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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도전받는 과학방법론*1)

조 인 래

【주제분류】과학철학, 과학방법론

【주요어】과학방법론, 방법론적 규범, 역사적 도전, 토머스 쿤, 폴 파이어아벤트

【요약문】이 논문에서 나는 현대의 과학방법론들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간주되어온 쿤과 파이어아벤트 식의 역사적 도전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검토할 것을 제안하면서 각 유형의 도전이 제시되는 방식, 의의 및 한계를 비판

적으로 고찰한다. 먼저, 방법론적 규범들이 과학 활동에서 자주 위반되므로 소

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첫 번째 유형의 도전에 대해 나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기존의 방법론적 제안들을 과도하게 경직된 방식으로 이해할 때에만 

유효한 비판이며, 따라서 과학방법론을 거부할 좋은 근거가 되기 힘들다고 주

장한다. 두 번째 유형의 도전은 방법론적 규범들이 소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

다는 비판인데, 나는 경쟁 이론들이 공약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비교가 여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방법론적 개입의 여지 또한 폭넓게 열려 있다고 주장한다. 

아마도 가장 강한 형태의 비판인 세 번째 유형의 도전, 즉 방법론적 규범들이 

소기의 역할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정합성의 조건’에 대한 파이어아

벤트의 비판에서 잘 드러나는데, 나는 그의 비판이 논거가 부실하거나 매우 제

한적으로만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 이 논문은 필자가 2010년도 한국 동서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의 기조강연을 위해 준

비했던 내용을 수정 ․ 보완한 것이다. 기조강연을 하도록 초청해주신 송 진 교수님(당
시 동서철학회장)께 감사드린다. 또한 이 논문의 초고를 읽고 사려깊은 논평을 해주신 

고인석 교수와 홍성욱 교수,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심사평을 써주신 익명의 심사위

원들께도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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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는 말

과학의 현저한 성공이 과학적 탐구에서 사용된 방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

는 시각은 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성공적 과학자의 대명사인 

뉴턴이 역학에서 거둔 획기적인 성공은 그가 사용한 탐구 방법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과학적 탐구에서 방법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기대는 현대의 

과학방법론들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정교한 형태로 재등장했는

데, 가설연역주의(hypothetico-deductivism), 반증주의(falsificationism), 

베이즈주의(Bayesianism) 등이 대표적이다. 이 과학방법론들의 주된 과제는 

입증이나 반증 같은 방법론적 개념 또는 절차들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일이

었는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논리학이나 확률 이론 같은 형식 이

론들을 활용하여 이론 평가의 알고리즘을 제시하고자 했던 점에서 공통된다. 

그런데 현대의 과학방법론들은 그 나름의 문제점들을 지닌 것으로 드러

났다.1) 먼저, 가설연역주의는 과학적 가설이 관련된 경험 자료에 의해 지

지되는 방식을 양자 사이에 성립하는 논리적 도출 관계에 의해 포착하려는 

직관적으로 매우 그럴듯한 시도이다. 그러나 무관한 연언(irrelevant 

conjunction)의 문제, 미결정성(underdetermination)의 문제 같은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에 직면한다. 그리고 베이즈주의는 확률을 믿음의 합리적 

정도로 해석하고 어떤 경험 자료가 주어졌을 때 관련된 가설을 믿는 합리적 

정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베이즈 정리를 적극 활용하는 입장을 취하 는

데, 베이즈 입증 이론 역시 베이즈 정리의 사용을 위해 요구되는 사전 확률

들을 정하는 문제, 오래된 증거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

로 잘 알려져 있다. 반증주의 역시 그 나름의 문제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았

다. 반증주의에 따르면, 반증가능성이 더 높고 엄격한 시험들을 더 잘 견디

어 내는 이론, 즉 더 잘 용인된(corroborated) 이론이 선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론이 용인되는 정도의 결정이 긴요한데, 반증가능성의 정도나 

용인의 정도를 결정하는 문제는 이론적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들이다. 그 

외에도 존재 진술의 형태를 가지는 가설은 반증불가능하다는 문제, 합리적 

1) 특히 입증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서는 조인래(1999)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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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문제 등은 귀납적 추론의 정당성을 거부하는 반

증주의가 직면하는 고유한 문제들이다.

그러나 문제없는 이론은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 해당 과학방법론들이 그 

나름의 문제들에 봉착한다는 것 자체가 특기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그런데 

사태의 심각성은 현대 과학철학의 대표적인 과학방법론들에 대한 문제 제

기가 기존의 과학방법론들을 일괄적으로 문제 삼는 형태로 전개된 데 있다. 

과학 활동에서 방법론의 역할을 중시한 기존의 주류 과학철학에 대해 쿤

(Thomas Kuhn)과 파이어아벤트(Paul Feyerabend)가 주도한 비판은 과학

방법론 일반의 정당성을 의문시하는 근본적 도전으로 흔히 이해된다.2) 기

존의 과학방법론들에 대한 근본적 도전의 핵심은 방법론적 규범들의 역할

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과학적 탐구에서 방법론적 규범들이 그것들에 대

해 기대되었던 역할들을 실제로는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수행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나는 현대의 과학방

법론들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간주되어온 쿤과 파이어아벤트 식의 역

사적 도전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검토하되 각 유형의 도전이 제시되는 

방식, 의의 및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새로운 과학방법론의 가능

성을 모색하는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2. 도전 (1): 방법론적 규범들이 소기의 역할을 

실상 수행하지 않는다.

현대 과학방법론들에 대한 근본적 비판자들은 과학사적 관찰을 통해 방

법론적 규범들이 자주 위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들에 주목하게 되었다. 

2) 놀라(Robert Nola)와 생키(Howard Sankey)는 쿤과 파이어아벤트를 반방법론자들로 

보는 일반적 시각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다고 지적한다.(2007, 285) 나도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 글의 주된 목표는 기존의 과학방법론들에 대한 

쿤이나 파이어아벤트의 포괄적인 문제 제기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그 의의와 한

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그러한 반성적 고찰을 토대로 하여 성립하게 될 새로운 과학방

법론의 성격과 형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별도의 기회에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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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방법론적 규범들과 과학자들의 실제 판단 및 행동 사이에 방법론적 간극

(methodological gap)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법론적 간극에 대한 현저한 시각의 차이가 현대 과학방

법론의 주창자들과 비판자들 사이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먼저 비판자들은 

이 방법론적 간극을 비판의 주된 근거로 삼는다. 대표적인 예로, 쿤은 그의 

과학사적 경험이 과학혁명의 구조를 쓰게 된 주된 계기라고 말한다.3) 다

시 말해, 기존의 과학관내지 과학철학에서 비롯하는 과학사적인 물음들에 

답하려는 시도가 여의치 않았던 경험을 토대로 역사서술방법론에서의 획

기적 변화를 제안한다.4) 직설적으로 말하면, 당시 주류 과학철학이었던 논

리경험주의의 과학관이 제시하는 과학사적인 물음들에 답하는데 쿤 자신

을 포함한 과학사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그 물음들 자체가 문제

가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보다 적합한 과학사적 물음들을 산출할 수 있는 

역사서술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논리경험주의나 반

증주의 같은 기존의 과학철학이 과학사적 현실, 즉 역사 속의 과학 활동과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기존의 역사서술방법론과 쿤이 제안한 대안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주

요한 차이는, 전자가 현재적 관점에서 과거를 본다면 후자는 과거를 당시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쿤은 이러한 역사서술방법에서의 

전환을 통해 드러나는 과학관을 포착하는 것이 과학혁명의 구조의 목표

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의 결과로 등장한 것이, 과학 활동은 정상

과학과 과학혁명이 순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과학관이다. 먼저, 쿤

(1962/1996)에 따르면, 성숙한 과학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상과학은 

퍼즐 풀이 활동이다. 그 주된 이유는 정상과학이 퍼즐 풀이 활동들의 주요 

특징들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즉 정상과학에서도, 해답은 이미 존재하는 것

으로 간주되며, 인정될 수 있는 해답과 해결 과정에서 밟아야 할 단계들을 

제한하는 규칙들이 존재한다.(36-39) 구체적으로, 패러다임의 주요 구성 

요소들인 법칙적 진술들, 관찰 및 실험 도구들과 그 사용법에 대한 규제들, 

3) 참고: Kuhn(1962/1996), vii.
4) 참고: Kuhn(1962/1996),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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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형이상학적 공약들, 그리고 모든 과학자가 받아들여야 할 탐구의 목표에 

대한 공약 등이 정상과학의 규칙들에 해당한다.(40-44) 이런 까닭에, 정상

과학에서 과학자들은 퍼즐로서의 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받아드리고 있는 패러다임의 규칙들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

게 된다.(144) 심지어 해당 정상과학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과학자

들은 통상 패러다임을 거부하지 않는다.(77-79) 

이러한 논의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정상과학론을 통해 쿤이 해결하고

자 했던 가장 현저한 문제는 이상 현상(들)이 등장한 상황에서도 과학자들

은 자신들이 채택하고 있는 이론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

제 상황과 관련된 쿤의 진단은, 이론 평가가 과학자들의 통상적 관심사이며 

이 사안을 논리적 및 경험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론적 절차에 따

라 해결하는 것이 과학의 성공을 위해 긴요하다는 논리경험주의적 과학관

에 의거할 경우 과학자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를 이해하기 어려운 반면, 

대부분의 과학 활동을 일종의 퍼즐 풀이로 보는 자신의 정상과학론을 채택

하면 이러한 현상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쿤은, 기존

의 과학방법론들에 의거한 전통적 과학관과 역사 속의 과학 활동 사이에 현

저한 상위가 존재한다는 주장에서 출발하여, 정상과학론을 토대로 하는 대

안적 과학관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 우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파이어아벤트(1975)는 쿤보다 더 직설적이다. 그에 따르면, 모든 방법론

적 원리는 과학적 탐구 과정에서 위반되며, 과학의 발전은 과학자가 고의로 

또는 뜻하지 않게 ‘명백한’ 방법론적 규칙들을 위반함으로써만 일어났

다.(23) 그리고 논리경험주의자들이나 포퍼(Karl Popper)의 생각과는 달

리, “이해, 힘, 선전 및 세뇌 기법 등이 인간 지식이나 과학의 성장에서 통상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25) 이런 상황에서 고정된 방법

이나 고정된 합리성 이론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인간과 그 사회적 환경에 대

한 너무 소박한 견해에 의거해 있다. 과학 활동에 대해 역사가 제공하는 풍

부한 자료를 접한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원리는 

“어떻게 해도 좋다(anything goes)”는 것이다.(28) 여기서 파이어아벤트의 

주장은 모든 방법론적 원리가 과학적 탐구의 과정에서 위반되어온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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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는 관찰에 토대를 두고 있다. 

과학방법론을 주창하는 관점에서 보면, 방법론적 간극이야말로 방법론

의 존재 이유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문제의 간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

학자들의 판단과 행동은 경험과학의 법칙적 원리나 과정에 의해 설명되어

야 할 대상일 뿐 방법론적 규범들에 의한 계도를 필요로 하는 활동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방법론적 규범들이 종종 위반된다는 현실이 방

법론을 거부할 좋은, 특히 충분한 이유는 아니라는 점은 자못 분명하다. 그

렇다고 해서 방법론적 규범들의 정당성이 과학적 탐구의 주체인 과학자들

의 판단이나 행동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과학적 추론이나 판단은 논리학이나 확률 이론의 단순한 적용 사례들이 아

니다. 과학적 탐구는 그 나름의 목표들을 추구하는 활동이고, 따라서 관련

된 방법론적 규범들 역시 해당 목표들의 달성에 기여를 할 때 비로소 그 정

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관점 중 

어느 것이 정당한가? 

인간이 세계에 대한 탐구에서 과학 활동을 통해 거둔 성공은 과히 극적

이기는 하나 그러한 성공이 많은 실패를 딛고서야 가능했던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방법론적 규범들은 그 규범들이 과학의 성공 사례들에

서 준수되고 있는 반면 실패 사례들에서는 위반되는 일이 잦을 때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라카토슈(Imre Lakatos)가 자신의 과학

방법론, 즉 과학 연구 프로그램 방법론(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을 제시하고 적용하는 방식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

다.5) 왜냐하면, 라카토슈는 과학사를 과학 연구 프로그램 방법론의 적용에 

의해 합리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 사례들로 구성되는 내적 역사(internal 

history)와 그렇지 못한 사례들로 구성되는 외적 역사(external history)로 

구분하는데,6) 이 구분은 그의 관점에서 볼 때 성공한 과학적 탐구의 사례들

과 실패한 사례들 사이의 구분과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과학 활동에서 방법론적 규범들이 자주 위반된다는 관찰을 근거로 

5) 참고: Lakatos (1970).
6) 참고: Lakatos (1971), pp.1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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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아 과학방법론들을 거부하려면, 무작위적 관찰만으로는 부족하고 선별

적인 관찰, 즉 과학의 “성공 사례들”에서조차 방법론적 규범들이 자주 위반

된다는 관찰이 요구된다. 과학방법론에 대한 현대의 비판자들 역시 이러한 

필요성을 암암리에 인지했던 것처럼 보인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정상과학 활동이나 과학 혁명의 과정을 예시하는데 활용하는 사례들은 모

두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던 과학 활동의 사례들이다. 그런데 쿤에 의하면 어

떤 패러다임에 근거를 둔 예측들이 어긋나는 경우에도 과학자들은 그 패러

다임을 거부하기보다 문제의 이상 현상들을 퍼즐 풀이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정상과학자’의 행동 방식은 쿤이 문제 삼는 ‘기존 과학관’의 관점

에서 보면 방법론적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적어도 쿤 자신

은 그렇게 생각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과학관’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방

법론적 규범들에 의해 이론을 평가하고 선택해야 하며, 과학의 성공은 과학 

활동의 상당 부분(특히, 성공적인 부분)이 실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

다는 데 기인한다. 그런데 쿤의 ‘정상과학’이 과학 활동의 실상에 해당한다

면, 성공적인 과학 활동의 사례들에서조차 방법론적 규범들은 상당히 일관

되게 위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쿤 자신은 ‘정상과학’이 과학 활동의 

실상이라고 믿으며, 따라서 그러한 활동에서 일관되게 위반되는 방법론적 

규범들을 제시하는 현대의 과학방법론들과 그것들에 의거해 과학의 성공

을 이해하고자 하는 기존 과학관을 거부할 좋은 이유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과학방법론을 옹호하는 한 가지 방안은 쿤의 

역사적 통찰을 대폭 수용하는 방식으로 과학방법론 자체의 변화를 모색하

는 것이다. 실제로 라카토슈(1970)의 과학 연구 프로그램 방법론은 이러한 

대응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는 과학자들의 탐구 활동이 쿤의 패러

다임과 유사한 과학 연구 프로그램에 의거해 이루어진다는 관점을 제시하

다. 그에 따르면, 과학 연구 프로그램은 “견고한 핵(hard core)”, “보호대

(protective belt)” 그리고 일단의 방법론적 규칙들, 즉 “부정적 발견법들

(negative heuristics)” 및 “긍정적 발견법들(positive heuristics)”로 구성된

다.7) 이렇게 설정된 연구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들 및 그 기능들은 이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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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론의 어떤 부분이 방법론적 지침에 의해 유지되거

나 변경되는가를 말해줌으로써 과학 변동에 대한 방법론적 이해를 제공해

준다. 나아가서 라카토슈는 과학 연구 프로그램의 평가 및 선택과 관련해서

도 방법론적 기준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과학 연구 프로그램은 소속 이

론의 보호대에 속하는 보조가설(들)의 수정 또는 대체가 그 이론의 경험적 

내용을 증가시키거나, 즉 새로운 예측을 산출하거나 나아가서 그러한 예측 

중 적어도 일부가 들어맞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 진보적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퇴행적이다.8) 그리고 연구 프로그램의 교체는 두 경쟁 연구 프로그램 

중 하나는 진보적이고 다른 하나는 퇴행적인 상황에서 과학자들이 진보적

인 연구 프로그램에 합류함으로써 발생한다.9) 

라카토슈의 연구 프로그램 방법론은 기존의 과학방법론들에 대해 쿤이 

과학사를 토대로 하여 제기했던 주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도 방법론적 지

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매력적이

다.10) 예를 들어, 쿤은 자신이 ‘정상과학’과 ‘과학혁명’의 개념들에 의해 포

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과학 활동의 ‘실상’, 즉 일단의 이론적 신념들

을 공유하는 과학자들이 이상 현상들에 직면해서도 자신들의 이론을 의문

시하기보다 그 현상들을 퍼즐 풀이의 대상으로 삼는 활동에 매진하지만 상

황이 악화되어 위기가 발생하면 어느 단계에서는 대안 이론을 개발하고 채

택하는 혁명적 변화의 과정을 밟는다는 ‘실상’이 기존의 과학방법론들에 

의해 수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하 다. 그런데 라카토슈의 과학 연구 프로그

램은 쿤의 ‘실상’을 수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연구 프로그램의 평가 및 선택과 관련하여 방법론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쿤 식의 역사적 접근이 과학의 합리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우려를 피해

7) 참고: Lakatos (1970), pp.47-55.
8) 참고: Lakatos (1970), pp.5 & 33-34.
9) 참고: Lakatos (1970), p.6.

10) 라카토슈가 자신의 연구 프로그램 방법론이 지닌 이러한 의의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 자못 분명하다. 즉 그에 따르면 포퍼와 쿤[의 견해]는 과학

사에 의해 반박된다. 자세히 검토해보면, 포퍼의 결정적 실험과 쿤의 과학혁명은 신화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진보적 연구 프로그램이 퇴행적인 

것을 대체한다는 것이다.(197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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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라카토슈의 연구 프로그램 방법론이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프로그램의 진보성과 퇴행성에 대한 판단은 “뒤늦은 깨달음(hindsight)”에 

의해 주어진다.11) 연구 프로그램의 평가와 관련된 판단의 이러한 성격은 

라카토슈가 제안하는 대로 과거의 과학 활동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과학사에 대한 라카토슈의 합리

적 재구성은, 연구 프로그램의 진보성 또는 퇴행성에 대한 판단과 마찬가지

로, 되돌아보는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학방법

론의 주된 역할이 과학사를 재서술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과학방법론

에 대해 우리가 통상 기대하는 역할은 과학적 탐구의 현장에서 과학자들의 

판단이나 결정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거나 제약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러한 역할이 과학방법론의 일차적인 존재 이유라면, 연구 프로그램 방법론

이 오로지 뒤늦은 깨달음에 의해 작동한다는 것은 그것이 과학방법론의 주

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낸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과학방법론에 대한 쿤의 문제 제기를 희석시키는 다른 방안은, ‘기존 과

학관’에서 채택된 과학방법론들이 과연 쿤이 생각한 만큼 과학 활동의 실

상으로부터 유리되어 있었던가라고 묻는 것이다. 기존 과학관과 과학 활동

의 실상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나타난다고 쿤이 생각했던 대목 중 대표적인 

것은 이론을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론에 대해 과

학자들이 취하는 태도에서이다. 기존 과학관의 방법론들에 따르면, 과학자

는 문제들의 해결 여부를 통해 해당 이론을 입증하거나 반증하는 관심, 즉 

이론을 평가하는 관심을 가지고 작업에 임한다. 반면, 쿤의 정상과학 개념

에 따르면, 해당 작업에서 평가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퍼즐 

풀이 능력이며 과학자들 역시 그러한 상황 논리를 받아들인다. 이론 적용의 

과정에서 과학자들이 취하는 태도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의 차이는 평면적

으로 비교 평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과학방법론적 관점은 당위적 성격

을 가지는 반면, 쿤의 정상과학론은 서술적 성격을 주로 하기 때문이다. 그

11) 참고: Lakatos (1970),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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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논의된 것처럼, 당위적 성격의 방법론적 제안이 과

학의 성공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려면 적어도 성공적 사례들에서는 그러한 

제안이 실제로 채택된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현

저하게 성공적인 과학 활동을 토대로 하여 성립하는 ‘정상과학’의 사례들

에서는 두 상이한 관점을 서술적 차원에서 비교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다. 어느 관점이 과학 활동의 실상에 더 적합한가? 이 물음에 답하는 현실적 

방안은, 직접 확인가능한 과학자들의 행위 차원에서 두 가지 관점이 어떻게 

달리 표출되는가라고 묻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쿤은, 이상 현상들에 직

면해서도 과학자들이 기존 이론을 쉽게 거부하지 않고 위기가 도래하여 대

안 이론이 등장할 때까지 유지한다는 자신의 ‘역사적 관찰’에 주목하고, 과

학자들의 이러한 행동이야말로 기존 과학관의 방법론적 관점에 반하는 동

시에 자신의 정상과학론을 지지하는 유력한 증거로 간주하는 듯하다. 

여기서 쿤의 ‘역사적 관찰’이 과학 활동의 실상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이

론을 쉽게 거부하지 않는 과학자들의 행위가 과연 기존 과학관의 방법론적 

입장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불가피한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상 현상에 직면하여 이론을 고수하는 과학자의 행위와 반목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방법론은 포퍼의 반증주의일 것이다. 이는 후자의 방법론이 과학 

이론의 반증가능성과 이론을 반증하려는 과학자의 적극적 노력을 강조하

기 때문이다. 이런 외양상의 충돌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염려는 완화

될 여지가 있다. 이는 포퍼가 이론의 반증가능성에 대한 강조에 덧붙여 다

음과 같이 말한다는 데 있다.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독단적 태도가 정당한 대목이 있다. 과학자가 명백

한 반박에 직면하여 자신의 이론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면, 그는 그 이론에 

내재한 가능성들을 결코 발견해내지 못할 것이다. […] 우리가 이론을 방어

하려고 시도할 때에만 그 이론에 내재한 다른 가능성들에 대해 알 수 있

다.(1974, 984) 

물론 포퍼는 라카토슈가 한 것처럼 과학 활동을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일련

의 이론들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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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과학자는 ‘반박에 직면하여 이론을 너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

며 이론의 내재적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포퍼의 입장을 라카토

슈가 시도한 것처럼 좀 더 발전시켜 과학 이론의 구조를 해명하고 이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방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명한다면, 이러한 시도는 포퍼의 방법론적 견해를 거부하는 경우라기보

다 이를 세련되게 발전시키는 경우가 될 것이다.12)

이상 현상들에 직면하여 이론을 방어하려는 시도를 얼마나 더 지속할 것

인가라는 물음에 어느 정도 방법론적으로 유효한 답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이 물음에 대한 포퍼(1974)의 답은 “늘 그렇듯 과학

은 추측이다. 과학자는 언제 자신이 선호하는 이론을 방어하는 것을 멈추고 

새 이론을 시도할 지에 대해 추측해야 한다”(984)는 것이다. 추측에 의존한

다는 말은 추측을 하는 시점에서는 방법론적 근거가 별로 없으며 그 정당성

은 사후 경과에 의해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라카토슈의 방법론에서 이 물음은 과학자가 언제 자신이 채택하고 있는 과

학 연구 프로그램을 방어하는 것을 멈추고 새 연구 프로그램을 시도할 것인

가라는 물음에 해당한다. 라카토슈의 관점에서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 프로그램이 진보적인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여기서 문제의 

판단은 뒤늦은 깨달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라카토슈의 답이었다. 그

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사후적 정당화는 방법론적 실효성에 대

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13)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면, 먼저 이상 현상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론의 변화, 특히 ‘보호대’의 변화 추세에 주목하는 것

이다. 그 추세가 단순히 현상을 구제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예측

들을 산출하고 적어도 그 중 일부가 들어맞는 경우라면, 이는 ‘진보적’ 추세

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그 추세가 단순히 기존 현상들을 구제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새로운 예측들을 산출하는 경우에도 들어맞지 않는 결과

12) 이러한 관점은 라카토슈가 자신의 연구프로그램 방법론을 세련된 반증주의로 간주하

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13) 파이어아벤트(1975, Chapter 16)가 라카토슈의 연구 프로그램 방법론을 위장된 아나

키즘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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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풀이된다면, 이는 ‘퇴행적’ 추세로 간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퇴행적 

추세의 경우에도 그러한 추세가 나타나는 기간이라던가 투입된 연구 인력

의 수나 역량 등이 퇴행적 정도나 그 심각성을 판단하는데 주요 변수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연구 프로그램도 일시적인 침체의 국면을 맞

을 수 있고, 그런 이유로 해당 연구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이는 매우 성급

한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퇴행적 정도나 그 심각성에 대한 판

단에 입각하여 기존 이론 또는 연구 프로그램에 의한 연구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이론내지 연구 프로그램을 모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과학자 개개인의 몫이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은 결과적으로 적

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착오의 위험에 노출되

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이론적 판단이 시행착오의 가능성을 안고 있

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법론적 판단이 예외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또

한 그 과정에서 과학자 개개인의 결정은 다양해질 수 있는데, 이는 상황의 

불확실성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방법론적 관점에서도 바

람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왕 과학자들의 방법론적 결정이 불확실한 상

황에서 일어나는 경우라면, 그러한 결정은 확률적 성격의 판단을 근거로 하

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해당 공동체에 속하는 과학자들의 결정 역시 

어느 한 쪽으로 몰리는 것보다 적정한 비율로 흩어지는 것이 원리상 바람직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떤 연구 프로그램의 진보적 또는 퇴행적 

추세에 대한 판단에서 방법론적 불확실성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과학자들은 공동체적 차원에서 방법론적 분산의 전략(strategy of 

methodological divergence)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연구 프로그램이 퇴행적 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해서 그

러한 상황이 공동체적 차원에서 그 연구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포기할 이

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퇴행적 추세가 장기화되고 반전의 징

후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한 상황은 일부 또는 적정한 수의 과학자들이 대

안 프로그램을 모색하거나 이미 개발된 대안에 대해 공동체적 차원에서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좋은 이유를 제공한다고 할 것이다.14)

14) 이 단락에서의 방법론적 제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조인래(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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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기존의 과학방법론에서 제시되는 방법론적 규범

들이 과학 활동에서 자주 위반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만으로 과학방법론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할 좋은 근거가 제시되었다고 말하기 힘들다. 왜냐하

면 좀더 세련되고 유연한 공동체적 의사결정 절차를 갖춘 과학방법론은 그

러한 위반 사례들을 무리 없이 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3. 도전 (2): 방법론적 규범들은 소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15)

기존의 과학방법론들에 대한 보다 강한 유형의 비판은 방법론적 규범들

이 소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비판 중 대표적

인 것은 경쟁이론들이 공약불가능하다(incommensurable)는 주장이다. 쿤

과 파이어아벤트는 이러한 주장을 함께 한 학자들로 널리 알려져 있다. 공

약불가능성 논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문제 제기는 이론 간 공약불가능성

이 이론 간 비교불가능성을 함축하며, 그 결과 용인하기 힘든 형태의 상대

주의가 비롯한다는 것이다. 비판자들의 지적대로 공약불가능성이 비교불

가능성을 함축하고 쿤이나 파이어아벤트의 주장대로 경쟁이론 간 공약불

가능성이 성립한다면, 경쟁이론들은 비교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뒤따른다. 

그리고 경쟁이론들이 비교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방법론적 제안이 설 자리

가 별로 없다. 방법론적 규범들이 단지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준수될 수 없

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적어도 쿤은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자신의 견해에 대한 오해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 다. 그렇다면, 쿤이 말하는 “오해”는 어디서 

어떻게 야기되었는가?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쿤(1970, 148-150)은 공약

불가능성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해 말한다. 먼저, 경쟁 패러다임들은 해결되

어야 할 문제들과 그 해결의 기준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데

“Kuhnian Turn in Scientific Rationality”를 참고할 것.
15) 이 절의 논의는 조인래(1996)의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참고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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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트주의자들에게 있어 중력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현상이었는데 반해 

뉴턴주의자들은 중력을 더 이상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근본적인 힘으

로 여겼다. 둘째로, 경쟁 패러다임들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조차 각 

패러다임 속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지구중심설 속의 “지

구”와 태양중심설 속의 “지구”는 공통으로 사용되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 즉, 지구중심설 속의 “지구”는 고정된 위치를 그 

의미의 일부로 가지는 데 반해, 태양중심설 속의 “지구”는 그렇지 않다. 마

지막으로, 경쟁 패러다임들을 받아들이는 과학자들은 서로 다른 세계 속에 

살게 되며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

이 줄에 묶여 자연스러운 낙하 운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천천히 떨

어지는 물체를 보았을 때, 갈릴레오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수평 운동을 

반복하는 물체, 즉 진자를 보았다. 

쿤의 공약불가능성 논제에 대한 초기 비판자들16)이 주로 주목한 것은 두 

번째 형태의 공약불가능성, 즉 의미상의 공약불가능성이다.17) 그들 중 다

수는 이러한 공약불가능성이 이론 간 번역불가능성을 함축하는 것으로 간

주하 을 뿐만 아니라, 이 번역불가능성으로부터 이론 간 비교불가능성을 

이끌어내었다. 논의의 관건은 이러한 추론이 타당한가이다.

먼저 경쟁이론들 사이에 성립하는 의미상의 공약불가능성이 번역불가능

성을 함축한다18)는 판단은 일단 수긍할 만하다. 남는 문제는 이론 간 번역

불가능성이 비교불가능성을 함축하는가이다. 경쟁이론들 사이의 비교는 

통상 그 이론들로부터 도출되는 관찰적 귀결들에서의 비교를 의미한다. 즉 

경쟁이론들 사이의 비교는 그 이론들로부터 상반된 관찰적 귀결들이 도출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상반된 관찰적 귀결들이란 그 관찰적 귀결

들을 서술하는데 사용되는 용어들이 공통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된다는 것

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이론 간 번역불가능성이 이론의 관찰가능한 귀결

을 매개로 한 이론 간 비교의 불가능성을 직접적으로 함축한다고 보기는 어

16) Shapere(1966), Scheffler(1967), Davidson(1974) 등이 그 예이다.
17) 실제로 1969년부터는 쿤 자신도 의미상의 공약불가능성을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삼

는다. 참고: Hoyningen-Huene(1993), p.213.
18) 이 주장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Bird(2000), 5장을 참고할 것.



도전받는 과학방법론 269
렵다. 왜냐하면 이론 간 번역불가능성 자체가 이론으로부터 도출되는 관찰

가능한 귀결들을 서술하는데 사용되는 용어들이 공통된 의미를 가질 가능

성을 배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쿤 자신도 논의하는 것처럼 관찰에 

이론이 적재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관찰에 이론이 적재

된다면 관찰적 귀결들을 서술하는데 사용되는 용어들의 의미는 적재되는 

이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경쟁이론들이 적재되는 관찰을 서술하

는 용어들이 공통된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결과

적으로 쿤이 주장하는 의미상의 공약불가능성은, 관찰의 이론적재성과 결

합될 경우, 공약불가능한 이론들에 공통된 관찰적 귀결을 매개로 한 이론 

간 비교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추론이 성립한다.

이러한 추론에 대한 쿤의 대응은 무엇인가? 그에 따르면, 위의 추론은 자

신의 입장에 대한 중요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쿤(1983)은, 그의 과

학관에서 공약불가능성의 논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

만, 처음부터 자신이 의도한 것은 전면적인(global) 공약불가능성이 아니라 

국소적인(local) 것이었다고 해명한다. 그는 국소적 공약불가능성이 성립

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두 이론에 공통된 용어들 중 대부분은 그들 속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

다. 그 용어들의 의미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보존된다. 그들에 대해서는 별

도의 번역이 필요 없다. 번역가능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오로지 소수의 

(보통 상호 정의되는) 용어들 및 그들을 포함하는 문장들에 대해서이

다.(1983, 669-670)

쿤의 주장대로 과학혁명의 과정에서 경쟁하는 이론들 사이에 성립하는 공

약불가능성이 국소적이라면, 공약불가능성이 경쟁이론 간 비교불가능성을 

함축한다는 비판자들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미를 보존하는 공통된 용어들을 매개로 하여 이론 간 비교를 

위한 토대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물론 공약불가능성

이 국소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성립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

이 제기될 수 있다. 쿤 자신은 이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을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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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쿤의 글에서 공약불가능성의 국소성 주장을 이론적으로나 구체적 사례

를 통해서 뒷받침하는 논의를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공약불가능성-특

히, 의미상의 공약불가능성-에 대한 그의 논의는 과학적 개념들이 습득되

고 사용되는 과정의 전체론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데 치중하고 있다.19)

그런데 쿤의 공약불가능성이 경쟁이론 간 비교불가능성을 함축하는 것

으로 보는 비판자들은 공약불가능성에 대한 그의 논의가 일종의 의미론적 

전체론(semantic holism)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쿤 역시 이 점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논란의 원천은, 비판자들이 이 의

미상의 전체론적 연관을 전면적인 것으로 해석한 데 반해 쿤 본인은 그것을 

단지 국소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논쟁의 전제인 

의미론적 전체론이 과연 성립하는지 그리고 성립한다면 전면적인 방식인

지 또는 국소적인 방식인지에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관건은 비교 대상인 이론들이 각각의 적용 역에서 

이루어지는 관찰 또는 실험에 적재되는가이다. 다시 말해 각 비교 대상 이

론에 고유한 이론적 용어들이 그 이론의 적용 역에 속하는 관찰 및 실험 

결과를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용어들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후자의 용어

들의 의미에 향을 미치고, 따라서 후자의 용어들 중 두 비교 대상 이론들

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조차 두 이론 중 어느 것과 연계되는가에 따

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가 하는 것이다. 답은 통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쿤이 과학혁명의 대표적 사례로 간주하는 코페르니쿠스 혁명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코페르니쿠스의 천문 이론과 그 경쟁 상대 던 프톨레마이오

스의 천문 이론은 과연 공약불가능했는가? 공약불가능했다면 어떤 방식으

로 공약불가능했는가? 쿤(1970, 128-9)에 따르면, 전자의 이론이 후자의 

이론을 대체되는 과정에서 의미상의 공약불가능성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행성(planet)’이라는 용어는, 두 이론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지만, 그 의

미가 두 이론에서 동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프톨레마이오스 이론에서

의 “행성”과 코페르니쿠스 이론에서의 “행성”은 내포와 외연이 모두 달랐

다. 먼저 전자의 내포는 ‘지구 주위를 도는 항성 아닌 천체들’이었던 반면, 

19)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는 특히 Kuhn(1983)과 Kuhn(1987)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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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내포는 ‘태양 주위를 도는 항성 아닌 천체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전자의 외연에는 태양이 포함되고 지구가 빠져 있었던 데 반해, 후자의 외

연에는 태양과 달이 빠지는 대신 지구가 포함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공약불가능한 관계에도 불구하

고,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 이론과 코페르니쿠스의 천문 이론은 여전히 공

통된 관측 자료를 통해 비교가 가능했던 것처럼 보인다. 고대로부터 근대 

천문학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어 온 행성들의 겉보기 운동에 대한 관

측이 전적으로 이론 독립적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

은 그 시기 동안에 이루어진 천체들에 대한 관측이 비교 평가의 대상인 프

톨레마이오스의 이론이나 코페르니쿠스의 이론 자체를 적재했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코페르니

쿠스는 자신의 태양중심설에 착안하기 전부터 천문학적 관측에 관심을 가

졌다. 물론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과 잘 들어맞지 않는 결과를 산출하는 관

측에 코페르니쿠스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을 수 있다. 나아가서 태양중심설

을 대안 이론으로 착안하게 된 단계에서는 그 이론의 상대적 우위를 드러내

는 결과를 산출하는 관측 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했을 수도 있다. 그러

나 이러한 관심이나 노력에서 등장하는 관찰의 이론의존성은 경쟁이론들

의 공약불가능성과 연계하여 논의되는 관찰의 이론적재성과는 별개의 사

안이다. 실제로 코페르니쿠스는 관측 자료에 관한 한 고대 천문학자들의 작

업에 많이 의존하 고,20) 천체들에 대한 관측에서 그 자신이 사용한 기구

나 방식 또한 기존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나아가서 이러한 천체 관

측 활동과 연계하여 코페르니쿠스는 대안 이론인 태양중심설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론은 기존 이론과의 경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 다. 이러한 결과는 코페르니쿠스가 의존했던 관측 자료와 그것을 

얻는 데 사용된 관측 기구 및 방식이 특정 천문 이론, 즉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 이론을 배타적인 방식으로 적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만약 

천체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의 관측 및 그 결과에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 이

론이 적재되어 전자가 후자를 배타적으로 선호하는 상황이 실제로 성립했

20) 참고: Pedersen (1974/1993),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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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대안적인 천문 이론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의 추구는 실패하기로 예정

된 경우 을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 천문학의 혁명에서 천체들에 대한 관측이 평가 대상인 천문 이론 

자체를 적재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은 케플러의 사례를 통해 더 극적

인 형태로 예시되는 것처럼 보인다. 코페르니쿠스로부터 시작된 천문학의 

혁명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케플러는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설을 일찍 

받아드린 소수의 천문학자 중 한 명이었다. 케플러는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등속 원운동과 수정구의 족쇄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그것을 뉴

턴 역학에로 편입시키는데 필요했던 이론적 교량을 확보하는데 성공하

는데, 이 작업 과정에서 그는 당시 최고의 정확성을 인정받았던 티코 브라

헤의 천체 관측 자료를 사용하 다. 그런데 잘 알려진 것처럼 티코 브라헤

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중심설이나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설 대신 두 

이론을 혼합한 제3의 천문 이론을 고안하여 채택했던 경우 다. 이런 상황

에서 어떤 천문학자의 천체 관측에 그가 채택하고 있는 천문 이론이 적재되

고 관측 결과는 적재된 이론을 배타적으로 선호하는 경우가 된다고 하자. 

그럴 경우, 자신이 선호하는 코페르니쿠스의 천문 이론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이론을 채택했던 천문학자인 티코 브라헤의 관측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전자

의 이론을 평가하고 옹호하고자 했던 케플러의 작업 방식은 자가당착적일 

뿐만 아니라 실패하기로 예정된 경우 을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케플

러의 이론적 성공은 이론적 경쟁자 던 티코 브라헤의 관측 자료를 토대로 

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케플러가 우주의 구조에 대

하여 자신과 다른 이론적 견해를 가졌던 브라헤의 관측 자료를 토대로 이론

적인 작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해당 자료를 

산출한 브라헤의 관측에는 그 자신의 천문 이론이 적재되지 않았음을 반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비교 대상 이론들, 즉 프

톨레마이오스의 지구중심설과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설에 공통된 이론

적 용어들(예를 들어, “행성”)조차 두 이론 중 어느 것에 포함되는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상황에서도, 관측 자료를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용어(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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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천체의 “위치”)는 두 이론 중 어느 것과 연계되는가에 관계없이 의미

를 유지하는 일이 성립한다. 이는 천체들의 위치와 같은 주요 천문학적 현

상들에 대한 관측에 이왕 이론(들)이 적재된다면 그 적재되는 이론들이 해

당 관측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평가되는 천문 이론들로부터 독립적인 지위

를 가지는데 기인한다. 이처럼 관찰에 이론(들)이 적재되는 상황에서도 그 

이론(들)이 비교 대상 이론들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짐으로써 비교 대

상 이론들 사이의 공약불가능한 관계가 국소적인 수준에 머무는 일은 쿤이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하는 사례들에서 상당히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것처럼 보인다.21)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쿤의 국소적 공약불가능

성 개념에 현실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통상

적인 우려와는 달리, 혁명적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상정되는 경

쟁이론들 사이의 공약불가능한 관계가 이론 평가와 관련된 방법론적 규범

들이 작동하는데 원리상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파이어아벤트는 쿤과 더불어 경쟁 이론들 사이에 공약불가능성이 성립

한다는 주장의 주된 주창자로 잘 알려져 있다. 나아가서 두 학자가 공약불

가능성 논제에 대해 공통된 견해를 가졌던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런데 

쿤이 자신의 해명대로 국소적 형태의 공약불가능성을 주장했던 경우라면, 이 

대목에서 파이어아벤트은 의견을 달리 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진술은 파이어아벤트가 적어도 때때로 강한 형태의 공약불가능

성, 즉 전면적 공약불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상대성 이론은 역학적 사실들을 구성하는 새로운 원리들을 제공한다. 이런 

방식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개념적 체계는 단순히 고전역학적 사태들의 존

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태들을 표현하는 진술들을 정식화하

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선행 이론과 단 하나의 진술도 공유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유할 수 없다 […] (1975, 275-6)

그러나 쿤의 국소적 공약불가능성이 현실적 근거가 있다는 앞에서의 논의

가 옳다면, 그러한 논의는 전면적 형태의 공약불가능성이 실제로 성립하는 

21) 다른 사례들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조인래(1996)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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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지지하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국소적 공약

불가능성을 위한 위의 논의가 유효한 한, 전면적 공약불가능성에서 비롯하

는 방법론적 도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유보해도 될 것이다.

경쟁이론들이 공약불가능하다는 논제가 방법론적 규범들이 소기의 역할

을 수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위한 유일한 논거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쿤이

나 파이어아벤트의 경우 주된 논거에 해당했음은 분명하다.22) 따라서 공약

불가능성 논제의 반방법론적 함축에 대한 이 절에서의 비판적 검토가 유효

하다면, 방법론적 규범들이 원리상 소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그 주된 근거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흥미로운 

방법론적 도전이 하나 더 남아있다. 그것은 방법론적 규범들이 소기의 역할

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4. 도전 (3): 방법론적 규범들이 소기의 역할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기존의 과학방법론들에 대한 아마도 가장 강한 형태의 비판은 방법론적 

규범들이 소기의 역할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일 것이다. 이러한 형태

의 문제를 제기한 대표적 철학자는 파이어아벤트이다. 그는 과학 활동에서 

방법론적 규범들이 자주 위반된다거나 이론들이 공약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교 평가의 규범들이 적용될 수 없다는 문제 제기를 넘어서서 방법론적 규

22) 공약불가능성 논제와 유사하게 방법론적 규범들이 원리상 소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함축을 지니는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논제는 이론미결정성(theory- 
underdetermination)의 논제이다. 그런데 공약불가능성 논제와는 달리 이론미결정성 

논제의 방법론적 도전은 경쟁이론들이 경험적 토대를 공유하는 방식 및 정도에 대한 

과도한 긍정에서 비롯한 것이다. 즉, 이론미결정성 논제는 평가 대상인 이론과 동일한 

경험적 내용을 가지는 경쟁이론들이 존재한다는 주장에서 비롯한다. 이처럼 이론미결

정 논제가 방법론적 규범들에 대해 부정적 함축을 산출하는 방식은 공약불가능성 논

제의 경우와 극단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쿤이나 파이어아벤트에 의한 방법론적 도전을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론미결정성 논제와 그 방법

론적 함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위해서는 조인래(1994)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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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들이 위반되어야 한다는 제안으로까지 나아간 철학적 이단아이다. 파이

어아벤트가 이렇게 극단적인 제안을 하게 된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없지 

않다.

한 가지 이유는 기존의 과학방법론을 대변하는 정합성(consistency)의 

조건이 부당하다는 것이다.23) 정합성의 조건에 따르면, “새로운 가설들은 

잘 확립된 가설들과 정합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조건을 채택하면, 우리

는 어떤 이론을 더 나은 이론이기 때문이 아니라 더 오래된 이론이기 때문

에 유지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24) 가령, 이론 T는 역 D 내에서 

성공적인 이론이라 하자. 즉, T는 오차 범위 M 내에서 관찰들의 어떤 유한

한 집합 F와 잘 부합한다고 하자. 만약 다른 이론 T*도 오차 범위 M 내에서 

F와 잘 부합한다고 하면, 그 이론은 T만큼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 T*가 F 밖에서는 T와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하자. 이런 상황에서 

정합성의 조건은, 후행 이론 T*가 사실과 불일치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존

의 이론 T와 상충한다는 이유로 T*를 배제하게 된다. 여기서 T와 T*의 차이

점은 오로지 T가 T*보다 더 오래되고 더 친숙하다는 점뿐인데 정합성의 조

건은 그러한 차이를 T의 방법론적 이점으로 둔갑시킨다는 것이 파이어아

벤트의 불만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반응은 과연 정합성의 조건이 

파이어아벤트가 생각하는 대로 기존 과학방법론의 정수라고 볼 수 있는지

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 제기와 연계하여 파

이어아벤트가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파이어아벤트는 이론 T가 역 D에서 성공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쟁

이론 T*가 등장하는 구도를 설정하는데, 이런 구도는 그가 비판 대상으로 

삼는 기존의 과학방법론뿐만 아니라 비판 전선의 동지로 간주되는 쿤에 의

해서도 허용되지 않는 구도이다.25) 따라서 파이어아벤트가 제시하는 ‘문제

점’은 기존 과학방법론의 문제점이라기보다 일단 그의 입장이 지닌 특이성

23) 참고: Feyerabend(1975), Chapter 3.
24) 참고: Feyerabend(1963), pp.89-90.
25) 파이어아벤트 스스로 이러한 점을 언급하고 있다. 참고: Feyerabend (1963), p.91, 

footnote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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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주하는 것이 공정할 것 같다. 

그리고 수중에 있는 관찰 자료 F에 대해 T와 T*가 동등한 정도로 잘 들어

맞는 상황에서 두 이론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T가 T*보다 더 오래되고 더 

친숙한 것뿐이라는 파이어아벤트의 지적은 더 오래됨의 방법론적 의의를 

과소평가한 것이다. 어떤 이론이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통상 그 

이론이 주변 이론들과 상당히 정합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비록 T와 T*가 동등하게 F와 잘 부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변 이

론들과 정합적인 정도에 있어서는 기존 이론 T가 새 이론 T*보다 훨씬 앞서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이는 T의 방법론적 이점임에 분명하고 그러한 이론

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정당할 것이다. 

물론 기존 이론이 이상 현상들에 의해 산출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

는 상황이 악화된다면, 이는 기존 이론이 지닌 주변 이론들과의 정합성이라

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하는 새 이론을 모색할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새 이론의 모색은 기존 이론의 현저한 

실패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파이어아벤트는 그의 입장이 지닌 특이

성, 즉 기존 이론이 성공적인 상황에서 새 이론의 모색과 도입을 허용하자

는 제안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더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 

파이어아벤트는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의 

이론 다원론과 그 옹호 논변이 그것이다. 파이어아벤트는 훌륭한 경험론자

(good empiricist)가 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이론(과 그에 관련된 ‘실험’)

보다 많은 대안적 이론들을 가지고 작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26)고 

주장한다. 왜 그래야 하는가? 구체적 대안들의 기능은 어떤 이론에 대한 이

론 내적인 비판(즉, 주어진 이론과 사실들의 비교)을 넘어서는 비판의 수단

을 제공한다는 것이 그의 주된 이유이다.27) 파이어아벤트는 쿤 역시 암암

리에 이러한 견해를 채택한 경우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26) Feyerabend (1963), p.80.
27) 참고: Feyerabend (1963), pp.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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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은, 첫째, 이론들이 대안들의 도움 없이는 반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둘
째, 증식(proliferation) 역시 패러다임을 무너뜨리는 데 역사적 역할을 한

다고 주장된다. 패러다임은 대안들이 현존하는 이상 현상들을 확대시킨 방

식 때문에 무너져 왔다. 끝으로, 쿤은 패러다임이 존속하는 기간 중 어느 시

점에서나 이상 현상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하 다.28)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쿤의 이러한 주장들로부터 파이어아벤트가 

이끌어내는 결론은 쿤의 정상과학이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쿤의 입장

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그의 과학관을 자가당착적인 것으로 만든다. 파이어

아벤트의 비판에 대한 쿤의 대응은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이다. 앞의 인용

문에서 언급된 첫 번째 주장과 두 번째 주장은 과학혁명의 시기에 한정하여 

유효하다. 왜냐하면 위기가 도래하기 전의 정상과학에서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이나 반박은 과학자들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파이어아벤트 자신(1970, 203-4)도 고집의 원리(principle of tenacity), 

즉 선택한 이론이 “부딪히는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상당할지라도 그 이론을 

고수하라는 충고”가 정당함을 인정한다. “그 이유는 이론들은 발전할 수 있

고, 개선될 수 있으며, 그 이론의 원래 형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바

로 그 난점들을 결국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집의 원리를 

실천하는 활동인 정상과학 역시 정당하지 않은가? 파이어아벤트(1970, 

205)에 의하면, 고집 원리의 채택은 증식 원리(principle of proliferation), 

즉 기존 이론에 대한 대안 이론들을 도입하고 정교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리의 채택을 요구한다. 일단 고집의 원리를 채택하면, 이론을 제

거하기 위해 그것과 잘 부합하지 않는 사실들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이유이다. 

고집 원리의 채택이 증식 원리의 채택을 요구한다는 주장은 전자의 원리

가 무제한적인 것으로 간주될 때 비로소 그 명분을 얻을 것이다. 이론을 무

제한적으로 고집하는 일이 허용된다면, 사실들과 잘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

유로 그 이론을 제거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고, 따라서 대안 이론(들)의 모색

과 제안을 유도하는 별도의 원리가 필요한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28) Feyerabend (1970),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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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쿤의 정상과학이 고집의 원리를 무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오히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 중반부에

서 근본적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는 정상과학적 활동이 어떻게 관찰에서의 

새로운 발견이나 새로운 이론의 제안을 산출하는데 효율적인가를 해명하

는데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다.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는 정상과학이 새로움

을 효율적으로 산출한다는 쿤의 역설적 주장이 옳다면, 파이어아벤트의 우

려와는 달리 정상과학은 고집 원리의 무제한적 사용을 실천하는 활동이 아

니다. 

그런데, 정상과학의 귀착점이 이왕 새로운 발견이나 새로운 이론의 제안

이라면, 새로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증식의 원리를 채택할 좋

은 이유가 있다고 파이어아벤트가 주장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고집 원리의 무제한적 사용을 전제로 하여 새로움을 산출하

려면 증식 원리의 채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보다 훨씬 온건한 것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된 것처럼 쿤 역시 새로움을 산출하는데 증식 원리가 그 

나름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쟁점은 증식 원리가 도입

되는 시점이다. 쿤의 입장에서는 정상과학에 위기가 도래한 상황이 증식 원

리가 도입될 시점인 반면, 파이어아벤트의 제안은 증식 원리가 상시로 채택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상 과학혁명과 유형이 다른 정상과학의 실체와 방

법론적 역할을 의문시하는 것이 파이어아벤트의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먼저 쿤이 ‘패러다임’을 주

된 개념으로 하는 정상과학론을 제안하게 된 계기와 그 방법론적 의의를 되

짚어 보자. 주요 계기는 자연과학의 탐구 활동이 사회과학과는 현저하게 다

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하게 된 데 있다.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에 대한 학자들 사이의 의견 불일치가 명백하고 광범위한 사

회과학과는 달리, 근본적인 사안들에 대한 논란이 자연과학에는 별로 없다

는 인식이 그것이다.29) 쿤은 이러한 차이의 원천을 패러다임들의 존재와 

역할에서 찾았다.30) 사회과학에서와는 달리 자연과학의 경우, 논란의 여지

29) 참고: Kuhn (1970), viii.
30) 패러다임의 독점적 성격내지 지위에 대한 쿤의 견해는 변화의 과정을 겪는 것처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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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과학적 업적들로서의 패러다임이 해당 분야의 과학자들을 결집시키

는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성숙한 과학으로서의 정상과학이 성립하게 되었

다는 것이다. 정상과학에서는, 과학 활동의 근본적인 사안들에 대해 해당 

분야의 과학자들 사이에 안정적인 합의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까닭에, 과학

자들이 세부적인 문제들에 연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고, 

따라서 자연과학은 사회과학과 차별화되는 방식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었

다는 것이 쿤의 생각이다. 정상과학에 대한 쿤의 논의에서 패러다임은 해당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과학자들로 하

여금 세부 문제들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제공해 주는 한편 역설

적이지만 이상 현상들을 효율적으로 산출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실제로 쿤

은 정상과학에 대한 논의에서 전자의 측면을, 그리고 정상과학의 위기에 대

한 논의에서 후자의 측면을 부각시킨다. 결과적으로 쿤의 정상과학은 야누

스의 얼굴을 가진 활동이다. 즉 정상과학은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패러다임

을 기반으로 하여 세부적인 문제 풀이 활동을 극대화하는 과정인 동시에 이

상 현상들의 출현을 촉진함으로써 종국에는 위기를 야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정상과학에 기대되는 이러한 이중적 역할에 대해 파이어아벤트의 비

판적 논의는 전자의 역할에 주목하는 반면 후자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그런데 쿤이 상정하는 정상과학의 이중적 역할

이 동전 양면 사이의 관계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이어아벤트의 해

석적 편향성은 정당화되기 힘든 것으로 생각된다.

파이어아벤트의 해석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도 불구하고 정상

과학을 둘러싼 쿤과 파이어아벤트의 논쟁에 대해 충분한 판정이 내려졌다

고 말하기 어렵다. 정상과학적 탐구 활동이 이상 현상들을 산출하고 이를 

인다. 즉,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1962)에서만 하더라도 과학의 발전 과정을 패러다

임 등장 이전의 시기와 패러다임 등장 이후의 시기로 구분하고 후자의 시기에 비로소 

해당 분야가 정상과학의 단계에 진입하는 것으로 서술하 다. 이러한 구분에서 독점적 

지위는 패러다임의 내재적 속성 중 하나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후의 논의(1977)에서 쿤

은 그러한 구분이 패러다임을 지나치게 신비로운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후회

하면서 정상과학 이전 단계에 등장하는 여러 학파들도 패러다임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

하는 수정된 용법을 채택하 다. 이 수정된 용법에 따르면, 독점성은 패러다임의 내재

적 속성이 아니라 역사의 어느 단계에서 가지게 되는 우연적 속성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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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위기를 야기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점을 일단 인정하면 기존 패러다임

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해 대안 이론의 비판적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는 명

분은 상당히 약화된다. 그러나 대안 이론들이 정상과학 자체의 비판적 기능

과는 별도로 기존 이론에 대해 비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여전

히 유효하다. 요는 대안 이론의 비판적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적절

한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쿤은 정상과학에 위기가 도래한 후

에야 대안 이론의 비판적 기능을 활용하는 소극적 방안을 채택한 것으로 이

해될 수 있다. 이에 반해 파이어아벤트는 대안 이론의 비판적 기능을 상시 

활용하자는 적극적 방안을 제시한 경우이다. 이런 적극적 방안의 문제점은 

대안 이론의 배제와 연구 역량의 집중을 통해 문제 풀이 활동의 성과를 극

대화하는 정상과학의 전략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데 있다. 

이러한 전략적 충돌의 상황에서 해결의 방향은, 특정 패러다임내지 이론

이 독점적 지위를 갖지는 않을지라도 과학자들이 근본적 사안들에 대해 염

려함이 없이 세부적 문제들을 푸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정도로 우월한 

지위, 말하자면 준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수준에서 대안 이론들의 존재와 

그 비판적 기능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해당 분야의 연구 역량이 매우 제

한된 수준에서 분산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대안 이론(들)을 허

용하되 연구 역량의 분산을 매우 제한된 수준에서만 허용하는 방법론적 전략

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먼저 특정 이론의 독점적 지위에 

의존하는 쿤 식의 정상과학적 일원론과 대안 이론들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파이어아벤트 식의 이론적 다원론이 공통적으로 드

러내는 극단적 성격과 그 부정적 함의를 피할 수 있는 동시에 두 상반된 연구 

활동 형태들이 제시하는 그 나름의 방법론적 명분들, 즉 연구 역량의 집중과 

비판적 역량의 제고를 다소 제한된 방식으로나마 결합하는 방안이라는 것이 

해당 방법론적 전략을 채택할 우선적인 이유가 될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론적 절충안은 과학 활동에서 그 현실적 기반을 가지

는가? 쿤(1962/1996)에 따르면, “먼 고대로부터 17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빛

의 본성에 대하여 하나의 이론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적은 없었다. 그 대

신 다수의 경쟁하는 학파들이 존재했다. […] (12) […] 그러한 활동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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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과학에 이르지는 못한 것이었다.(13) […] [그런데] 18세기 동안 이 

분야를 위해 패러다임을 제공한 것은 뉴턴의 광학이었다.(12)” 즉 물리광

학 분야에서는 18세기에 와서야 뉴턴의 광학이 제공한 패러다임을 토대로 

하여 최초의 정상과학이 성립하게 되었다는 것이 쿤의 주장이다. 뉴턴은 광

학에서 빛이 극히 감지하기 힘든 입자들로 구성되어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그러한 견해가 뉴턴이 역학 분야에서 거둔 극적

인 성공에 힘입어 18세기 동안 광학 분야의 주된 견해로 자리 잡은 것은 대체

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뉴턴의 입자설이 획득하게 된 우월적 지위가 쿤의 

정상과학 개념에 의해 요구되는 것처럼 보이는 독점적 지위에 해당하는 것이

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캔터(Geoffrey Cantor)에 따르면,

빛의 본성 및 다른 광학적 대상들에 대한 뉴턴의 견해는 18세기와 19세기 

초에 매우 향력이 컸던 것으로 밝혀졌다. 1837년에 쓴 글에서 국인 박

식가인 윌리엄 휴얼(William Whewell)은 한 세기 이상 동안 거의 모든 광

학자들이 뉴턴의 이론을 견지한 탓에 입자설이 더 옳은 이론인 파동설을 억

누른 결과가 되어 그 기간 동안 광학 분야에서 진보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입자설이 도전을 받지 않고 독주했던 것은 아니었

다. 오히려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데카르

트의 추종자들이 빛은 보편적인 에테르 속에서 운동하려는 압력 또는 경향

이라는 견해를 계속 주창했다. 파동설의 여러 변형들도, 특히 네덜란드와 

독일의 저술가들에 의해, 자주 주창되었다. (1990, 632-3)

캔터의 역사적 서술을 통해 드러나는 그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즉, 빛

에 대한 뉴턴의 입자설은 광학 분야의 주된 이론으로 폭넓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지만 기존의 데카르트적 광학 이론뿐만 아니라 하위헌스(C. 

Huygens), 오일러(L. Euler) 등에 의해 제안된 이런저런 형태의 파동설로

부터 도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1830년대에 판세가 역전되어 (Thomas Young), 

프레넬(Augustin Fresnel) 등에 의해 개발된 파동설이 주도적인 광학 이론

으로 자리 잡게 된 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된 것처럼 보인다. 캔터에 의하면, 

“파동설은 그것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지지를 누리지는 못했다. 프

랑스에서는 비오(Jean-Baptiste Biot)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브루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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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Brewster)와 같은 존경받는 광학자들이 1860년대에 죽을 때까지 

파동설은 빛에 대한 참된 이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1990, 636) 물론 브

루스터 이후에는 입자설에 대한 관심의 맥이 거의 끊긴 것처럼 보인다.31)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소위 근대 화학혁명의 과정에서 죽을 때까

지 플로지스톤 이론을 고수했던 프리스틀리에 대한 쿤의 서술32)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브루스터가 파동설을 끝까지 거부했던 이유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주목할 점은 브루스터도 1830년대의 파동설이 입자

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설명적 및 예측적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인정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브루스터는 파동설을 계속 거부했는가? 주된 

이유는, 워롤(John Worrall)이 잘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33) 파동설이 전파

의 매체로서 요구하는 갖가지 성질들을 가진 에테르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즉 파동설은 입자설과의 경쟁 과정에서 부각된 주요 광

학적 현상들을 잘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댓가로 받아

들이기 쉽지 않은 갖가지 성질들을 가지는 에테르34)의 존재를 상정하도록 

요구되었다. 그런데, 워롤(2000, 128-9)의 지적대로, 브루스터 자신이 발견

한 분산(dispersion)과 선택 흡수(selective absorption)의 현상을 설명하려

면 에테르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한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서 브루스터가 내린 결론은, 비록 파동설이 광학 현상들의 설명과 예측에서 

성공적일지라도 그것은 참된 이론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브루스터 사후 입자설을 견지하면서 옹호하려는 적극적 

시도가 사라진 상황에서도 파동설에 의해 요구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에

테르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실험적 시도는 계속되었다는 점이다. 그러한 시

도 중에서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마이켈슨(Albert Michelson) ․ 몰리

31) Darrigol(2012, 222)에 따르면, 브루스터는 1860년대 말까지 뉴턴 이론을 여전히 지

지했던 거의 유일한 국 과학자 다.
32) 참고: Kuhn (1962/1996), pp.151 & 159.
33) 참고: Worrall(2000), pp.128-9.
34) 브루스터(1838, 306)의 묘사에 따르면, 에테르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으며, 무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물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부터 우주의 

가장 먼 곳까지 퍼져있는 것이다. 참고: Worrall(2000),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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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Morley)의 실험과 부정적인 결과이다. 그리고 관련된 일단의 실

험과 결과들은 결국 부동의 에테르 가설(hypothesis of immobile ether) 뿐

만 아니라 에테르 동반 가설(hypothesis of dragged-along ether)을 반박하

는 것으로 귀착되었다. 그런데 파동설이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한 것처럼 보

이는 상황에서 에테르 가설의 경험적 근거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한 가지 가능한 이유는 경쟁이론인 입

자설에서는 에테르와 같은 의문스러운 매체를 상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

이다. 입자설의 이러한 상대적 이점은 그것이 파동설과의 경쟁에서 려 과

학적 탐구 활동의 전면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파동설의 취약점을 압박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서 18세기 후반 동안 빛에 대한 과

학적 탐구의 배경으로 사라졌던 입자설은, 주도적 이론인 파동설과 한 패키

지를 형성하고 있었던 에테르 가설의 관측가능한 결과들을 실험적으로 확

인하려는 시도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데 계속 실패하는 과정을 거친 후,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광자(photon) 이론, 즉 빛

은 광자라 불리는 미세한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론의 등장을 계기로 

하여 복권되는 과정을 밟았다. 

물론 경쟁에서 려난 이론이 다시 복권되어 전면에 등장하는 일은 자주 

일어나는 과학 변동의 일반적 형태는 아니다. 그러나 18세기부터 20세기 

초반 사이에 광학 분야에서 일어난 이론들의 경쟁 형태를 살펴보면 특정 이

론이 주도적인 또는 심지어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한 상황에서도 대안 이론

(들)과의 비대칭적 경쟁이 수면 위에 드러난 형태로 또는 수면 하에 감춰진 

형태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비대칭적 경쟁의 존재가 해당 분야

의 발전에 기여하는 결과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대 광학 분야에서 일

어난 이론 변동에 대한 현재의 논의가 어느 정도 일반성이 있다면, 기존 이

론이 현저하게 성공적인 상황에서도 대안 이론(들)을 도입될 필요가 있다

는 파이어아벤트의 제안은 매우 제한된 방식, 즉 매우 비대칭적인 경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처럼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볼 때, (i) 기존의 과학방법론을 대변하는 정합

성의 조건이 부당하며 (ii) 과학 활동에서 비판적 역량의 극대화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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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론 증식의 원리가 상시 도입될 필요가 있으므로 정합성의 조건은 위반

되어야 한다는 파이어아벤트의 주장은, (i)의 경우 그 논거가 부실한 것으로 

그리고 (ii)의 경우 상당히 제한된 형태로만 수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방법론적 규범들이 위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파이어아벤트

의 논거들에 한정한다면, 매우 제한된 형태로만 유효하다. 

5. 맺는 말

과학의 객관성과 합리성, 나아가서 과학의 성공을 해명하는 열쇠의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된 현대의 과학방법론들은 갖가지 도전들에 부딪혀 왔다. 

이 글에서 나는 그러한 도전들 중 과학방법론 일반에 대해 근본적 도전들을 

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온 쿤과 파이어아벤트 식의 역사적 비판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검토하 다. 

첫 번째 유형의 도전은 방법론적 규범들이 과학 활동에서 자주 위반되므

로 소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여기서 비판의 발단은 방법

론적 규범들과 과학자들의 실제 판단 및 행동 사이에 방법론적 간극이 존재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범은 그것과 실천 사이의 간극을 전제로 하여 성

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방법론적 간극의 존재 자체가 과학방법론을 거

부할 좋은 이유는 아니다. 요는 그 간극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과학의 성공적 사례들에서 발생하는 간극은 방법론적 규범

들을 제시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쿤과 파이어

아벤트의 문제 제기는 대체로 과녁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과학자들이 이상 현상들에 직면해서도 이론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데서 

방법론적 규범이 위반된다는 등의 문제 제기는 앞서 살펴본 바대로 기존의 

방법론적 제안을 과도하게 경직된 방식으로 이해할 때에만 유효한 비판으

로 보인다. 따라서 방법론적 규범들이 과학 활동에서 자주 위반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만으로 과학방법론을 거부할 좋은 근거가 제시되었다고 말

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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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유형의 도전은 방법론적 규범들이 소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

다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 제기의 주된 근거는 경쟁이론들이 공약불가능하

다는 주장이다. 관건은 이론 간 공약불가능성이 이론 간 비교불가능성을 함

축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많은 해석상의 혼선이 있은 후 

정작 경쟁이론들의 공약불가능성을 주창한 장본인 중의 한 사람인 쿤은 국

소적 공약불가능성이 자신의 의도라는 해명을 별다른 근거의 제시 없이 내

놓았다. 그런데, 앞에서의 논의가 옳다면, 경쟁이론들 사이의 공약불가능성

은 일반적으로 국소적이라고 생각할 좋은 근거가 있다. 따라서 경쟁이론들

이 공약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그 이론들 사이의 비교는 여전히 가능하고, 기

존 과학방법론의 주창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단선적이고 전면적인 형태

로는 아닐지라도 방법론적 개입의 여지는 폭넓게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쟁이론들 사이에 공약불가능성이 성립하기 때문에 방법론적 규

범들이 소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주장은 유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된다.

기존의 과학방법론들에 대한 아마도 가장 강한 형태의 비판은 세 번째 

유형의 도전, 즉 방법론적 규범들이 소기의 역할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유형의 도전은 ‘정합성의 조건’에 대한 파이어아벤트의 

비판에서 잘 드러나는데,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그의 비판은 논거가 부실

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해당 비판은 ‘정합

성의 조건’이 가지는 현실적 정당성을 파이어아벤트가 지나치게 과소평가

하는 데서 비롯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파이어아벤트는 기존 과학방법론

들에서 도외시되는 이론 증식의 원리를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 번째 

유형의 도전을 감행한다. 그런데, 증식의 원리는 기존의 과학방법론들에서 

간과되어온 방법론적 측면에 주의를 환기시켜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없지 

않으나, 기존의 방법론들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보다 부분적으로 보완하

는 다소 제한된 의미를 가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과학방법론들에 대한 쿤 또는 파이어아벤트 식의 역

사적 비판이 과학방법론 일반의 정당성을 의심할 유력한 근거들을 제공했

다는 주장은 그들의 관련된 논의들이 지닌 타당성과 파괴력을 과대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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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비판적 논의에도 불구하

고 과학방법론들의 적용 방식이나 범위에 대한 기존의 견해가 원래대로 유

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역시 그들의 논의가 지니는 유효성과 향력

을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기존의 과학방법론들에 대

한 쿤이나 파이어아벤트 식의 역사적 비판이 지닌 유효성과 향력을 적절

하게 수용하는 과학방법론이 어떤 것이 될 지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논

의는 별도의 기회를 필요로 할 것이다.35)

35) 참고: 조인래(근간), “Kuhnian Turn in Scientific R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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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cientific Methodologies Under Challenge

Cho, In-Rae

In this essay, I devide Kuhn's and Feyerabend's historical and 

fundamental challenges to the contemporary theories of scientific method 

into the three types of challenge, and critically examine the way each 

type of challenge is brought about, its significance, as well as its 

limitations. First of all, against the first type of challenge, which says that 

the proposed methodological norms turn out to have been frequently 

violated in scientific practices and hence they do not play their expected 

roles, I argue that such a challenge is valid only if the existing 

methodological proposals are construed in excessively rigid manners so 

that it could hardly serve as a good ground for the overall rejection of 

the contemporary methodologies of science. While the second type of 

challenge says that the methodological norms cannot perform their 

expected roles, I claim that competing theories are comparable even when 

they are incommensurable and leave ample room for methodological 

interventions. The last but perhaps the most interesting type of challenge, 

that is, the claim that the methodological norms should not play their 

expected roles is well represented in Feyerabend's critical discussion of 

what he calls the consistency condition, and I claim that his criticism is 

either ill-founded or acceptable only in a very restricted manner. 

Keywords: Scientific Methodology, Methodological Norms, Historical 

Challenge, Thomas Kuhn, Paul Feyerab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