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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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를 근본적 사실로 간주하며, 나아가 E를 근본적 속성으로 상정한다. 

만약 E가 근본적 속성이라면, c의 어떠한 판박이도 E를 갖는 것은 판박이의 

정의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판박이의 정의상, c의 판박이는 반드시 c가 

갖는 근본적 속성을 모두 가져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결책에 

따르면, 직관적으로 내재적인 창발적 속성의 존재는 루이스의 정의와 

양립가능하다. 나아가 창발적 속성이 종종 부분들에 의존적이지만 동시에 

근본적인 속성으로 이해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48 , 이러한 해결책은 

만족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해결책은 (루이스 정의의 전제1)과 양립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만약E가 근본적일 경우, (근본적 대상-근본적 속성 사이의 관계)에 

의해 c가 근본적 대상이라는 것이 따라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루이스 

정의의 전제1)가 참이라면 c는 비근본적 대상이다. 왜 그러한가? 앞서 

가정한 바에 따르면, c는 부분전체론적 복합물이므로, c가 원자들 나아가 

물리적 기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그럴듯하다. 그런데, 

(루이스 정의의 전제1)에 따르면, 이러한 물리적 기본 입자들은 근본적 

대상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c와 c의 진부분인 물리적 기본 입자들 모두 

근본적 대상이다. 그러나 근본적 대상들이 겹친다는 것이 반직관적이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이는 문제적이다. 

 둘째, 루이스의 정의는 상호의존적인 근본적 대상들을 상정하는 

형이상학적 견해와 양립하기 어렵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쿼크의 사례를 

다시 고려해보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쿼크는 근본적 대상이면서도 항상 

다른 쿼크들과 함께 짝을 이뤄 양성자나 중성자 등의 비근본적 대상들을 

구성하면서 존재하며 결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은 쿼크 입자들 사이에 

대칭적 본질적 의존(symmetric essential dependence) 관계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세 쿼크 입자 q1, q2, q3가 함께 짝을 이뤄 

양성자 p를 구성하는 경우를 상정해보자. 이 세 쿼크 입자들이 항상 짝을 

이뤄 존재하는 현상은 다음의 명제가 쿼크입자들의 본성(nature)에 의해 

48 이를테면, 엘리자베스 반즈Elizabeth Barnes가 창발적 속성을 이렇게 특징지운다. 이와 관

련한 논의로는 Barnes(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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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라고 상정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쿼크의 본성) 쿼크 입자 q1, q2, q3는 p를 구성한다 

달리 말해, (쿼크의 본성)은 쿼크 입자 q1, q2, q3의 본질의 구성요소라고 

상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 하에서, 쿼크 입자 q1, q2, q3는 서로가 각자의 

본질의 구성요소이며,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쿼크 입자 q1, q2, q3는 서로에게 

상호의존한다.49   

그러나 이와 같이 상호의존적인 근본적 대상들의 존재는 루이스의 정의와 

양립하기 어렵다. 다시 상호의존적인 쿼크의 사례를 살펴보자. 쿼크 

입자들이 본질적으로 상호 의존적이라는 가정으로부터 다음이 따라 나온다: 

필연적으로, 쿼크는 다른 쿼크 입자와 공존한다. 따라서 다음 또한 성립한다: 

필연적으로, 임의의 대상 x가 <쿼크임>을 갖는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x가 <다른 쿼크 입자와 공존하는 쿼크임>을 갖는다. 달리 말해, 

<쿼크임>과 <다른 쿼크 입자와 공존하는 쿼크임>은 필연적으로 공외연적인 

속성인 것이다. 여기서 <쿼크임>이 근본적인 속성이며, 따라서 어떠한 

판박이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보자. <다른 쿼크 

입자와 공존하는 쿼크임>은 <쿼크임>과 필연적으로 공외연적이므로, 이 

속성 또한 어떠한 판박이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루이스의 정의에 따르면, <다른 쿼크 입자와 공존하는 쿼크임>은 내재적이다. 

그리고 이는 이 속성이 외재적 속성이라는 직관과 양립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루이스의 정의를 소개하고, 루이스의 정의가 (근본성-내재성 

함축 원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것이 다양한 형이상학적 견해들, 

특히 상당수의 다원론 및 일원론과 양립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없는가? 비록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문제점들의 일부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존재한다. 이는 바로 내재적 속성에 대한 트로그돈의 

정의이다. 트로그돈은 특히 다원론 및 일원론과 양립가능한 내재적 속성에 

대한 정의를 제안하려 시도한다. 따라서 상기한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하려는 본 논문에서의 시도를 소개하기 이전에, 먼저 트로그돈의 

49 이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Wilson(forthcoming)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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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는 만족스러운 것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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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내재적 속성에 대한 트로그돈의 정의와 그 

문제점 

이번 장에서는 원자론 및 일원론과 양립가능한 내재적 속성을 정의하려는 

유일한 시도인 트로그돈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본 후, 이를 비판한다. 

트로그돈의 정의는, 그가 이전에 진 D. 비트너Gene D. Witner, 윌리엄 

부차드William Butchard와 함께 제시하였던 내재적 속성에 대한 정의(이하 

‘WBT의 정의’)50를 일원론과 양립가도록 수정한 것이다. 따라서 1절에서는 

먼저, 내재적 속성에 대한 WBT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본 후, 2절에서 

본격적으로 내재적 속성에 대한 트로그돈의 정의에 대하여 논한다. 

이후에는 트로그돈의 정의는 과연 적절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3절에서는 트로그돈의 정의가 (근본성-내재성 함축 원리)를 

전제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한 트로그돈의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나아가 4절에서는 트로그돈의 정의가 그의 의도와는 달리 

다양한 형이상학적 견해들과 양립가능하는데 실패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먼저 내재적 속성에 대한 WBT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3.1 내재적 속성에 대한 WBT의 정의 

WBT의 정의는, 내재적 속성을 속성 <홀로 존재함>을 통해 정의하려는 

시도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우선, <홀로 존재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홀로 존재함) 대상 x는 <홀로 존재함>을 갖는다(i.e. 대상 x는 홀로 

존재한다) iff x와 겹치지 않는 어떤 대상과도 공존하지 않는다 

어떤 대상들이 홀로 존재하고, 어떤 대상들이 홀로 존재하지 않는가? 먼저, 

오직 소크라테스만이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해보자. 이 가능한 상황에서 

소크라테스는 홀로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 소크라테스는 그와 겹치지 

않는 어떠한 것과도 공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소크라테스와 

크산티페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소크라테스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50 Witner, Butchard, and Trogdon(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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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소크라테스는 그와 겹치지 않는 어떤 것(e.g. 크산티페)과 공존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의 소크라테스와 같이, 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함께 존재한다(being accompanied)’ 또는 ‘속성 <함께 존재함>을 갖는다’고 

하자. 

그렇다면, <홀로 존재함>은 내재적 속성과 어떠한 연관을 갖는가? (내재적 

속성-홀로 존재함1)에서 살펴보았듯이, 내재적 속성은 홀로 존재하는 

대상이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은 <홀로 존재함>과 내재적 속성 사이의 

긴밀한 연관관계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내재적 속성을 정의하려 시도해 

볼 수 있다: 

(내재적 속성-홀로 존재함2) 속성 F는 내재적이다 iff 홀로 

존재하는 대상이 F를 갖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래 랭턴Rae Langton과 루이스가 지적했듯이 51 , 이러한 정의는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이는 외재적인 속성 <홀로 존재함>을 내재적 

속성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홀로 존재함>은 분명 외재적이다. 왜냐하면, 어떤 대상이 홀로 

존재하는가의 여부는, 이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대상들의 존재 여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재적 속성-홀로 존재함2)에 따르면 <홀로 

존재함>은 내재적 속성이다. 왜냐하면 홀로 존재하는 대상이 <홀로 

존재함>을 갖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내재적 속성은 단순히 홀로 

존재하는 대상이 이를 갖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홀로 있거나 혹은 

함께 존재하는 것과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포착해보자: 

(<홀로 존재함>과 독립) 속성 F는 <홀로 존재함>과 독립이다 iff 

다음이 모두 가능하다: (i)홀로 존재하는 대상이 F를 갖는다; (ii)함께 

존재하는 대상이 F를 갖는다; (iii)홀로 존재하는 대상이 F를 갖지 

않는다; (iv)함께 존재하는 대상이 F를 갖지 않는다 

51 Langton and Lewis(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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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으로 보아 내재적인 속성들은 <홀로 존재함>과 독립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정육면체임>은 <홀로 존재함>과 독립이다. 왜냐하면 홀로 

존재하는 대상이 정육면체인 경우와 정육면체가 아닌 경우, 그리고 함께 

존재하는 대상이 정육면체인 경우와 정육면체가 아닌 경우가 각각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앞서 문제를 일으켰던 속성 <홀로 존재함>은 

<홀로 존재함>과 독립이 아니다. 왜냐하면 함께 존재하는 대상이 <홀로 

존재함>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직관적으로 보아 내재적인 속성이 (<홀로 존재함>과 독립)을 

만족시키는 반면, 문제가 되었던 <홀로 존재함>이 (<홀로 존재함>과 

독립)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내재적 속성을 (<홀로 

존재함>과 독립)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려는 시도는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내재적 속성-홀로 존재함3) 속성 F는 내재적이다 iff F가 <홀로 

존재함>과 독립이다 

그러나 랭턴과 루이스의 지적에 따르면 이러한 시도 역시 문제적이다. 52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외재적이지만 <홀로 존재함>과 독립인 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랭턴과 루이스의 예를 따라, 다음의 연언적 속성을 

고려해보자: <홀로 존재하는 정육면체이거나 함께 존재하는 비-

정육면체임>(이하 ‘S’53 ). 아쉽게도 이 속성은 직관적으로 보아 외재적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존재함>과 독립이다. 홀로 존재하는 대상이 S를 갖는 

경우(i.e. 정육면체인 경우)와 S를 갖지 않는 경우(i.e. 정육면체가 아닌 경우), 

그리고 함께 존재하는 대상이 S를 갖는 경우(i.e. 정육면체가 아닌 경우)와 

S를 갖지 않는 경우(i.e. 정육면체인 경우)가 각각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재적 속성-홀로 존재함3) 또한 내재적 속성에 대한 정의로서 

52 Langton and Lewis(1998) 

53 사소한 이야기지만, 왜 ‘S’라고 명명했는가? 랭턴과 루이스는 <홀로 존재하는 정육면체이

거나 함께 존재하는 비-정육면체임>는 “위조된 독립(spurious independence)”의 사례라고 한

다. 달리 말해, 직관적으로는 <홀로 존재함>과 독립이지 않지만, 적어도 상기한 규정 하에서

는 독립이므로, 어떤 의미에서 마치 독립인 것처럼 위조되었다는 것이다. (Langton and 

Lewis(1998)) 따라서 ‘spurious independence’의 ‘s’를 따서 ‘S’라고 명명하였다. 



47 

 

부적절하다. 

랭턴과 루이스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이러한 해결책들을 그 자체로 나름의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54  나아가, 본 

장의 관심사는 랭턴과 루이스의 정의가 아니라 트로그돈의 정의의 기반이 

되는 WBT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므로, 지금부터는 WBT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상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비트너와 부차드, 

트로그돈의 진단은 다음과 같다: 내재적 속성은 <홀로 존재함>과 독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외재적 속성 덕분에 갖는 것이 불가능한 그러한 

속성이다.55  

이들이 이러한 진단을 내리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예를 

고려해보자. 직관적으로 내재적인 속성 <정육면체임>은 홀로 존재함과 

독립일 뿐만 아니라, 이를 갖는 것이 어떠한 외재적 속성 덕분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물론 어떤 대상이 정육면체인 것은 아마도 이 대상들의 

부분들이 이러저러한 배열을 이루고 있는 덕분일 것이다. 그러나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저러한 배열을 이루는 부분들을 가짐>과 같이 

어떤 대상이 정육면체인 것을 근거지우는 속성들은 모두 내재적인 것처럼 

보인다. 반면, 직관적으로 외재적인 속성 S는 홀로 존재함과 독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는 것이 외재적인 속성 덕분인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떤 함께 존재하는 정팔면체 a를 상정해보자. 이 a는 함께 

존재하는 비-정육면체이므로, a는 S를 갖는다. 그런데,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a가 S를 갖는 것은 a가 <함께 존재하는 비-정육면체임>을 갖는 

덕분이다. 나아가, <함께 존재하는 비-정육면체임>은 직관적으로 외재적이다. 

따라서, S를 갖는 것이 외재적인 속성(e.g. <함께 존재하는 비-정육면체임>) 

덕분에 갖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기한 비트너, 부차드, 트로그돈의 진단은 내재적 속성에 대한 

특징지움일뿐, 정의가 되기는 어렵다. 우선, (WBT의 진단)에 사용된 “덕분에” 

개념이 명료하게 해명되지 않았다. 덕분에-관계는 사실들간의 관계인가? 

아니면, 속성이나 대상들간의 관계인가? 덕분에-관계는 어떤 형식적, 

54 랭턴과 루이스의 해결책에 대해서는 Langton and Lewis(1998), 랭턴과 루이스의 정의에 

대한 문제점들은 Weatherson and Marshall(2018) 참조

55 Witner, Butchard and Trogdon(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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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 특징들을 갖는가? 물론, 이러한 질문들을 포함하여 덕분에-관계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질문들에 명료한 답변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덕분에”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차치하더라도, 

보다 문제적인 것은 (WBT의 진단)이 사실 순환적이라는 것이다. (WBT의 

진단)의 우변 (ii)에 ‘외재적’이 나타남에 주목해보자. 외재적 속성은 곧 비-

내재적 속성이므로, (WBT의 진단)은 내재성 개념을 특징지움에 있어서 

암묵적으로 다시 내재성 개념에 호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WBT의 진단)이 

그 자체로 내재적 속성에 대한 정의가 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비트너, 부차드, 트로그돈의 해결책은 덕분에 

개념을 사실들간의 근거지움으로 이해하고 56 , (WBT의 진단)에 암묵적으로 

사용된 내재성 개념을 <홀로 존재함>과 독립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을 적용한 최종적인 WBT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57: 

(WBT-내재적인 방식) x는 F를 내재적인 방식으로 갖는다 iff (i)F는 

<홀로 존재함>과 독립이며; (ii)임의의 대상 y와 속성 G에 대하여, 

만약 x가 F를 갖는 것이 y가 G를 갖는 것에 의해 근거지워진다면, 

Q는 <홀로 존재함>과 독립이다 

(WBT의 정의) 속성 F는 내재적이다 iff 필연적으로, 모든 대상 x에 

대하여, 만약 x가 F를 갖는다면 x는 F를 내재적인 방식으로 갖는다. 

이제 (WBT)의 정의가 직관적으로 내재적인 속성 <정육면체임>과 외재적인 

속성 S를 각각 어떻게 내재적, 외재적인 것으로 분류해내는지 살펴보자.  

먼저 <정육면체임>의 경우를 고려해보자.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 

속성을 내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갖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56 보다 정확히 말해, 비트너와 부차드, 트로그돈은 “덕분에” 개념을 근거지움으로 이해한다

기 보다는, 덕분에 개념을 보다 명료하게 특징지운다. 그러나 이렇게 특징지워진 덕분에 개념

은 사실상 근거지움과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이들의 특징지움을 별도로 소개하는 것은 논의

를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만들 것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의 정의를 ‘덕분에’ 대신 ‘근

거지움’을 사용하여 표현하도록 하겠다. 이들이 제안한 보다 정확한 형태의 정의는 Witner, 

Butchard and Trogdon(2005) 참조.

57 Trogdon(2009), p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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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임의의 정육면체인 대상 a에 대하여 a가 정육면체인것은 a가 

이러저러한 배열을 이루는 부분들을 가진다는 것에 의해서 근거지워질 

터인데, <이러저러한 배열을 이루는 부분들을 가짐>은 <홀로 존재함>과 

독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속성 <정육면체임>은 (WBT의 정의) 하에서 

내재적 속성으로 분류된다. 

이제 S의 경우를 고려해보자. (WBT의 정의) 하에서 S는 외재적 속성으로 

분류된다. 왜냐하면 어떤 대상이 S를 외재적인 방식으로 갖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앞서 고려했던 어떤 정팔면체 a를 다시 

고려해보자. 그리고 이 a가 함께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a는 함께 

존재하는 비-정육면체이므로, a는 S를 갖는다. 그런데,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a가 S를 갖는 것은 a가 <함께 존재하는 비-정육면체임>을 갖는 것에 

의해 근거지워진다. 나아가, <함께 존재하는 비-정육면체임>은 <홀로 

존재함>과 독립이 아니다. 따라서 (WBT의 정의)에 따르면, S는 외재적 

속성이다. 

지금까지 내재적 속성에 대한 WBT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물론 이 

정의는 다음 절에 소개될 트로그돈의 정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소개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WBT의 정의가 그 자체로 만족스러운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WBT의 정의는 그 자체로 만족스러운가? 아쉽게도, 

WBT의 정의는 그 자체로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58  물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비트머, 부차드, 트로그돈 또한 나름의 대응을 하지만, 

적어도 WBT의 정의 자체가 내재적 속성에 대한 “최선”의 정의인지는 

논쟁적이다. 그러므로 WBT의 정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현재 논의의 맥락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WBT의 정의가 

일원론과 양립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왜 그러한가? 

공간적으로 연장된(spatially-extended) 대상을 색깔, 열, 밀도 등과 같은 

속성들로 채우는 방식을 ‘분배적 속성(distributional property)’이라 하자. 

트로그돈에 따르면, 일원론 하에서 세계는 해당 세계의 부분전체론적 

구조를 완전하게 규정하는 단 하나의 광역 분배적 속성(global distributional 

property)을 예화하며, 또한 이러한 광역 분배적 속성은 근본적 속성으로 

58 WBT의 정의의 문제점에 대해선 Weatherson and Marshall(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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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된다. 59  따라서 일원론이 참이라면, 임의의 속성 P가 예화되는 것은 

결국 세계가 어떤 광역 분배적 속성 D를 예화한 덕분이다. 그리고 D는 

<홀로 존재함>과 독립이 아니므로, 상정된 임의의 속성 P는 WBT의 정의 

하에서 외재적 속성으로 분류되게 된다. 그리고 임의의 속성이 

외재적이라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귀결이다. 그런데, D는 외 <홀로 

존재함>과 독립이 아닌가? <홀로 존재함>과 독립이기 위해선, 함께 

존재하는 대상이 D를 갖는 것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트로그돈이 다음을 수용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어떤 속성이 근본적이라면, 이 속성은 본질적으로 근본적(essentially 

fundamental)이다. 마치 인간은 본질적으로 인간이며 따라서 인간이 인간이 

아닌 것이 불가능하듯이, 트로그돈에 따르면 근본적 속성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이며 따라서 근본적 속성이 비-근본적인 것은 불가능하다. 60  이제, 

이러한 가정 하에 왜 일원론이 참인 경우 함께 존재하는 대상이 D를 갖는 

것이 불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만약 어떤 가능세계가 D를 예화하는 

어떤 대상을 진부분으로 갖고 있다면, 함께 존재하는 대상이 D를 갖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트로그돈에 따르면 이러한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D는 근본적 속성으로서 본질적으로 근본적이며, 

따라서 어떠한 가능세계에서도 D가 예화되는 것은 그 무엇 덕분도 아니기 

때문이다.61 

이러한 논의 끝에, 트로그돈은 WBT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방안 

또한 고려한다: 

(WBT-내재적인 방식2) x는 F를 내재적인 방식으로 갖는다 iff 

(i)F는 <홀로 존재함>과 독립이며; (ii)임의의 대상 y와 속성 G에 

대하여, 만약 x가 F를 갖는 것이 y가 G를 갖는 것에 의해 

근거지워진다면, Q는 근본적이거나 <홀로 존재함>과 독립이다 

59 Trogdon(2009), pp.131-135. 

60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Trogdon(2009) 참조. 

61 Trogdon(2009), pp.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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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정안 하에서는 임의의 속성 P의 예화가 <홀로 존재함>과 독립이 

아닌 다른 속성 Q의 예화 덕분이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P의 예화가 비-

내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 이 수정안에서는 Q가 

비록 <홀로 존재함>과 독립이 아니더라도 근본적 속성이라면, P의 예화가 

내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WBT의 정의에서 (WBT-내재적인 방식)을 (WBT-내재적인 방식2)로 

교체한다면, WBT의 정의는 일원론과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일원론이 참이고 따라서 임의의 속성 P의 예화가 세계가 D를 

예화하는 덕분이라고 하더라도, D는 근본적 속성이므로 여전히 P의 예화가 

내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로그돈은 이러한 방식의 수정안을 일원론자들이 수용할만한 

것으로서 간주하지 않는다. 62  그가 보기에, 외재적 속성의 예화는 종국에는 

내재적 속성의 예화 덕분이며 다원론자와 일원론자는 모두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다원론자와는 달리, 일원론자는 

적어도 상기한 수정안에 기초해서는 이러한 설명을 제시하기 어렵다. 

수정안에 기초해서, 일원론자는 아마도 임의의 외재적 속성의 예화가 

우주가 예화하는 속성 D 덕분이라는 설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원론자에게 가능한 설명방식(e.g. 임의의 외재적 속성의 예화는 

부분들이 갖는 이러저러한 내재적 속성들과 부분들이 다른 대상과 맺는 

관계 덕분이다)에 비하여 만족스럽지 못하다. 따라서 트로그돈은 이러한 

수정안을 만족스러운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WBT의 정의와 이 정의가 일원론과 양립불가능하다는 

트로그돈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일원론과 양립가능하도록 

WBT의 정의를 수정하는 방안에 대한 트로그돈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트로그돈은 이러한 수정안에 기초하여 일원론 및 다원론과 

양립가능하면서도 외재적 속성에 대한 예화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통찰을 줄 

수 있는 정의를 제안하려 시도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트로그돈의 정의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62 Trogdon(2009), pp.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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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내재적 속성에 대한 트로그돈의 정의 

트로그돈에 따르면, (원자론을 포함한) 다원론과 일원론은 모두 

인식적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트로그돈에게 있어 다원론 및 일원론과의 

양립가능성 또는 다원론 및 일원론에의 중립성은 내재적 속성에 대한 

정의가 갖춰야할 하나의 덕목이다. 63  바로 이러한 동기에서 트로그돈은 

다원론 및 일원론에 중립적인 내재적 속성에 대한 정의를 제안한다. 이를 

위한 트로그돈의 전략은 기존의 WBT의 정의의 핵심적인 통찰을 

보존하면서도, 동시에 다원론 및 일원론과 양립가능하도록 WBT의 정의를 

적절히 수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트로그돈은 먼저 대상들의 부분전체론적 위계들(mereological 

levels)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대상들의 부분전체론적 위계) 대상 x와 대상 y는 동일한 

부분전체론적 위계에 속한다 iff x와 y가 동일한 수의 부분전체론적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계를 나누는 이러한 방식에 따르면, 위계의 한 쪽 끝에는 원자들이 

있으며, 다른 한 쪽 끝에는 우주가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두 개의 

원자들로 구성된 대상들의 위계, 세 개의 원자들로 구성된 대상들의 위계, 

… 등이 있을 것이다. 위계를 나누는 이와 같은 방식에는, 위계들 사이의 

우선성(priority)이 전제되어 있지 않음에 주목해보자. 달리 말해, 위계를 

나누는 이러한 방식에서는 어느 위계가 가장 근본적인지에 대하여 어떠한 

함축도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원자론자들과 일원론자들은 모두 위계를 

나누는 이러한 방식에 동의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아마도 원자론자들은 

원자들의 위계에, 일원론자들은 우주의 위계에 가장 우선성을 부여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상들의 위계를 나눈 후, 트로그돈은 근거지움 

관계를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나눈다: 

(위계내-근거지움) 대상 x, y와 속성 F, G에 대하여, 사실 <x가 F를 

갖는다>는 사실 <y가 G를 갖는다>에 의해 위계내-근거지워진다 iff 

63 Trogdon(2009), pp.13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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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가 F를 갖는다>가 <y는 G를 갖는다>에 의해 근거지워지며, x와 

y가 동일한 부분전체론적 위계에 속한다 

(위계외-근거지움) 대상 x, y와 속성 F, G에 대하여, 사실 <x가 F를 

갖는다>는 사실 <y가 G를 갖는다>에 의해 위계외-근거지워진다 iff 

<x가 F를 갖는다>가 <y는 G를 갖는다>에 의해 근거지워지며, x와 

y가 서로 다른 부분전체론적 위계에 속한다 

트로그돈에 따르면, 다원론자들과 일원론자들이 불일치하는 것은 오직 

위계외-근거지움 관계에 관해서이며 위계내-근거지움 관계에 있어서 

불일치할 필요는 없다.64  이를테면, 다원론자들이 우주가 이러저러한 것이 그 

부분들이 이러저러한 것에 의해 근거지워진다고 주장할 때, 이들이 

이야기하는 근거지움 관계는 서로 다른 부분전체론적 위계에 속하는 

대상들(i.e. 우주와 그 부분들) 사이의 위계외-근거지움 관계이다. 

마찬가지로, 일원론자들이 부분들이 이러저러한 것이 우주가 이러저러한 

것에 의해 근거지워진다고 주장할 때, 이들이 이야기하는 근거지움 관계는 

위계외-근거지움 관계일 것이다.  

반면, 다원론자들과 일원론자들은 위계내-근거지움 관계에 대해서는 

불일치할 필요가 전혀 없다. 트로그돈의 예시를 따라, 다음을 고려해보자: 

시드니 슈메이커Sydney Shoemaker식의 기능주의(functionalism)가 참이라는 

가정 하에, 정식적 속성 M(i.e. 그것의 예시들이 인과적 역할 R을 하는 

그러한 속성)과 물리적 속성 P(i.e. P의 예시들이 인과적 역할 R을 하는 

그러한 물리적 속성). 그리고 임의의 대상 x가 P를 갖고, 따라서 M 또한 

갖는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가정 하에서, 물론 다원론자들과 일원론자들은 

위계외-근거지움에 관하여 불일치할 것이다: 다원론자들은 x가 P를 갖는 

것이 x의 진부분들에 대한 사실들에 의해 위계외-근거지워진다고 주장할 

것인 반면, 일원론자들은 x가 P를 갖는 것이 우주에 대한 사실들에 의해 

위계외-근거지워진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원론자들과 

일원론자들은 아마도 다음에 동의할 것이다: x가 M을 갖는 것은 x가 P를 

갖는 것에 의해 위계내-근거지워진다.65 

64 Trogdon(2009) 

65 왜 위계내-근거지움인가? <x가 M을 갖는다>는 <x가 P를 갖는다>에 의해 근거지워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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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본다면, 내재적 속성을 근거지움이 아닌 위계내-

근거지움 관계를 통해 적절하게 정의할 경우 다원론자들과 일원론자들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정의가 되리라 기대해볼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트로그돈은 다음과 같은 정의를 제안한다66: 

(내재적인 방식) x는 F를 내재적인 방식으로 갖는다 iff (i)F는 <홀로 

존재함>과 독립이며; (ii)임의의 대상 y와 속성 G에 대하여, 만약 

x가 F를 갖는 것이 y가 G를 갖는 것에 의해 위계내-

근거지워진다면, G는 근본적이거나 <홀로 존재함>과 독립이다 

(트로그돈의 정의) 속성 F는 내재적이다 iff (i)F가 근본적이거나; 

(ii)필연적으로, 모든 대상 x에 대하여, 만약 x가 F를 갖는다면 x는 

F를 내재적인 방식으로 갖는다 

이제 트로그돈의 정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시를 통해 간단히 살펴보자. 

먼저 직관적으로 내재적인 속성 <빨간색임>을 고려해보자. 트로그돈의 

정의에 따르면, 이 속성은 (ii)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내재적 속성으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이 속성은 왜 (ii)를 만족시키는가? 임의의 빨간색인 

대상 r을 상정해보자.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r이 빨간 것은 이것이 

이러저러한 성질의 표면을 갖는 덕분이다. 달리 말해, r이 <빨간색임>을 

갖는 것은 r이 <이러저러한 성질의 표면을 가짐>을 갖는 것에 의해 

근거지워진다. 그런데 r은 자기 자신과 동일한 부분전체론적 위계에 

속하므로, r이 <빨간색임>을 갖는 것은 r이 <이러저러한 성질의 표면을 

가짐>을 갖는 것에 의해 위계내-근거지워질 것이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성질의 표면을 가짐>은 <홀로 존재함>과 독립이다. 이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r이 <빨간색임>을 갖는 것을 위계내-근거지우는 사실들을 추적해 나가다 

보았을 때, 사실의 구성요소인 속성들은 모두 근본적이거나 <홀로 

존재함>과 독립일 것이다. 따라서, 트로그돈의 정의에 따르면, <빨간색임>은 

내재적 속성으로 분류된다.  

나아가 x는 자기 자신(i.e. x)와 동일한 개수의 부분전체론적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동

일한 부분전체론적 위계에 속하기 때문이다. 

66 Trogdon(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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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직관적으로 외재적인 속성 <빨간색인 것과 공존함>을 

고려해보자. 트로그돈의 정의에 따르면, 이 속성은 (i), (ii)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외재적인 속성으로 분류된다. 이 속성이 (i)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므로, 왜 (ii)를 만족시키지 못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이번에는 3개의 원자들로 구성된 빨간색 부분전체론적 

복합물 r과, 3개의 원자들로 구성된 파란색 복합물 b를 상정해보자. 이 경우, 

b는 속성 <빨간색인 것과 공존함>을 갖는다. 그리고 이는 b가 속성 <r과 

공존함>을 가짐에 의해 근거지워진다. 그런데, <b는 r과 공존한다>는 사실을 

구성하는 대상들(i.e. b와 r)은 모두 각각 3개의 원자들로 구성된, b와 동일한 

부분전체론적 위계에 속하는 대상들이다. 따라서, b가 <빨간색인 것과 

공존함>을 갖는다는 것은 b가 <r과 공존함>을 갖는다는 것에 의해 위계내-

근거지워진다. 그런데 <r과 공존함>은 근본적이지도 않고 또 <홀로 

존재함>과 독립인 것도 아니다. 따라서, 트로그돈의 정의에 따르면, 

<빨간색인 것과 공존함>은 (ii)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지금까지 트로그돈의 정의가 어떻게 직관적으로 내재적인 속성 

<빨간색임>과 직관적으로 외재적인 속성 <빨간색인 것과 공존함>을 내재적, 

외재적 속성으로 분류하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의 분류는 오직 위계내-근거지움과 관련된 사실에만 호소하므로, 

다원론자들과 일원론자들 모두 동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원론자들과 일원론자들이 불일치하는 것은 오직 위계외-

근거지움과 관련된 지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로그돈의 정의는 

직관적으로 보아 내재적, 외재적인 속성들을 적절하게 분류하는데 

성공할뿐만 아니라, 다원론 및 일원론과도 양립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3.3 내재적 속성에 대한 트로그돈의 정의의 첫 번째 문제점 

트로그돈의 정의는 (근본성-내재성 함축 원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원리는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거짓에 

가까운 원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트로그돈은 (근본성-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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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축 원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한다67 : (i)(근본성-내재성 

함축 원리)를 지지할만한 직관이 있다; (ii)(근본성-내재성 함축 원리)에 

반대할 잠재적 동기는 잘못되었다. 만약 트로그돈의 주장이 옳다면, 

(근본성-내재성 함축 원리)를 지지할만한 근거가 있으며 따라서 (근본성-

내재성 함축 원리)를 전제하는 것이 문제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트로그돈의 두 가지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것이다. 

먼저 (근본성-내재성 함축 원리)를 지지할만한 직관이 있다는 트로그돈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자: 

“생각은 간단하다. 만약 [F]가 근본적 속성이라면, [F]는 어떠한 

다른 속성의 예화 덕분에도 예화되지 않는다. 이로부터 사소하게, 

[F]가 어떠한 전적으로 다른 (우연적) 대상이 있는 방식 덕분에도 

예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따라나온다. 따라서, 근본적 속성으로서의 

[F]는 내재성에 관한 우리의 핵심적 직관들 중 하나를 이루는 

조건을 만족시킨다: 내재적 속성은 대상이 이것을 갖는 것이 다른 

(우연적) 대상이 있는 방식에 의존하지 않는 그러한 속성이다.”68 

이와 같은 트로그돈의 주장은 그럴듯한가? 트로그돈이 말하는 내재적 

속성은 어떤 의미에서 독립적인 속성이다. 그리고 내재적 속성을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것은 분명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트로그돈의 

주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하여, 내재적 속성을 규정짓기에 적절한 

의존관계들의 집합을 ‘DI’라 하자. 69  그리고 DI를 통해 내재적 속성의 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자: 

(내재적 속성 틀) 속성 F는 내재적이다 iff F가 DI-독립적이다 

이제, 앞서 규정했던 (근본적 속성 틀)과 더불어, 트로그돈의 주장을 보다 

명료하게 해석해보자. (근본적 속성 틀) 및 (내재적 속성 틀)을 토대로, 

트로그돈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해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모든 근본적 

67 Trogdon(2009), pp.132-133. 

68 Trogdon(2009), pp.132. 

69 ‘Intrinsicality’의 ‘I’를 따서 ‘DI’라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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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은 DF-독립적이며, 따라서 DI-독립적이고, 그 결과 내재적이다. 만약 

모든 DF-독립적인 속성이 DI-독립적이라면, 트로그돈의 주장은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DF-독립적인 속성이 반드시 DI-독립적이기 위해서는, 

DI가 DF의 부분집합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어떤 의존 d∈DI가 DF에는 

속하지 않을 경우, 어떤 속성이 DF-독립적이라고 해서 DI-독립적이라는 

것이 따라 나오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DI는 DF의 

부분집합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는 논쟁적이다. 이를테면, 앞서 살펴보았던 

근본적 존재자들 사이의 대칭적 의존(이하 ‘ds’)에 대하여 다시 고려해보자. 

이 경우, 근본적 존재자들은 적어도 ds-독립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ds는 

DF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s가 DI에 속한다는 것은 매우 

그럴듯하다. 왜냐하면, 근본적 존재자들이 서로에게 대칭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이 존재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자유롭게 재조합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만약 근본적 속성이 서로에게 대칭적으로 의존한다면, 이 속성들은 

자유롭게 재조합가능하지 않으며, 이러한 근거에서 외재적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요컨대, 만약 어떤 속성이 ds-의존적이라면, 이 속성은 

외재적이다. 그러므로 트로그돈의 주장과는 달리, 정말로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근본성-내재성 함축 원리)가 타당한지는 그리 분명치 않다. 

이제 트로그돈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트로그돈에 

따르면, (근본성-내재성 함축 원리)에 반대할 잠재적 동기는 잘못되었다. 

그의 주장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근본성-내재성 함축 원리)에 반대하는 이들은] 아마도 관계적인 

비-내재적 속성(relational non-intrinsic property)이 근본적인 

것으로 밝혀질 수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다원론이 참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원자들에 의해 예화된 

[외부적] 관계들을 고려해보자. 이러한 관계들은 근본적이고 비-

내재적인가? 우리는 루이스를 따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 

비록 [(논쟁적으로) 근본적인 거리(distance) 관계] R이 [관계항의] 

내재적 속성들 덕분에 예화된 것은 아니지만, R은 [관계항의] 

부분전체론적 합의 내재적 속성들 덕분에 예화되었다. (…) 이 경우, 

다원론자들은 실재의 근본적 위계가 원자들과 더불어 이것들의 

특정한 부분전체론적 합들로 이루어져 있고, 근본적 속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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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들은 이 위계에 속하는 대상들에 의해 예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70 

트로그돈의 상기한 주장은 아마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i)(근본성-내재성 함축 원리)에 반대하는 한 가지 동기는, 외부적인 관계적 

속성이 근본적일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ii)외부적인 관계적 속성에 

관한 사실들은 원자들이 맺는 시공간적 관계에 관한 근본적 사실들로 

환원될 수 있다; (iii)루이스가 말했듯이, 시공간적 관계는 관계항의 

부분전체론적 합의 내재적 본성에 수반하므로, 우려와는 달리 외부적인 

관계적 속성을 근본적 존재자로서 상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트로그돈의 주장은 그럴듯하지 않다. 왜냐하면, (ii)와 (iii) 모두가 

굉장히 논쟁적인 전제이기 때문이다. 먼저, (ii)를 살펴보자. 외부적인 관계의 

예로서 종종 상정되는 <서로 얽힌 상태에 있음>을 고려해보자. 이 관계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단순히 원자들이 맺는 시공간적 관계에 관한 사실들로 

환원될 수 없다. 그러나 설사 양자적 얽힘에 관한 사실들이 시공간적 

관계에 관한 사실들로 환원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성-내재성 함축 

원리)에 반대하는 이들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시공간적 관계에 관한 사실들이 루이스가 말한 의미에서 내재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시공간적 관계가 정말로 그러한 관계인지는 논쟁적이다. 71 

이를테면, 시공간에 관한 어떤 형이상학적 견해 하에서는, 시공간적 관계는 

관계항의 부분전체론적 합의 내재적 본성에 수반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트로그돈의 주장은 그럴듯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근본성-내재성 함축 원리)를 지지할만한 직관이 있으며, 이에 

반대하는 직관이 잘못되었다는 트로그돈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만약 이러한 검토가 옳다면, 트로그돈의 주장과는 달리 (근본성-

내재성 함축 원리)를 지지할만한 분명한 직관이 있는지는 의심스러우며, 

나아가 이에 반대할만한 직관이 잘못되었는지 또한 의심스럽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적어도 (근본성-내재성 함축 원리)가 경험적으로 거짓에 

70 Trogdon(2009), pp.133. 

71 MacBride(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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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내재적 속성을 정의하려는 시도가 

(근본성-내재성 함축 원리)에 개입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적일 것이다. 

 

3.2 내재적 속성에 대한 트로그돈의 정의의 두 번째 문제점 

이번 절에서는 트로그돈의 정의가 원자론을 포함한 다원론 및 일원론과 

진정으로 양립가능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트로그돈의 정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생각은 내재적/외재적 속성과 관련한 문제는 오직 

위계내-근거지움과 관련되며, 위계외-근거지움은 내재성/외재성의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에 따르면, 위계내-근거지움 관계에 대해서는 

다원론자와 일원론자가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으므로, 위계내-근거지움 

관계를 통해 정의된 그의 정의는 다원론 및 일원론과 양립가능하다.72  이에 

대하여, 사이더는 다음과 같은 반례를 제시한다73 : <도시(city)의 부분임>은 

직관적으로 외재적임에도 불구하고, 트로그돈의 정의는 이 속성을 내재적인 

것으로 분류한다. 트로그돈은 이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이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검토될 질문은 

다음이다: 이러한 트로그돈의 해결책은 다원론 및 일원론과 양립가능한가?   

먼저 사이더의 반례를 살펴보기 위하여 속성 <도시의 부분임>을 

고려해보자. 그리고 이 속성은 본성 상 곧 다음의 선언적 속성(disjunctive 

property)라고 해보자: <도시와 수적으로 동일하거나 도시의 진부분임>. 

간단히 말해, 다음이 성립한다: 

(도시의 부분임) <도시의 부분임> =df <(도시와 수적으로 

동일함)∨(도시의 진부분임)>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 속성은 분명 외재적이다. 그러나 이 속성은 

트로그돈의 정의 하에서 외재적 속성으로 분류되기 어렵다. 다시 

(트로그돈의 정의)를 상기해 보자: 

72 Trogdon(2009) 

73 사이더가 별도의 논문을 통해 이 반례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트로그돈에 따르면, 사이더

가 개인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트로그돈에게 이 비판을 제시했다고 한다. 자세한 논의는 

Trogdon(2009) 참조.



60 

 

(트로그돈의 정의) 속성 F는 내재적이다 iff (i)F가 근본적이거나; 

(ii)필연적으로, 모든 대상 x에 대하여, 만약 x가 F를 갖는다면 x는 

F를 내재적인 방식으로 갖는다. 

아마도 <도시의 부분임>은 근본적 속성이 아닐 것이므로, 이 속성이 

외재적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트로그돈의 정의)의 (ii)를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 달리 말해, 어떤 대상 x가 <도시의 부분임>을 외재적인 방식으로 

갖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트로그돈의 정의에 따르면, 이는 어려워 

보인다. 다시 어떤 대상이 어떤 속성을 내재적인 방식으로 갖는다는 것에 

대한 트로그돈의 정의를 살펴보자: 

(내재적인 방식) x는 F를 내재적인 방식으로 갖는다 iff (i)F는 <홀로 

존재함>과 독립이며; (ii)임의의 대상 y와 속성 G에 대하여, 만약 

x가 F를 갖는 것이 y가 G를 갖는 것에 의해 위계내-

근거지워진다면, G는 근본적이거나 <홀로 존재함>과 독립이다 

 (내재적인 방식)에 따르면, 어떤 대상 x가 어떤 속성 F를 외재적인 

방식으로 갖기 위해선, 다음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가 만족되어야 한다: 

(i)해당 속성이 <홀로 존재함>과 독립이지 않다; (ii)어떤 대상 y와 속성 G에 

대하여, x가 F를 갖는 것이 y가 G를 갖는 것에 의해 위계내-근거지워지며, 

G가 근본적이지 않고 <홀로 존재함>과 독립이지도 않다. 

그런데 속성 <도시의 부분임>은 (i)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음의 네 가지 경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떤 대상이 홀로 있으면서 

도시의 부분인 경우, 어떤 대상이 홀로 있으면서 도시의 부분이 아닌 경우, 

어떤 대상이 함께 있으면서 도시의 부분인 경우, 어떤 대상이 함께 

있으면서 도시의 부분이 아닌 경우. 따라서, 어떤 가능한 대상이 <도시의 

부분임>을 외재적인 방식으로 갖기 위해선, 반드시 (ii)가 만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ii)가 만족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임의의 가능한 대상 a가 도시의 부분이라고 하자. 속성 

<도시의 부분임>이 본성 상 연언적 속성임을 상기한다면, a가 <도시의 

부분임>을 갖는 것은 반드시 a가 <도시와 수적으로 동일함>을 갖는 

덕분이거나, a가 <도시의 진부분임>을 갖는 덕분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전자의 경우를 고려해보자. 대상 a는 자기 자신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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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전체론적 위계에 속하므로, a가 <도시의 부분임>을 갖는 것은 a가 

<도시와 수적으로 동일함>을 갖는 것에 의해 위계내-근거지워진다. 그런데, 

<도시와 수적으로 동일함>은 <홀로 존재함>과 독립이다. 따라서 이 경우 

(ii)가 만족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도시와 

수적으로 동일함>과는 달리, <도시의 진부분임>은 <홀로 존재함>과 독립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홀로 있으면서 도시의 진부분인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a가 <도시의 부분임>을 갖는 

것이 a가 <도시의 진부분임>을 갖는 것에 의해 위계내-근거지워지기 

어렵다. 왜 그러한가? a는 도시의 진부분으로서, 도시와 부분전체론적으로 

다른 위계에 속하므로, 여기서의 근거지움 관계는 위계외-근거지움 관계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트로그돈은 이와 같은 반론에 대하여, 적절한 G가 있다고 대응한다. 

예를 들어, 어떤 가능한 상황에서 소크라테스와 크산티페가 각각 도시의 

진부분이라고 상정해보자.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크산티페가 동일한 개수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자. 트로그돈식의 설명에 따르면, 이 경우 

소크라테스가 도시의 부분인 것은 소크라테스가 도시의 진부분인 

덕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소크라테스가 크산티페와 공존하는 덕분이기도 

하다. 달리 말해, 소크라테스가 도시의 부분인 것은 소크라테스가 

크산티페와 공존한다는 사실에 의해 근거지워진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크산티페는 동일한 부분전체론적 위계에 속하므로, 여기서의 근거지움 

관계는 위계내-근거지움 관계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도시의 부분인 

것은 소크라테스가 크산티페와 공존한다는 사실에 의해 위계내-

근거지워진다. 나아가 <크산티페와 공존함>은 함께 존재함에 독립이 

아니므로, 결론적으로 어떤 대상이 <도시의 부분임>을 외재적인 방식으로 

갖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트로그돈에 따르면, 그의 정의는 <도시의 

부분임>을 외재적 속성으로 분류하는데 성공한다.74 

이와 같은 해결책은 그럴듯한가? 트로그돈의 정의가 원자론 및 

일원론뿐만 아니라, 원자론을 포함한 다원론과도 양립가능하도록 제안된 

정의임을 상기해보자. 아쉽게도 트로그돈의 해결책은 원자론 및 일원론에는 

적용가능할지 몰라도, 이를 제외한 모든 다원론과 양립하기 어렵다. 이를 

74 Trogdon(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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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기 위해,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다원론을 고려해보자: 

(도시-다원론) 모든 도시는 근본적 대상이며, 도시의 진부분인 모든 

것들은 비근본적 대상이다. 

물론 이와 같은 입장은 일견 그럴듯하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이를테면, 도시는 마치 유기체처럼, 단순히 

진부분들로는 환원되어 설명될 수 없는 일종의 단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나아가 도시의 부분들인 구성요소들이, 도시에서 

담당하는 역할들을 통해 규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 하에서 

아마도 (도시-다원론)은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지닐 것이다. 그러나 (도시-

다원론)은 상기한 트로그돈의 해결책이 원자론 및 일원론을 제외한 모든 

다원론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임의적 예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도시-다원론)이 적어도 불가능한 입장은 아니라는 점만 

지적하도록 하고, 왜 (도시-다원론) 하에서 트로그돈의 상기한 해결책이 

문제적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상기한 <도시의 부분임>을 외재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트로그돈의 

해결책이 문제적인 이유는 이러한 해결책이 (도시-다원론)과 

양립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시의 부분임>을 외재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트로그돈의 해결책의 핵심은 다음을 전제하는 것이었다: 

(트로그돈의 해결책의 전제1) <소크라테스는 도시의 부분이다>는 

<소크라테스는 크산티페와 공존한다>에 의해 위계내-근거지워진다 

그런데 위계내-근거지움 관계 또한 근거지움 관계의 일종이므로, 다음이 

따라 나온다: 

(트로그돈의 해결책의 전제2) <소크라테스는 도시의 부분이다>는 

<소크라테스는 크산티페와 공존한다>에 의해 근거지워진다 

한편, 근거지우는 사실은 근거지워지는 사실보다 더 근본적이므로, 

(트로그돈의 해결책의 전제2)로부터 다음이 따라 나온다: 

(트로그돈의 해결책의 전제3) <소크라테스는 크산티페와 

공존한다>는 <소크라테스는 도시의 부분이다>보다 더 근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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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도시-다원론)과 양립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도시-다원론)에 

따르면 도시에 대한 사실들은 근본적인 사실들 중의 하나인 반면, 도시의 

구성원인 소크라테스와 크산티페에 대한 사실들은 모두 비근본적 

사실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다원론)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도시의 부분이다> 또는 <도시는 소크라테스를 부분으로 갖는다>는 도시의 

부분전체론적 구조에 관한 근본적 사실인 반면, <소크라테스는 크산티페와 

공존한다>는 소크라테스와 크산티페 사이의 관계에 관한 비근본적 사실이다. 

그러므로 (도시-다원론)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도시의 부분이다>는 

<소크라테스는 크산티페와 공존한다>보다 더 근본적이다. 그리고 이는 

(트로그돈의 해결책의 전제3)과 모순이다. 

비록 지금까지는 트로그돈이 <도시의 부분임>을 외재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해결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도시-다원론)을 예로 들었지만, 

트로그돈의 정의가 원자론도, 일원론도 아닌 다른 다원론들과도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를테면, 원자도 우주도 아닌 대상들의 범주 

C(e.g. 유기체)를 근본적 대상의 범주로 상정하며, 나아가 C에 속하는 

대상들의 진부분들(e.g. 유기체의 진부분들)을 비근본적 대상의 범주로 

상정하는 임의의 다원론을 고려해보자.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C의 

부분임>은 외재적 속성이다. 그리고 <C의 부분임>을 외재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트로그돈은 아마도 어떤 C의 부분인 x와 y에 대하여 <x가 C의 

부분이다>가 <x가 y와 공존한다>에 의해 근거지워진다고 주장할 것이며, 

이는 앞서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상정된 다원론과 모순을 일으킬 것이다. 

 

 

 

 

 

 

 

 



64 

 

제 4장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이번 장에서는 루이스의 정의와 트로그돈의 정의가 갖는 문제점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내재적 속성을 외부환경 의존을 통해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 

따르면, 외부환경 의존을 통해 이해된 내재적 속성은 (근본성-내재성 함축 

원리)를 전제하지 않으며, 나아가 다양한 형이상학적 견해들과 

양립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만족스럽다. 먼저 1절에서는 내재적/외재적 

속성 구분이 일원론과 양립불가능한 것인지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에 

따르면, 일원론이 참이더라도 최소한 외부환경-내재성/외부환경-외재성 

구분이 유의미하게 성립한다는 것은 그럴듯하다. 나아가 2절에서는 

외부환경-의존 개념을 바탕으로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안하며, 새로운 이해가 루이스와 트로그돈 정의의 문제점들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4.1 일원론과 내재적/외재적 속성 구분에 대한 재검토 

본 논문에서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안하는 부분적 동기는, 

바로 다양한 형이상학적 견해들, 특히 일원론과 양립가능한 내재적 속성에 

대한 이해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에 앞서, 일원론이 

참인 경우 내재적/외재적 속성 구분이 유의미하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본격적인 제안에 앞서, 일원론이 

참인 경우 내재적/외재적 속성 구분이 유의미하게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일원론이 참이더라도 어떤 의미에서의 

내재적/외재적 속성 구분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성립한다. 이는 일원론이 

참이더라도, 내재적/외재적 속성 구분을 통해 설명되는 다양한 철학적 

구분들이 여전히 유의미하게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앞서 

살펴보았던 내재적 속성 개념의 다양한 이론적 역할들에 대하여 재고해보자. 

만약 일원론이 참인 경우 내재적/외재적 속성의 구분이 유의미하게 

성립하지 않는다면, 일원론이 참인 경우 진짜 변화/가짜 변화의 구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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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주의/외재주의 구분 또한 유의미하게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일원론이 참이더라도 진짜 변화/가짜 변화의 구분과 

내재주의/외재주의 구분이 유의미하게 성립한다는 것은 매우 그럴듯해 

보인다. 먼저, 일원론이 참인 경우 진짜 변화/가짜 변화 구분이 여전히 

유의미하게 성립하는지 아니면 무의미하게 되는지 직관적으로 판단해보자. 

일원론이 참인 경우, 우주의 진부분인 대상들이 겪는 변화 중 진짜 변화와 

가짜 변화가 존재하는가? 우주의 진부분인 대상들이 겪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변화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변화1) 시점 t1에 a의 질량이 5kg이었다가, 시점 t2에 a의 질량이 

4kg이 되었다 

(변화2) 시점 t1에 a가 지구에 위치해 있다가, 시점 t2에 달에 

위치해 있게 되었다 (따라서 시점 t1에 a의 무게가 49kgf이었다가, 

시점 t2에 a의 무게가 13kgf가 되었다)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일원론이 참이라면 (변화1)과 (변화2) 사이에 

어떠한 중요한 차이도 없는가? 물론 일원론이 참이라면, (변화1)과 (변화2)는 

결국 우주가 겪은 변화에 의해 근거지워질 것이다. 그리고 우주는 a의 

부분이 아니므로, (변화1)과 (변화2) 모두 (보다 큰 전체에 의해 

근거지워진다는 측면에서) 가짜 변화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변화1)과 

(변화2) 모두 우주가 겪은 변화에 의해 근거지워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화1)과 (변화2)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변화1)은 a의 외부환경과는 전혀 무관하게 일어나는 변화인 반면, (변화2)의 

경우 a의 외부환경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a는 이것의 외부환경이 어떠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변화1)을 겪을 

수 있다. 반면, a의 외부환경에 지구나 달이 없었더라면, a는 (변화2)를 겪을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비록 일원론이 참이더라도 

(변화1)과 (변화2)는 여전히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내재주의/외재주의 구분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다시 

퍼트넘식의 쌍둥이 지구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이 경우에도, 일원론이 

참이라면 오스카와 그의 도플갱어가 이러저러한 심적 내용을 갖는 것은 

물론 우주가 이러저러하다는 사실에 의해 근거지워질 것이다. 그리고 

우주는 오스카나 그의 도플갱어의 부분이 아니므로, 일원론이 참일 경우 



66 

 

외재주의가 참이며 따라서 내재주의/외재주의 구분이 유의미하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오스카가 이러저러한 심적 내용을 갖는 

것과 그의 도플갱어가 이러저러한 심적 내용을 갖는 것이 모두 우주가 

이러저러하다는 사실에 의해 근거지워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내재주의자들과 외재주의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논쟁이 충분히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왜 그러한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론이 참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물론 

내재주의자들과 외재주의자들은 오스카와 그의 도플갱어가 종국에는 우주 

덕분에 각자의 심적 내용을 갖는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내재주의자와 외재주의자들 사이에 실질적 불일치가 

존재한다. 내재주의자들은, 오스카와 그의 도플갱어의 심적 내용이 

외부환경과는 전혀 무관하게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일원론이 

참이더라도) 오스카와 그의 도플갱어가 동일한 심적 내용을 갖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외재주의자들은 오스카와 그의 도플갱어의 심적 

내용이 외부환경과 유관하게 결정된다고 주장할 것이며, 따라서 오스카와 

그의 도플갱어가 상이한 심적 내용을 갖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비록 일원론이 참이더라도 여전히 내재주의/외재주의 구분이 

유의미하게 성립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한다면, 일원론이 참이더라도 어떤 의미에서 

내재적/외재적 속성 구분이 여전히 유의미하게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일원론이 참이더라도 “정확히 어떤 의미에서” 

내재적/외재적 속성 구분이 유의미하게 성립하는가? 1장에서 살펴보았던 

내재성에 대한 특징지움은 크게 네 가지였다: 대하여-내재성, 덕분에-

내재성, 판박이-내재성, 외부환경-내재성. 그리고 루이스의 정의와 판박이-

내재성이 모두 일원론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정의와 이해들이 과연 상기한 이론적 역할들이 기초하는 내재성을 포착하는 

최선의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판박이-내재성을 

배제했을 때 남은 것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대하여-내재성, 덕분에-내재성, 

외부환경-내재성.  

이제, 이러한 세 가지 특징지움 중 과연 어느 것이 일원론이 참일 때도 

유의미하게 성립하는 내재성을 포착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루이스의 특징지움인 대하여-내재성과 덕분에-내재성을 다시 상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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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에 내재적 속성을 귀속시키는 문장 또는 진술 또는 명제는 

전적으로 그 대상에 관한 것이다; 반면에 무언가에 대한 외재적 

속성의 귀속은 전적으로 그 대상에 대한 것은 아니며, 이것을 

부분으로 포함하는 보다 큰 전체에 대한 것일 수 있다.” (대하여-

내재성) 

“사물은 내재적 속성을 어떠한 다른 것도 아닌, 오로지 그 자신이 

있는 방식 덕분에 가진다. 외재적 속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데, 

사물은 무언가 보다 큰 전체가 있는 방식 덕분에 이를 가질 수 

있다.” (덕분에-내재성) 

이러한 두 특징지움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 특징지움들 하에서 일원론이 

참인 경우 우주의 진부분인 대상들이 갖는 대다수의 내재적 속성들이 

외재적으로 분류되리라는 것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를테면, 

정육면체인 우주의 진부분인 대상 a를 상정해보자. 그리고 먼저, 대하여-

내재성의 경우를 살펴보자. 일원론이 참인 경우, a가 정육면체인 것은 

우주가 이러저러하다는 것에 의해 근거지워질 것이다. 따라서, <a는 

정육면체이다>는 단순히 a에만 관한 사실이 아니라, a를 포함하는 보다 큰 

전체(i.e. 우주)에 관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대하여-내재성)에 따르면, 

<정육면체임>은 외재적이다. 이번에는, 덕분에-내재성의 경우를 살펴보자. 

일원론이 참인 경우, a가 정육면체인 것은 우주가 이러저러한 덕분일 것이다. 

그리고 우주는 a 보다 큰 전체이므로, (덕분에-내재성)에 따르면, 

<정육면체임>은 외재적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야블로의 특징지움인 외부환경-내재성 또한 다시 

상기해보자: 

“[내재적 속성]은 사물이 이것의 외부(outside)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와는 무관하게 갖는 (또는 결여하는) 속성이다.” 75 

(외부환경-내재성) 

이와 같은 특징지움 하에서,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외부환경 개념일 

것이다. 그러므로, 일원론과 양립가능하기 위해 외부환경 개념을 어떻게 

75 Yablo(1999), pp.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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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에 대하여 논의해보자.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임의의 구체적 대상 x에 대하여, “x의 외부환경” 개념을 정의해보자.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x의 외부환경에는 무엇이 속하는가? 이를테면, 

소크라테스를 고려해보자. 소크라테스의 외부환경에는 무엇이 속하는가? 

최소한 다음은 명확해 보인다: 소크라테스와 공존하면서 겹치지 않는 

대상들은 소크라테스의 외부환경에 속한다. 이를테면, 크산티페는 

소크라테스와 공존하면서 동시에 그와 겹치지 않으며, 크산티페가 

소크라테스의 외부환경에 속한다는 것은 매우 그럴듯하다. 따라서, 다음을 

받아들이자: 

(외부환경의 충분조건) 대상 y가 대상 x의 외부환경에 속한다 if y가 

x와 공존하고 x와 겹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다음이 성립한다면, 외부환경 개념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외부환경의 필요조건?) 대상 y가 대상 x의 외부환경에 속한다 

only if y가 x와 공존하고 x와 겹치지 않는다 

우선, 대상 y가 대상 x의 외부환경에 속한다면, y가 x와 공존한다는 것 또한 

그럴듯하다. 따라서, (외부환경의 필요조건?)이 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을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x와 공존하고 x와 겹치는 대상들 중에, 

x의 외부환경에 속하는 것이 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하여, 다시 소크라테스를 고려해보자. 소크라테스와 

공존하면서, 소크라테스와는 겹치는 대상들을 크게 다음의 두 부류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i)소크라테스의 부분인 것; (ii)소크라테스와 

겹치지만 그의 부분은 아닌 것; (iii)소크라테스를 부분으로 포함하는 것. 

먼저, (i)의 경우 소크라테스의 외부환경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그럴듯하다. 이를테면, 소크라테스의 머리는 소크라테스의 외부환경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보다 논쟁적인 경우는 (ii)와 (iii)의 경우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두 대상을 고려해보자: 소크라테스의 머리와 

크산티페의 머리의 부분전체론적 합(이하 ‘H’)과 소크라테스와 크산티페의 

부분전체론적 합(이하 ‘S’). 먼저, H는 소크라테스와 겹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H가 소크라테스의 부분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H의 

부분이면서도 소크라테스의 부분은 아닌 대상(i.e. 크산티페의 머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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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S는 소크라테스와 크산티페의 부분전체론적 

합으로서 소크라테스를 부분으로 포함한다. 그렇다면, H와 S는 소크라테스의 

외부환경에 속하는가? 

이를 판단하기 위해, 다시 내재성 개념의 이론적 역할들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먼저, 내재성 개념을 통해 설명되는 진정한 변화/가짜 변화의 

구분을 다시 고려해보자. 소크라테스가 겪은 변화가 진정한 변화이기 

위해서는, 이 변화가 소크라테스의 외부환경과는 독립적으로 겪은 변화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겪은 변화가 진정한 변화이기 위해서는, 

이 변화가 H 또는 S와도 독립적이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소크라테스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다고 상정해보자. 이 경우,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는 H 또는 S와 독립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 경우, 소크라테스의 

머리를 포함하는 H와 S 또한 진정한 변화를 겪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내재성 개념을 통해 설명되는 또 다른 중요한 구분인 심적 

내용에 관한 내재주의/외재주의 구분을 고려해보자. 내재주의가 참이기 

위해서는, 소크라테스가 물은 갈증을 해소한다고 믿는 경우 그의 심적 

내용이 소크라테스의 외부환경과는 무관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의 심적 내용이 H 또는 S와도 무관해야 하는가? 이번에도 역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크라테스의 심적 내용은 소크라테스의 

머리의 신경생리학적 상태와 유관하며, 그의 머리의 신경생리학적 상태는 H 

및 S와 유관하다. 따라서, 소크라테스의 심적 내용 또한 H 및 S와 유관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소크라테스의 외부환경에는 

소크라테스와 겹치지만 그의 부분은 아닌 것(e.g. H)과 소크라테스를 

부분으로 포함하는 것(e.g. S) 또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크라테스와 공존하고 소크라테스와 겹치는 대상들 중에서, 그의 

외부환경에 속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이를 일반화 했을 때, (외부환경의 

필요조건?)이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이 성립한다: 

(외부환경의 필요충분조건) 대상 y가 대상 x의 외부환경에 속한다 

iff y가 x와 공존하고 x와 겹치지 않는다 

이에 기반하여, 외부환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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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환경) x의 외부환경(i.e. e(x)) = {y│y는 x와 공존하며, x와 

겹치지 않는다} 

루이스의 두 특징지움과는 달리, 외부환경-내재성은 일원론이 참이라고 

해서, <정육면체임>과 같은 속성을 외재적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원론이 참인 경우, 비록 a가 정육면체인 것은 우주가 이러저하다는 것과 

유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정육면체인 것은 a의 외부환경, 즉 a와 

겹치지 않는 것들이 이러저러하다는 것과는 완전히 무관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일원론이 참인 경우 여전히 유의미하게 

성립하는 내재성은 바로 외부환경-내재성인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러한 

외부환경-내재성을 기반으로 제안될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자.  

 

외부환경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3을 살펴보자. 그림3에는 

총 5개의 대상(i.e. U, A, B, C, D)이 있으며, U는 전체 우주를, 나머지 A, B, 

C, D는 우주에 포함된 대상들을 나타낸다. 이 대상들 중 A를 고려해보자. 

A의 외부환경에는 어떠한 원소들이 속하는가? B만이 속한다. 왜냐하면, 

그림 3에서, A와 공존하면서 겹치지 않는 대상은 오직 B뿐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대상들 U, A, C, D는 A와 공존하지만 겹친다. 따라서, 그림 3에서, 

e(A) = {B}이다. 

외부환경을 위와 같이 이해했을 때, 루이스의 두 특징지움과는 달리 

(외부환경-내재성) 하에서는 일원론이 참이라고 해서 <정육면체임>과 같은 

속성을 외재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일원론이 

참인 경우, 비록 a가 정육면체인 것은 우주가 이러저하다는 것과 

U

A
C

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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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정육면체인 것은 a의 외부환경이 

이러저러하다는 것과는 전적으로 무관하기 때문이다. 76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일원론이 참인 경우 여전히 유의미하게 성립하는 

내재성은 바로 외부환경-내재성인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러한 외부환경-

내재성을 기반으로 제안될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자. 

 

4.2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본 논문에서 제안할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두 가지 

전제로부터 시작한다. 첫째, 내재적 속성이, 어떤 의미에서 독립적인 

속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내재적 

속성에 대한 다음의 틀을 수용한다: 

(내재적 속성 틀) 속성 F는 내재적이다 iff F가 DI-독립적이다 

이러한 틀을 수용했을 때,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해 

해명해야 할 것은 바로 DI가 정확히 어떠한 의존들의 집합이냐는 물음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 받아들이는 두 번째 전제는, 내재적 속성에 대한 

적절한 특징지움은 루이스의 것이 아닌 야블로의 특징지움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해, 내재적 속성은 야블로의 말대로 외부환경과 무관한, 즉 

외부환경에 독립적인 속성이다. 우선 외부환경 의존관계들의 집합을 ‘DE’라 

해보자. 본 논문에서 제안할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따르면, 

DI=DE이다. 달리 말해, 새로운 이해는 다음과 같다: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속성 F는 내재적이다 iff F가 

DE-독립적이다 

이제 DE, 즉 외부환경 의존들의 집합을 특징지워보도록 하자. 첫째, 

외부환경 의존의 가장 핵심적 특징은, 외부환경 의존은 기본적으로 겹치지 

않는 대상들의 속성들 사이의 의존관계라는 것이다. 마치 구성적 의존이 

76 (외부환경)에 따르면, a를 부분으로 포함하는 우주와 같은 대상들은 a의 외부환경이 아님

에 유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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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속성과 그 부분들의 속성 사이에서 특징적으로 성립하는 의존이고, 

역-구성적 의존이 부분들의 속성과 그 전체의 속성 사이에서 특징적으로 

성립하는 의존인 것처럼, 외부환경 의존은 겹치지 않는 대상들의 속성들 

사이에서 특징적으로 성립하는 의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성적 의존과 

역-구성적 의존 그리고 외부환경 의존은 각기 구분되는 서로 다른 

의존들이다. 달리 말해, DE≠DC≠DCC≠DE이다. 

둘째, 외부환경 의존들의 집합 DE는 DSM의 진부분집합이다. 먼저, DE는 

DSM의 부분집합이다. 달리 말해, 모든 외부환경 의존은 공시적인 

형이상학적 의존이다. 왜 그러한가? 마치 어떤 근본적 존재자가 인과적으로 

의존적이라는 것이 그럴 듯 하듯이, 어떤 내재적 속성이 인과적으로 

의존적이라는 것 또한 매우 그럴 듯 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많은 성향적 

속성(dispositional property)는 내재적 속성으로 간주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환경에 인과적 영향력을 미친다. 따라서 어떤 속성이 

내재적이라고 해서 이 속성이 반드시 인과적으로 독립적일 필요는 없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내재적 속성을 규정짓는 외부환경 의존에는 

인과적 의존과 같은 통시적인 형이상학적 의존이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그럴 듯 하다. 나아가, 공시적인 형이상학적 의존이라고 해서 반드시 

외부환경 의존인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역-구성적 의존은 공시적인 

형이상학적 의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환경 의존은 아니다. 

셋째, 외부환경 의존은 결정관계가 아니다. 달리 말해, 속성 G가 속성 

F에 외부환경 의존하는 경우 F는 그 자체로 반드시 어떤 의미에서 G에 

대한 완전한, 혹은 충분한 설명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G가 F에 외부환경 

의존한다는 이유만으로 G가 F 그 이상 너머의 다른 어떤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 1kg의 질량을 갖는 대상 a를 고려해보자. 이 a의 

무게가 9.8N인 것은 지구의 중력가속도가 9.8m/s2인 것에 외부환경 

의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중력가속도가 9.8m/s2라는 것만으로 

a의 무게가 9.8N이라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외부환경 의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부환경 의존하는 대상 그 이상 너머의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외부환경 의존들의 집합 DE의 특징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DE에 속하는 외부환경 의존의 사례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가장 대표적인 외부환경 의존의 예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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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임브리지 의존(Cambridge dependence)이다. 케임브리지 의존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김재권의 설명을 살펴보자: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숨을 거두고, 크산티페는 과부가 된다. 

크산티페의 과부됨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의존하며, 이러한 의존은 

아마도 [구성적 의존과는] 또 다른 의존일 것이다.”77 

이와 같이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크산티페의 과부됨 사이에 성립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의존을 ‘케임브리지 의존’이라 부르자.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크산티페의 과부됨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공시적, 형이상학적으로 

의존하며, 나아가 이 속성-사례들과 관련된 대상들(i.e. 크산티페와 

소크라테스)은 겹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케임브리지 의존은 외부환경 

의존의 예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외부환경 의존의 또 다른 예는 근본적 

대상들 사이에 성립하는 대칭적 의존관계이다. 양성자 p를 구성하는 쿼크 

q1, q2, q3에 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 이 경우, q1의 쿼크임은 q2의 쿼크임에 

공시적, 형이상학적으로 상호 의존할 것이다. 나아가 이 속성 사례들과 

유관한 대상들인 q1과 q2는 겹치지 않으므로, 이러한 대칭적 의존 역시 

외부환경 의존의 한 사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지금까지 내재적 속성을 외부환경 독립적 속성으로 이해하자는 제안과 

함께, 외부환경 의존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제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돌아와, 이러한 이해 하에서 직관적으로 내재적인 속성 

<정육면체임>과 외재적인 속성 <정육면체인 어떤 것과 공존함>이 각각 

어떻게 내재적, 외재적으로 분류되는지 살펴보자. 먼저 <정육면체임>은 

어떻게 내재적 속성으로 분류되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임의의 

정육면체 a를 상정해보자.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a가 정육면체인 것은 a의 

외부환경에 있는 그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임의의 

정육면체가 아닌 대상, 이를테면, 정팔면체 b를 상정해보자. 역시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b가 정육면체가 아닌 것은 b가 정팔면체인 덕분일 

것인데, b가 정팔면체인 것은 b의 외부환경에 있는 그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따르면, 

<정육면체임>은 내재적이다.  

77 Kim(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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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정육면체인 어떤 것과 공존함>이 어떻게 외재적으로 

분류되는지 살펴보자. 이를 위해 어떤 정육면체 c와 정팔면체 d가 공존하는 

상황을 상정해보자. 정팔면체 d는 정육면체 c와 공존하므로, d는 속성 

<정육면체인 다른 어떤 것과 공존함>을 갖는다. 그런데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d가 정육면체인 다른 어떤 것과 공존하는 것은 d의 외부환경에 있는 

대상인 c의 정육면체임에 의존한다. 따라서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따르면, <정육면체인 어떤 것과 공존함>은 외재적이다. 이와 같이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직관적으로 보아 내재적, 외재적인 

속성을 성공적으로 분류해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끝으로,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루이스의 정의와 

트로그돈의 정의가 가졌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근본성-내재성 함축 원리)을 

전제하지 않는다. 달리 말해,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따르면, 

근본적이면서 외재적인 속성이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를테면, 

<쿼크임>을 고려해보자. 물리주의적 원자론 하에서, <쿼크임>은 홀로 

존재함에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달리 말해 홀로 있을 수 있는 쿼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외재적인 속성이다. 그렇다면,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은 <쿼크임>을 외재적인 속성으로 분류하는가? 그렇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q1이 쿼크인 것은 이것과 겹치지 않는 대상 q2가 쿼크인 

것에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근본성-내재성 함축 원리)를 전제하지 않으며, 나아가 (근본성-내재성 

함축 원리)의 부정과도 양립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다원론 및 일원론과도 

양립가능하다. 우선, 앞서 살펴보았듯이,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이 직관적으로 내재적, 외재적인 속성들을 적절하게 분류해내는 방식이 

원자론과 양립가능하다는 것은 그럴듯하다. 아마도, 보다 미심쩍은 경우는, 

비-원자론인 다원론과 일원론의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비-원자론인 다원론, 그리고 일원론과도 양립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 <정육면체임>을 다시 고려해보자. 앞선 

예시에서의 a가 정육면체인 것은, 일원론이 참이더라도, 여전히 외부환경에 

독립적인가? 물론, 일원론이 참이라면, a가 정육면체인 것은 우주가 

이러저러하다는 것에 의존할 것이다. 그러나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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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에 따르면, 이러한 의존관계는 내재성과 무관하다. 왜냐하면, a의 

외부환경에는 a와 겹치지 않는 것들만이 속하므로, 우주는 a의 외부환경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본다면,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서 내재적/외재적 속성이 분류되는 방식은, 일원론과 

전적으로 무관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제, 창발적 속성을 고려해보자. 창발적 속성은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의해 내재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다. 예를 들어, 어떤 심적 속성 M이 창발적 속성이라고 가정해보자.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임의의 대상이 M을 갖는 것은 이것의 외부환경과는 

독립적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임의의 대상이 M을 갖지 않는 것 또한 

이것의 외부환경과는 독립적일 것이다. 따라서,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의하면, 창발적 속성이 내재적 속성으로 분류된다.  

이제, 물리주의적 원자론을 고려해보자. 물리주의적 원자론의 가정 하에, 

<다른 쿼크 입자와 공존하는 쿼크임>은 외재적인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역시 그렇다. 양성자 p를 구성하는 세 쿼크입자 q1, q2, q3를 다시 고려해보자. 

이 경우, q1은 다른 쿼크 입자와 공존하는 쿼크이다. 그리고 이는 분명 

외부환경 의존적이다. 왜냐하면, q1이 다른 쿼크 입자와 공존하는 쿼크인 

것은 q1과 부분전체론적으로 겹치지 않는 다른 쿼크(e.g. q2)에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의하면, <다른 쿼크 

입자와 공존하는 쿼크임>은 외재적이다.  

끝으로,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은 일원론 하에서도 <도시의 

부분임>과 같은 속성들 또한 문제없이 외재적인 것으로 분류해낸다. 

이를테면, 소크라테스를 고려해보자.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진부분이므로, 

소크라테스는 <도시의 부분임>을 갖는다. 나아가,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진부분인 것은 소크라테스의 외부환경에 속한 대상, 이를테면, 크산티페의 

존재에 의존적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도시의 부분인 것 또한 

크산티페의 존재에 의존적이다. 그러므로,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의하면, <도시의 부분임>은 외재적 속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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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지금까지의 외부환경 의존 개념에 기반하여 내재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새로운 이해를 제안한 주요한 동기 중 

하나는 (근본성-내재성 함축 원리)와 독립적인 이해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내재적 속성을 정의하려는 많은 시도들은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근본성-내재성 함축 원리)를 가정한다. 그렇다면 (근본성-

내재성 함축 원리)는 받아들일만한 것인가? 만약 근본적 속성이 모든 

의미에서 독립적인 속성이라면, 모든 근본적 속성이 내재성과 관련된 

의미에서 독립적이라는 것은 그럴듯할 것이다. 그러나 <쿼크임>과 같이 

근본적이면서도 동시에 내재성과 관련된 의미에서는 의존적인 속성의 

사례를 고려해 보았을 때, 근본적 속성이 모든 의미에서 독립적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보다 적절해 보이는 것은 근본적 속성이 

정확히 어떤 의미에서 독립적인지 규명하고, 나아가 내재적 속성은 정확히 

어떤 의미에서 독립적인지 그리고 이 두 독립은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제안은 부분적으로 바로 이러한 규명을 

위해 시도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제안이 성공적이라면, 이와 같은 규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새로운 정의를 제안하고자한 또 다른 동기는, 내재적 속성을 

정의하기 위하여 특정한 형이상학적 견해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자론이 부분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환원주의적 물리주의적 그림은 거의 보편적으로 거부되어 왔으며, 

나아가 양자적 창발과 같은 현대 물리학의 발견들과도 긴장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일원론이 적절한 대안인가? 개인적으로, 

양자적 창발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따라서 우주에 대한 어떤 사실을 

원초적인 것으로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오직 우주만이 근본적인 

대상이라는 일원론의 결론은 너무 극단적인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무엇이 

세계의 근본적 대상인가에 관한 형의상학적 견해들은 나름의 문제점들을 

갖고 있으며, 무엇이 옳은 견해인가에 관해 합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루이스의 정의를 비롯한 내재적 속성에 대한 

기존의 많은 정의들은 종종 원자론 혹은 어느 정도의 원자론적 그림을 

암묵적으로 전제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논문의 제안이 성공적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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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론 및 일원론 등을 전제하지 않고도 내재적 속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제안이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한계를 지닌다는 점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내재적 속성을 정의하는데 사용된 

외부환경과의 의존 개념은 여전히 더 해명되어야 할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외부환경과의 의존 개념과 여타의 다른 의존(e.g. 구성적 의존, 

역-구성적 의존, 근거지움 등)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외부환경과의 의존 

개념은 여타의 다른 의존으로 환원되어 설명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외부환경과의 의존 개념이 더 명료하게 해명된다면, 원자론과 일원론, 

그리고 근본성과 내재성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더욱 명료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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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w understanding of intrinsic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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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insic properties are properties that are had only in virtue of the way its 

instances are; extrinsic properties are, on the other hand, properties that can 

be had in virtue of the way something other than its instances are. The 

distinction between intrinsic and extrinsic properties plays significant roles in 

metaphysics. Then, how should we define this notion of significance? The 

most dominant and influential definition of intrinsic properties has been David 

Lewis’s definition. In this paper, I criticize Lewis’s definition (and Kelly 

Trogdon’s definition) of intrinsic properties and suggest a new understanding 

of intrinsic properties. 

According to this paper, a problem of Lewis’s definition is that his definition 

presupposes the following assumption: all fundamental properties are 

intrinsic. This paper argues that one of the fundamental properties from 

physics, <being a quark> is a fundamental-extrinsic property; thus, the 

assumption that all fundamental properties are intrinsic is problematic. The 

other problem of Lewis’s definition is, according to this paper, that his 

definition is incompatible with various reasonable metaphysical views. This 

paper claims that his definition is incompatible with the following 

metaphysical views: (i)priority monism and non-atomistic priority pluralism; 

(ii)emergentism; (iii)metaphysical views that posit necessary connection 

between distinct objects. 

Is there any definition of intrinsic properties that solves the suggested 

problems above? Trogdon attempts to suggest a definition of intrin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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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that is compatible with priority monism as well as priority 

pluralism. However, according to this paper, his definition is incompatible 

with non-atomistic priority pluralism. Thus, even though Trogdon’s 

definition is compatible with priority monism and atomism, it is still 

problematic. 

Last, this paper suggests a new understanding of intrinsic properties that 

solves the suggested problems. The core idea of the suggestion is to understand 

intrinsic properties in terms of external-environmental dependence: intrinsic 

properties are external-environmentally independent properties. According to 

this paper, this suggestion is satisfactory because it does not presuppose the 

assumption that all fundamental properties are intrinsic and is compatible 

with various metaphysical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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