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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이야기식 설명은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널리 통용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과학철학에서 아직까지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야기식 설명에
서는 피설명항을 담고 있는 이야기를 전개함으로써 피설명항이 설명된다. 
이야기식 설명은 연역-법칙적 설명이나 인과적 설명과는 다르다. Brown 
(1994)은 우리가 이야기식 설명을 할 때 설명항의 이야기를 믿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야기식 설명이건 비이야기식 설명이건 설명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설명항의 진술들이 (근사적으로) 진리라고 
설명자가 믿어야 한다고 논변한다. 나의 이 견해는 과학적 실재론과 과학적 
반실재론의 논쟁에 중요한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반실재론자는 설명자가 
설명에 사용된 과학이론이 (근사적으로) 진리라고 믿지 않고도 설명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데, 이 논문의 핵심주장은 반실재론자의 이런 믿음
과 충돌한다.

* 포항공대 신소재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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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과학에는 많은 유형의 설명들이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이야기식

(narrative) 설명이다. 이야기식 설명은 과학의 많은 분야에서 널리 사
용되고 있다. 특히 생물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과학철학에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 논문의 목표는 이야기
식 설명에 대한 Brown(1994)의 철학적 주장을 반박하고, 설명을 하
는 행위에 대한 철학적 교훈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Brown은 우리가 
현상을 이야기식으로 설명할 때 설명항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진리라

고 믿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는 설명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설명항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근사적으로) 진리라고 
믿어야 한다고 논변하겠다. 나의 이 견해는 과학적 실재론(이하 실재
론)과 과학적 반실재론(이하 반실재론)의 논쟁에 중요한 향을 미친
다. 실재론자는 우리를 의아하게 하는 주위의 현상들을 설명할 자격
이 있지만 반실재론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논문의 끝부분에서 증

명될 것이다. 어떤 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 이론
이 진리라고 믿을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나 주어지는 혜택이다. 이런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실재론은 반실재론보다 더 매력적인 철학적 

입장이다.

II. 이야기식 설명 
이야기식 설명이란 무엇인가? 이야기식 설명이란 어떤 사건을 설

명하기 위해 그 사건 이전에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들을 기술하는 설

명을 말한다. 이야기식 설명에서는 자연의 법칙이 등장하지 않는다. 
설명되어야 할 사건은 자연의 법칙에서 연역되어 이해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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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기술되는 일련의 사건들 뒤에 등장함으로써 이해된다. 이런 점
에서 볼 때, 이야기식 설명은 과학적 설명에 대한 Hempel의 연역-법
칙 모델(Deductive-Nomological Model)로는 포착되지 않는 유형의 
과학적 설명이다. 연역-법칙 모델에 의하면, 과학적 설명은 논증의 
형태로 재구성될 수 있고, 전제 중의 하나는 반드시 자연의 법칙이어
야 한다. 이야기식 설명에 대해 Brow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생물학철학자들과 역사철학자들은 이야기식 설명을 옹호했다. 
사건이나 조건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설명되는데, 이야기 속에 설명되
어야 하는 것이 끼워져 있다. 이런 식으로 피설명항이 이해된다. 이야
기에서 사건이 어떻게 발생 가능한지 알게 된다. (1994: 21) 

Some philosophers of biology and other philosophers of history 
have advocated narrative style of explanation. An event or condition 
is explained by telling a story in which the thing to be explained is 
embedded. In this way the explanandum is said to be rendered 
'intelligible'; from the story we see how the events in question are 
possible. (1994: 21) 

Brown은 이야기식 설명으로 두 가지 예를 제시한다(1994: 21-23). 
하나는 현재 생명체의 생물학적 속성에 대한 진화론적 설명이고, 또 
하나는 열이 차가운 물체에서 뜨거운 물체로 흐르는 것이 어떻게 가

능한지를 보여주는 James Clark Maxwell의 작은 악마 이야기이다. 
이야기식 설명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 사례들을 자세히 

음미할 필요가 있다.
진화생물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뼈대는 계통수(tree of life)와 자연

선택의 원리(principle of natural selection)이다. 생명현상은 위 두 개
의 기본뼈대에 의해 설명된다. 계통수는 어떤 종이 어떤 종으로부터 
나왔고, 어떤 종이 멸종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즉, 계통수는 과거에 있
었던 계통학적 사실에 대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자연선택
은 종이 진화하는 주요한 수단(mechanism)이다. 자연선택은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발생한다. 첫째, 변이(variation)가 발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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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둘째, 변이에 의해 획득된 형질이 적응도(fitness)를 높여야한다. 
즉, 생존과 번식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셋째, 획득된 형질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야 한다(Sober, 1993: 9). 예를 들어, 현재 아프
리카에 있는 사자들은 성질이 사납다. 왜 사자들의 성질은 사나운가? 
진화론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과거에 사자들은 
사납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떤 사자들의 집단에 변이가 발생했다. 즉, 
어떤 새끼 사자들은 사나운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사나운 사자들
은 온순한 사자들보다 생존하고 새끼를 낳을 확률이 더 높았다. 사나
운 성질은 다음 세대로 전수되었다. 즉, 사나운 사자들의 새끼도 부
모와 마찬가지로 사나웠다. 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자연선택은 사나운 
사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고 온순한 사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

다. 결과적으로, 온순한 사자들은 모두 죽어 없어지게 되었고 사나운 
사자들만 살아남았다. 그래서 현재 아프리카의 사자들은 사나운 성질
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진화론이 어떻게 생명현상을 설명
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 사례는 사자의 성질이 어
떻게 사나워지게 되었는지 법칙을 끌어들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전개함으로써 설명하고 있다.
Brown은 이야기식 설명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흥미로운 주장을 한

다. 그에 의하면, 이야기식 설명을 제공할 때, 우리는 설명항의 진술
들이 진리라고 확신할 필요가 없다.

진화론자는 이 이야기를 진리라고 제안하는가? 진화론자는 진리라
고 전혀 확신하지 않는다. 그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연이 
택할 수 있었던 많은 경로들 중의 하나라고 의도할 뿐이다. (1994: 
21) 

Is this meant by the evolutionist to be true? Not with any degree 
of confidence. It is only meant to be an evolutionary possibility, 
one of the many courses (within the Darwinian framework) that 
nature might have taken. (199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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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이 주장하는 대로, 진화론을 끌어들이는 이야기는 우리가 확
신할 수 없는 순전히 사변적인 이야기에 불과한지는 논란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특수상대성이론과 더불어 현대과학
에서 최고의 과학이론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실재론자는 이런 
과학이론들을 진리라고 믿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 비판은 사소하
다. 왜냐하면 Brown은 이야기식 설명이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있어서 
그저 부적절한 예를 제시했을 뿐이며, 설명자는 이야기식 설명을 할 
때 설명항의 진술들이 진리라고 믿을 필요가 없다는 자신의 철학적 

논점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응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식 설명을 예시하기 위해 Brown이 제공한 나머지 또 하나의 
사례도 자세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열에 대한 운동이론(kinetic theory of heat)에 의하면, 기체는 부단

히 움직이는 분자들의 집합이고 분자들은 Newton의 운동법칙에 따
라 움직인다. 압력이란 용기(container)의 단위범위에 가해지는 운동
량의 평균비율이다. 열은 움직이는 분자들의 평균 운동에너지이다. 
보통, 차가운 물체와 뜨거운 물체가 맞닿으면, 뜨거운 물체는 차가워
지고 차가운 물체는 뜨거워진다. 뜨거운 물체가 더 뜨거워지고 차가
운 물체가 더 차가워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열에 대한 운동이론에 의
하면, 그럴 가능성이 무척 낮긴 하지만 배제할 수는 없다. 열에 대한 
운동이론과는 반대로, 고전 열역학에 의하면, 열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전도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열에 대한 운동이론을 주
창한 James Clark Maxwell은 열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전도될 가능성이 어떻게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야

기를 만들어 냈다. 기체를 담고 있는 방이 칸막이 벽에 의해 두 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상상해 보자. 한 방에는 뜨거운 기체가 있고 
또 다른 방에는 차가운 기체가 있다. 평균적으로, 뜨거운 방에 있는 
기체분자는 빨리 움직이고, 차가운 방에 있는 기체분자는 천천히 움
직인다. 그러나 뜨거운 방에 있는 분자들 중에는 차가운 방에 있는 
분자들의 평균속도보다 더 천천히 움직이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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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 방에 있는 분자들 중에는 뜨거운 방에 있는 분자들의 평균속도

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것들이 있다. 이제 칸막이 벽에 작은 문이 있
고 그 작은 문을 작은 악마가 통제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작은 악
마는 차가운 방에 있는 고속의 분자가 문 근처로 오면 문을 열어 뜨

거운 방으로 보내고, 뜨거운 방에 있는 저속의 분자가 문 근처로 오
면 문을 열어 차가운 방으로 보낸다. 악마가 문을 이런 식으로 조절
하면 뜨거운 방에 있는 분자들의 평균속도는 올라가고, 차가운 방에 
있는 분자들의 평균속도는 내려갈 것이다. 즉, 뜨거운 방은 더 뜨거
워지고 차가운 방은 더 차가워진다. 이렇게 열이 차가운 물체에서 뜨
거운 물체로 전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진화론적 설명에 나타난 이야기와는 달리, Maxwell의 악마이야기

는 순전히 사변적이며 그 진리성을 우리는 전혀 확신할 수 없다. 
Brown이 말 하듯이, “악마는 본질적으로 가능한 존재가 아니다” 
(1994: 23). 그러나 이 예가 정말로 Brown의 철학적 논점에 부합하
는지는 의문스럽다. 즉, 우리가 이야기식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설명
항의 진술들이 진리라고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예시하는지 재고

해볼 필요가 있다. 내가 보기에, Maxwell의 악마이야기는 애초에 어
떤 현상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만약 악마이야기가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이라면 설명된 현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Maxwell은 애초에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작은 악마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다. 그렇다
면 그가 악마이야기를 한 의도는 무엇인가? 놀랍게도, Brown은 어떤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주기 위해 Maxwell이 악마이야기를 꾸며
냈다고 주장한다. 

이 연습의 목적은 상상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어떻게 상상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악마이야기는 통계적이고 엔트로피가 
감소할 가능성을 허용하는 Maxwell의 제2법칙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
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다. Maxwell의 악마는 운동이론의 몇몇 
결론들이 개연성을 갖게 해주고, 운동이론이 수용되는 것을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해주며,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
여준다. (199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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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int of the whole exercise is to show that what was 
unthinkable was not so unthinkable after all; it is, we see on 
reflection, not an objection to Maxwell's version of the second law 
that it is statistical and allows the possibility of a decrease in 
entropy. Maxwell's demon helps to make some of the conclusions 
of the theory more plausible; it removes a barrier to its acceptance. 
It shows how something is possible after all. (1994: 23) 

Brown의 위 주장이 옳다면, Maxwell의 작은 악마 이야기는 어떤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미 일어난 현상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다. 따라서 악마이야기는 이
야기식 설명의 예가 아니다. 왜냐하면 설명이란 이미 발생한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를 납득시키는 행위이지 발생하지도 않은 사건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Brown이 제시한 Darwin의 예나 Maxwell의 예 모두 이야기식 설명
에 부합하는 사례라고 볼 수 없다. Brown은 부적절한 예를 들어 이
야기식 설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한 셈이다. 그러나 이 논문의 
목표는 Brown이 제시한 예들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설명항에 있는 진술들이 진리라고 믿지 않아도 설명행위가 

가능하다는 Brown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III. 믿음과 설명행위
이 절에서는 설명항의 진술들이 진리라는 것을 믿지 않고도 피설

명항을 설명할 수 있다는 Brown의 철학적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입
증해 보겠다. 현재의 사자가 어쩌다 사나워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다
음의 이야기식 설명을 생각해 보자. 우주가 탄생하고 나서 첫 날에 
사악한 악마가 지구를 만들었고, 둘째 날에 인간을 만들었고, …, 다
섯 째 날 온순한 사자들을 만들었다. 인간들이 온순한 사자들을 모두 
죽 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재미로 죽 다. 그래서 사악한 악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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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나운 사자들을 만들었다. 
왜냐하면 사악한 악마는 인간들이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현재의 사자들이 왜 사나운지를 설명
하고 있다. 직관적으로 볼 때, 이런 설명에는 뭔가 불합리한 면이 있
다. 그러나 Brown의 주장이 옳다면, 이런 설명도 합리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시된 이야기가 진리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없

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Brown의 견해가 옳다면, 어떤 이야기든 다 
통용될 수 있고, 설명에 관한 무정부주의가 려오게 된다. 
나의 위 비판에 Brown은 어떻게 응수할까? 현재의 사자들이 어쩌

다 사나워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위의 사악한 악마 이야기와 진화론

적 설명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응수할지 모르겠다. 즉, 우리는 
진화론적 이야기가 경험적으로 적절하다고(empirically adequate) 믿
음에 반해 사악한 악마이야기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 이론이 경험적으로 적절하다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이론이 진리라고 믿지 않아도 현상을 아무런 문제없이 설

명할 수 있다. Brown에 제시함직한 이런 응수를 van Fraassen은 기
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가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은 수용
(acceptance)에 대한 그의 언급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그래서 수용은 신념뿐만 아니라 다짐도 연루시킨다. 수용은 우리가 
추구하는 설명의 조건을 결정한다. 강한 수용은 설명자의 역할에 대
한 그 사람의 가정에서, 권위를 가지고 질문에 답을 하려는 의지에서 
표출된다. (van Fraassen, 1980: 12) 

Thus acceptance involves not only belief but a certain 
commitment. ... It determines the terms in which we shall seek 
explanations. If the acceptance is at all strong, it is exhibited in the 
person's assumption of the role of explainer, in his willingness to 
answer questions ex cathedra. (van Fraassen, 1980: 12) 

van Fraassen에게 있어서, 어떤 이론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 과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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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경험적으로 적절하다고 믿는다는 것을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설명자는 과학이론이 경험적으로 적절하다고 믿기만 하더라도 그 이

론을 이용하여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van Fraassen에 
의하면, 우리는 이론을 동원하여 현상을 설명할 때 그 이론이 진리라
고 믿지 않아도 된다.
어떤 이론을 진리라고 믿지 않고도 그 이론을 이용하여 현상을 문

제없이 설명할 수 있다는 van Fraassen의 주장은 과연 옳은가? van 
Fraassen의 주장과는 반대로, 나는 어떤 이론이 (최소한 근사적으로) 
진리라고 믿지 않고서는 그 이론을 이용하여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고 믿는다. 즉, 정상적인 설명행위에는 설명에 동원된 이론이 최소한 
근사적으로 진리라는 믿음이 내재되어 있다. 다음 두 문장을 연달아 
발화하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자. 

(A) 위로 던져진 돌은 떨어진다. 왜냐하면 돌과 지구 사이에 중력
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B) 돌은 위로 던져지면 항상 떨어진다고 믿어도 되지만, 돌과 지
구 사이에 중력이 작용한다고는 믿을 필요가 없다.

van Fraassen은 위로 던져진 돌이 왜 떨어지는지 설명하기 위해 
(A)를 발화해야 하고, 구성적 경험론에 충실하기 위해 (B)를 발화해
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A)와 (B)를 연달아 발화하는 언어행위는 이
상하다. 왜냐하면 돌과 지구 사이에 중력이 작용한다고 믿어야만 (A)
를 발화할 수 있는데 (B)를 발화할 때 그 믿음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A)와 (B)를 연달아 발화하는 것은 모순을 범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이끌 수 있는 철학적 교훈은 무엇인가? 내가 보기에, 설명

을 하는 행위에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설명자가 설명에 동원된 이론

(이하 설명이론)을 최소한 근사적으로 진리라고 믿어야한다. 이 점은 
과학에서 설명이 이루어질 때 설명자와 피설명자 간에 어떤 일이 진

행되는지에 대한 큰 그림으로부터 좀더 명확히 도출될 수 있다. 피설
명자 쪽부터 살펴보자. 피설명자가 설명자에게 무엇을 설명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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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할 때, 피설명자는 어떤 정보를 획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피설명자는 아무 정보에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근사적으로 진리인 정보를 획득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피설명자가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설명자는 최소한 자신이 근사적으로 진리라고 
믿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설명자가 자신도 믿지 않는 정보를 내놓
으면 피설명자는 그의 인식적 목표를 달성할 기회가 애초에 주어지

지 않는다. 이점을 피설명자는 잘 알고 있다.
이제 설명자 쪽을 살펴보자. 설명자가 피설명자에게 설명을 제공할 

때, 설명자는 피설명자가 최소한 근사적으로 진리인 정보를 획득하려
는 인식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설명자 자신이 최
소한 근사적으로 진리라고 믿는 정보를 제공하기를 피설명자가 기대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설명자가 자신도 믿지 않는 정보를 습
관적으로 남들에게 제공하고, 설명자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피설명자가 나중에 발견하면 피설명자는 더 이상 설명자로부터 

설명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설명자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남들로부터 기피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과학에서 피설명자가 설명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설명자가 피설

명자에게 설명을 제공할 때 설명자와 피설명자 간에 위와 같은 일이 

진행된다고 나는 믿는다. 여기서 설명행위에 대해 중요한 철학적 논
점을 도출할 수 있다. 설명자가 어떤 현상을 설명한다는 것은 피설명
자의 인식적 목표를 인지하고 자신이 (근사적으로) 진리라고 믿는 정
보를 제공하여 피설명자가 그의 인식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

와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몇 가지 예를 제시하여 제대로 된 설명행위
에 설명이론이 근사적으로 진리라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내 보자.
두 구 모델(two-sphere model)을 생각해 보자. 두 구 모델에 의하

면, 우주는 지구와 천구라고 하는 두 개의 큰 구로 이루어져 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 있으며, 천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를 중심
으로 돈다. 행성은 지구와 천구 사이에 있으며 지구의 주위를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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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은 천구에 붙박이처럼 붙어 있다. 두 구 모델을 근사적으로 진리라
고 보아야 할지 완전히 허위라고 보아야 할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한편으로는, 두 구 모델은 천구와 같은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한
다고 가정한다. 또 한편으로는, 행성의 순서에 대해 옳은 주장을 한
다. 다른 단어와 마찬가지로 ‘근사적 진리’라는 단어도 모호하여 정
도를 허용한다. 따라서 경계선에 있는 경우들이 있다. 나는 여기서 
편의상 두 구 모델이 근사적으로 조차 진리가 아니라고, 즉 완전히 
허위라고 가정하겠다.

20세기까지만 해도 항해사들은 두 구 모델을 이용하여 세계를 항
해했다. 그들은 두 구 모델을 이용하여 천체의 위치를 정확히 ‘예측’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항해사들이 두 모델을 이용하여 천체
의 위치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 구 모델이 최소
한 근사적으로라도 진리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별은 천
구의 축을 한 시간에 15도씩 돈다. 왜냐하면 별은 천구에 꽉 박혀있
고, 천구는 한 시간에 15도씩 돌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을 발화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천구가 실제로는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
이다. 물론, 그들은 수평선에 대비해서 별들의 위치를 예측하는데 두 
구 모델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증명하는 것이라고는 예측
행위가 설명행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뿐이다. 즉, 예측자는 현
상을 예측하기 위해 그가 사용한 과학이론을 근사적으로 진리라고 

믿을 필요가 없지만 설명자는 설명하기 위해 그가 사용한 이론을 근

사적으로 진리라고 믿어야만 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Einstein이 광자의 속성을 이용하여 광전

효과를 설명했고 그런 설명을 마친 후 광자는 존재한다고 덧붙여 말

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Einstein이 설명을 끝낸 후에 ‘광자는 존재한
다.’고 덧붙여 말한다고 해서 광전효과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가 증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Hacking은 지적한다(1983: 54). Hacking이 보기
에, 이 사례는 다음 과 같은 철학적 논점을 시사한다. 즉, 광자가 존
재한다는 주장이 광전효과에 대한 설명의 일부가 아니며, 광자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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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끌어들이면 광전효과가 잘 설명된다고 해서 광자가 정말로 존

재한다는 주장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 나는 여기서 Hacking의 입장
을 반대한다. 내가 보기에, 위 사례는 광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광
전효과를 설명하는 행위의 필수 불가결한 구성성분이라는 점을 증명

한다. Einstein은 광전효과를 설명하는 와중에 광자가 존재한다는 주
장을 이미 해버린 것이다. 광자가 존재한다고 설명이 끝난 후에 덧붙
여 말하는 것은 그가 설명하는 도중에 이미 말해 버린 것을 반복하

는 것에 불과하다. 광자가 존재한다고 덧붙여 말한다고 해서 광전효
과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증진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같은 말을 
되풀이 한다고 해서 원래 이해되지 못했던 것이 이해되는 것은 아니

기 때문이다.
설명자는 설명이론을 믿어야 설명행위를 할 수 있고, 피설명자도 

설명이론을 믿어야 현상이 발생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 나의 이 
주장은 이야기식 설명에 대해 어린이가 취하는 태도와 어른이 취하

는 태도의 차이점에 의해 강화된다. 어린이는 동화를 좋아하지만 어
른은 좋아하지 않는다. 어린이는 사악한 악마가 사나운 사자를 만들
게 된 앞에서의 이야기와 같은 불합리한 설명을 듣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어른은 이런 식의 설명은 지루할 뿐이라며 즉각 거절
해 버릴 것이다. 왜 이야기식 설명이 어린이에게는 흥미진진하지만 
어른에게는 지루한 것일까? 나의 대답은 간단하다. 어린이는 동화 속
에 나오는 사물들과 등장인물들이 진짜라고 믿는 반면, 어른은 그런 
것들은 상상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앞의 사악한 악마 
이야기를 어린이와 어른에게 각각 들려주고 “이제 왜 사자가 사나운
지 알겠습니까?”라고 질문했다고 가정해 보자. 어린이는 “예, 이제 
알겠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어른은 “비싼 밥 먹고 할 일
이 그렇게 없냐?”라고 소리칠 것이다. 어린이와 어른이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린이는 이야기를 믿음에 반해 어른은 믿지 않

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현상을 이해하여 의구심으로부터 벗어나
기 위해서는 설명에 동원된 이야기나 이론이 (근사적으로) 진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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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어야 한다. 즉, 피설명자는 설명이론을 진리라고 믿어야만 기이한 
현상을 볼 때 우리가 갖는 의아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나의 입장을 오해하고 비판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미리 확실히 

집고 넘어갈 것이 두 가지 있다. 첫째, 나는 어떤 이론이 현상을 설
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근사적으로 진리이어야만 한다고 나는 주장

하지 않는다. 어떤 이론이 근사적으로 진리이지 않더라도 현상을 설
명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는 기꺼이 받아들인다. Copernicus가 지동
설을 주창하기 전, 두 구 모델은 별들이 왜 서쪽으로 한 시간에 15
도씩 움직이는 적절히 설명했었다. 이런 설명이 적절한 설명이 아니
라면 과연 현재의 과학적 설명들이 적절한지 의심이 생길 수 있다. 
설명자는 설명이론을 근사적으로 진리라고 믿어야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나의 주장은 설명행위에 대한 주장이지 설명 그 자체

에 대한 주장이 아니다. 설명행위는 설명자가 입을 벌려서 문장을 발
화해야 존재하는 것이지만, 설명 그 자체는 논증이기 때문에 설명자
가 존재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사에서 완전히 허위
인 과학이론들이 현상을 잘 설명했다고 지적하면 이 논문의 핵심주

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둘째, 나는 설명자가 설명항의 진술들을 믿는다고 해서 설명이 적

절하게 된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어떤 사람이 앞에서 언급된 사악
한 악마와 사자의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믿을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해도 그 이야기가 적절한 설명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부적절
한 설명으로 남을 수 있다. 따라서 설명자가 설명이론을 진리라고 믿
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설명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나의 입장을 거

부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나는 설명의 적절성에 대해 어떤 주장
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행위의 적절성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설명자의 설명행위가 적절하기 위해서는 설명이론이 최소한 근사

적으로 진리라고 믿어야 한다는 나의 주장이 옳다고 가정해 보자. 그
렇다면 반실재론자는 딜레마에 빠진다. 반실재론자가 어떤 현상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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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다고 가정해 보자. 반실재론자는 설명을 마친 후 설명이론이 근
사적으로 진리라고 믿지 않는다고 피설명자에게 공표하거나 하지 않

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공표하면, 위에서 지적했듯이, 이
상한 언어행위를 하게 되어 피설명자를 당혹스럽게 만들 것이다. 공
표하지 않으면, 피설명자에게 인식적으로 무책임한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설명이론이 근사적으로 진리라고 믿지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이다. 반실재론자는 설명이론이 근사적으로 진리라고 믿
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피설명자가 알아차리면, 피설명자는 더 이
상 반실재론자에게 어떤 현상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

다. 피설명자의 인식적 목표는 근사적으로 진리인 이론을 획득하는 
것인데, 반실재론자로부터는 자신의 인식론적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
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 반실재론자는 과학이론을 이
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현상을 설명해 줄 때, 이상한 언어행위를 저지
르거나 인식적으로 무책임한 행위를 저지른다. 이 딜레마로 인해 반
실재론자는 과학이론을 이용하여 우리를 의아하게 하는 주위의 현상

을 설명할 수 없다. 
아마 반실재론자는 자신의 철학적 입장이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

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반실재론자는 실재론자의 입장도 마찬가지
로 곤경에 처해 있다고 반격할 것이다. 현대 물리학 이론들은 대개 
이상화(idealization)를 담고 있다. 즉, 이런 이론들은 현실세계와 딱 
들어맞는 것이 아니라 이상세계와 딱 들어맞는다. 따라서 이런 이론
들은 고안해낸 사람조차 진리라고 믿지 않는다. 따라서 실재론자도 
이런 이론을 이용하여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재론자도 
고안자와 마찬가지로 이런 이론이 진리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 
논증은 흥미로운 반론으로서 실재론자가 적절히 응수해야만 한다. 실
재론자는 어떻게 응수할 수 있을까? 
이상화를 담고 있는 물리학 이론이 완전히(completely) 진리는 아

니지만 근사적으로 진리라고 응수할 수 있다. 즉, 이론과 딱 들어맞
는 이상세계가 현실세계에 가깝다면, 그 이론은 근사적으로 진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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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상기체의 법칙이 이상기체에 대해 딱 들
어맞고, 이상기체가 현실기체와 근접한다면, 이상기체의 법칙은 근사
적으로 진리이다(Psillos, 1999: 277). 내가 보기에, Cartwright는 이상
화를 담고 있는 물리학이론이 근사적으로 진리라는 Psillos의 주장에 
동의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물리학 이론의 모델이 현실세계에 
근접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론이 실재를 다룰 때는 언제나 근접과 조절이 필요하다. 
(Cartwright, 1983: 13) 

Approximations and adjustments are required whenever theory 
treats reality. (Cartwright, 1983: 13) 

이상화를 담고 있는 물리학이론이 근사적으로 진리일 수 있다는 

Psillos와 Cartwright의 견해가 옳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실재론
자는 반실재론자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곤경에 처한 것은 아니다. 
실재론자는 물리학이론을 이용하여 현상을 설명한 후, 그 이론의 모
델이 주장하는 바와 비슷한 대상이 현실세계에 존재한다고 첨언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실재론자는 물리학 이론이 이상화를 담고 있더라
도 근사적으로 진리라고 믿을 수 있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이론
을 이용하여 현상을 설명해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IV. 결론 
이야기식 설명이건 비이야기식 설명이건, 정상적인 설명행위에는 

설명항의 진술들이 (근사적으로) 진리라는 믿음이 내재되어 있다. 즉, 
설명항의 진술들이 (근사적으로) 진리라고 믿지 않고서는 우리는 현
상을 정상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의아하게 만
드는 많은 현상들이 있다. 예를 들어, 위로 던져진 돌은 왜 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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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는 과학이론을 이용하여 이런 현상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함
으로써 그 사람의 의아심을 풀어주고,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설
명을 받아 우리의 의아심을 푼다. 반실재론자는 과학이론이 근사적으
로 진리라고 믿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를 의아하게 만드는 현상을 과
학이론을 동원하여 남들에게 설명해줄 수 없다. 설명이론을 믿지 않
으면서 현상을 설명하면 이상한 언어행위를 저지르거나 인식적으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실재론자는 
남들로부터 현상에 대한 설명을 받아 의아심을 떨칠 수도 없다. 왜냐
하면 우리는 설명이론을 믿을 때만 현상이 발생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믿는 자(실재론자)만이 의아심을 일으키
는 현상을 남들에게 설명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설명을 받
아 의아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반실재론을 버
리고 실재론을 채택해야만 하는 여러 실용적인(pragmatic) 이유들 중
의 하나이다. 다른 실용적인 이유들은 차후에 다른 논문에서 논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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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Narrative Explanation in Science

 Park, Seung-Bae
1)

Narrative explanation is widely used in some fields of science. 
Yet, it has not received adequate attention from philosophers of 
science. In narrative explanation, an explanandum is explained by a 
narrative in which it is embedded. This form of scientific 
explanation is different from a deductive-nomological form of 
explanation or a causal form of explanation. Brown claims that 
when we give a narrative explanation, we do not have to believe 
that an explanatory narrative is true. I argue that a coherent act of 
giving an explanation, in a narrative or non-narrative form, requires 
that we believe that explanatory statements are true, at least 
approximately true. 

My thesis has an important implication on the debate between 
scientific realists and anti-realists. It will be shown, contrary to the 
anti-realists, that a scientific theory cannot be used to explain 
phenomena unless the explainer believes in the first stage that it is 
approximately true. 

Keywords: Scientific Explanation, Scientific Realism, Narrative 
Explanation, Darwin, Max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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