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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본 논문은 과학적 개념과 개념 변화를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 개념이 

표상하는 존재론적 범주에 관한 지식을 중요하게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개념들은 존재론적으로 상이한 범주들과 연관될 수 있고, 그러한 존재론적 차

이들은 일상 언어에 반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인지 과정과 개념 학습 과

정에 향을 미친다. 존재론적 범주가 과학적 개념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이

유는 그것이 개념 변화에 관해 더 나은 이해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단지 대상 

개념들 사이의 분류학적 전환이 아니라 대상과 사건이라는 주요 존재론적 범

주들을 가로지르는 존재론적 전환을 동반한 개념 변화는 매우 흥미로운 과학 

혁명의 한 양식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분류학적 전환으로서의 과학 혁명이라

는 쿤의 통찰이 존재론적 전환으로서의 과학 혁명이라는 관점으로 일반화될 

수 있다고 결론내린다. 

* 논문의 수정을 위해 유익한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이 연구

는 2015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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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입

토마스 쿤은 혁명의 편재를 주장했다.(Kuhn 1970) 과학이 발달해온 역

사는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누적적이지 않은 혁명적 사건들로 가득 차 있으

며, 혁명 이후 과학자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보게 된다고 쿤은 

주장했다. 과학 혁명의 핵심 특징은 패러다임 간 공약불가능성에 있다. 쿤

의 역사 이해와 그것의 철학적 함축은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쿤

은 마지막까지 공약불가능성이라는 역사적 현상을 해명하고자 애썼다. 후

기 저술에서 쿤은 공약불가능성 논제가 불러일으킨 상대주의의 우려를 불

식시키기 위해 형태 전환과 개종 경험의 비유를 포기했다. 그 대신, 그는 과

학 혁명의 본질적인 특성이 혁명 이후 과학자들이 유사성 관계를 다른 방식

으로 재개념화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쿤의 후기 철학에서 공약불가능성은 

국소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재규정되며, 의미 변화를 겪게 되는 용어들은 

분류적 용어로 불리는 일부 용어들에 국한된다.(Kuhn 1991) 쿤의 사상이 

이렇게 발달해오면서, 패러다임 전환으로 특징지어지던 과학 혁명은 분류

학적 용어들이 가리키는 대상들의 재배치를 포함한 ‘분류학적 전환’(taxonomic 

shift)으로 재정식화된다.(Kuhn 2000) 오래된 분류체계와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분류체계에 기초한 이론으로의 변환이 혁명의 특징으로 자리잡으

면서, 공약불가능성은 분류 체계의 어긋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번역불가능

성으로 재정의되었다. 

공약불가능성 논제는 합리성, 진보, 실재론과 관련해 수많은 논쟁들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관해서는 아직도 다루어야할 문제들이 많다. 그러나 본 

논문은 과학혁명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둔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

은 과학 혁명을 분류학적 전환으로 특징지은 쿤의 시도를 확장하고 일반화

하고자 한다. 분류학적 전환은 대상 개념들의 위계적 구조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이지만, 어떤 대상 개념은 그것과는 존재론적으로 다른 과정 개념으로 

전환될 수도 있으며, 그러한 존재론적 전환은 혁명적 변화의 흥미로운 한 

가지 양식일 수 있다. 더 나아가, 분류학적 전환은 존재론적 전환의 특수한 

사례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분류학적 전환보다는 존재론적 전환이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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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을 특징짓는 더욱 일반적인 준거가 된다. 이 같은 논의는 과학적 개념

의 본성에 관해 흥미로운 함축을 갖는다. 과학 혁명이란 과학적 개념들의 

존재론적 지위에 변경이 가해지는 것인 만큼, 나는 과학적 개념의 이론이 

개념이 표상하는 존재론적 범주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대상과 사건 사이의 존재론적 구분을 도입하고 그

것이 인지 과정에 끼치는 향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다. 3절에서는 

존재론적 범주를 표상하는 정보가 개념 내에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4절에서는 존재론적 범주와 그 차이가 과학적 개념을 다룰 때 왜 

중요한지 다룬다. 5절과 6절에서는 각각 개체발생적 개념 변화와 계통발생

적 개념 변화에서 존재론적 전환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7절에서 과학 혁명

이 일반적으로 존재론적 전환으로서의 특징지어질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Ⅱ. 대상과 사건: 주요 존재론적 범주들과 인지 과정

1. 이론적 구분

개념은 세계 속의 사물이나 과정을 표상하는 데 사용된다. 어떤 개념들

은 나무나 새와 같은 대상들을 가리킨다. 어떤 개념들은 번개와 같은 사건

을 가리키고, 다른 개념들은 과정이나 인과적 메커니즘을 표상하기도 한다. 

일상적 개념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개념은 다양한 존재 방식들을 표상하고 

그럼으로써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도록 돕는다. 상이한 개념들은 상이한 

범주들을 표상한다. 

흔히 대상과 사건1)은 두 가지 주요 존재론적 범주로 간주된다. 이 둘이 

1) 본 논문에서 “사건”으로 불리는 존재론적 범주는 사실 매우 넓은 범위의 존재론적 범

주를 뜻하며, 상태, 과정, (좁은 의미의) 사건, 활동, 상호작용을 하위범주들로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을 위해, 사건은 대상 범주에 대별되는 가장 큰 범주의 이

름을 통칭하며, 세부적인 차이는 이 논문의 중심 논제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상태, 과정, 사건의 구분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만 언급하고자 한다. 
상태는 어떤 대상이나 계가 특정 시점에 있는 어떤 사정(status)이나 조건(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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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어떻게 이해되는지 살펴보자.(Casati and Varzi 2010; Chen 2007; 

Chi 1992; Keil 1979) 먼저, 대상과 사건은 존재의 양태가 다르다. 대상은 

존재하고 작용하는 반면, 사건은 일어나거나 발생한다. 둘째, 둘은 시공간

과 관련 맺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대상은 공간 안의 특정한 위치를 점유한

다는 점에서 공간적이지만, 선명한 시간적 경계를 가지지는 않는다. 시간을 

관통하는 존재의 지속성으로 인해, 우리는 시간의 차원과 독립적으로 대상

들을 기술할 수 있다. 반면, 사건은 특정한 위치를 점유하지 않는다. 사건은 

시간을 관통해 지속하지 않고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한 위상에서 다른 

위상으로 변화한다. 셋째, 대상은 공간 점유에 관해 유일성 조건과 배타성 

조건을 만족한다. 유일성 조건이란 어떤 것이 주어진 시간에 특정한 한 장

소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고, 배타성 조건이란 동일한 장소에 둘 이상이 

위치할 수 없음을 뜻한다. 만일 한 대상이 떨어져있는 두 위치에 동시에 존

재한다면 이는 유일성 조건을 위배하게 되고, 서로 다른 대상이 동일한 위

치에 놓인다면 이는 배타성 조건을 위배한다. 이에 반해, 사건은 유일성 조

건과 배타성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사건이나 과정은 주어진 시간에 둘 

이상의 장소에 있을 수 있고, 둘 이상의 사건이 같은 역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넷째, 대상 범주는 추가적으로 세분화될 수 있는 위계적 구조를 가지

는 반면, 사건 범주가 전반적으로 위계적으로 세분화될 수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대상 범주가 위계적으로 조직되는 한 가지 가능한 방식은 다음과 같

다. 대상은 자연물과 인공물로 나눌 수 있고, 자연물은 다시 생명체, 화학물 

등의 하위범주들로 나눌 수 있고, 각 하위범주들도 추가적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2) 

을 말한다. 과정은 시간에 따른 상태의 연속적인 변천 혹은 상태의 시간적 계열이다. 
과정은 시간의 함수로서 주어지며, 각 시점에서 특정한 위상 혹은 상태를 가진다. 만일 

우리가 어떤 과정에서 종결점이나 최종점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좁은 의미에서 “사건”
이라고 부를 수 있다. 사건들은 대개 직접 셀 수가 있다.(“나는 산 정상에서 해돋이를 

세 번 보았다.”) 상태 변화의 하부과정들이 동일한 종류라는 점에서 균질적인 경우는 

과정으로, 상이한 하부과정들로 이루어진 이질적인 경우는 사건으로 구분하기도 한

다. 
2) 본 논문의 목표는 형이상학적 존재론의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지 않다. 이 글은 사람들

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존재론적 범주들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가

지며, 그러한 존재론적 믿음이 인간의 인지 과정에 깊숙이 개입함을 보임으로써,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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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존재론적 범주와 문장의 변칙성

존재론적 범주들과 그 차이에 관한 우리의 믿음은 여러 차원에서 인지 

과정에 향을 미친다. 존재론적 믿음이 문장의 이해에 끼치는 향을 다음

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다음 두 가지 문장을 비교해보자. 

(A) “우유는 빨갛다”

(B) “참새는 한 시간 가량이다(an hour long)”

두 문장에 대해 그것이 참인지, 그리고 뜻이 통하는지 묻는다고 해보자. 

우리는 (A)라는 문장이 거짓이지만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반면 (B)

이라는 문장은 말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특정한 용어와 

술어의 조합을 제시하고, 그것이 뜻이 통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언어적 서술가능성(linguistic predicability) 시험 혹은 이해가능성 

(sensibility) 시험이라고 부른다.(Keil 1979; 1983; Chi 1992) 여기서 우리

는 어떤 용어에 결합된 술어의 서술가능성은 문장의 진리값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특정한 문장이나 용어-술어 조합이 변칙적(anomalous)

이라거나 뜻이 통한다고(sensible) 판단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유력한 답변은 우리의 “존재론적 지식”3)에 호소한다.(Keil 1979) 존

재론적 지식이란, 세계에 어떤 종류의 존재들이 혹은 어떤 범주들이 있는지

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데, 이 믿음이 의미론적 지식과 개념적 지식을 규제

한다. 카일에 따르면, 명사와 술어가 서로 다른 존재론적 범주를 나타내는 

경우, 그러한 명사-술어 조합은 변칙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설명을 위

해서는 먼저, 각 용어와 술어들이 동일한 존재론적 범주를 나타내는지 아니

론적 범주가 개념을 다루는 이론틀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함을 주장한다. 더 나아

가, 과학적 개념들이 존재론적 범주와 접히 연관되어 있다면, 과학 혁명은 (그것의 

요체가 혁명적인 개념 변화인 한) 존재론적 전환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이때, 존재론적 지식이란 정당화되었음을 반드시 의미하지 않는다. 그 대신, 세계의 존

재론적 범주들에 관한 사람들의 믿음의 표현, 혹은 그들이 지식으로 간주하는 것을 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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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상이한 범주를 나타내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동일한 존재론적 범주

를 나타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특정한 용어-술어 결합이 뜻이 통한다거나 통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언어 

사용과 관련된 추가적인 요소들의 고려를 필요로 하므로, 존재론적 지식으

로부터 직접 따라나오는 것은 아니다. 카일에 따르면, 양자는 서술가능성 

지식, 즉 어떤 부류의 술어들이 어떤 부류의 용어들과 말이 되게 결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위계적으로 구조화된 지식을 매개로 연결된다. 서술가능성 

지식은 ‘서술가능성 나무’의 형태로 잘 요약될 수 있다. 

서술가능성 나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전제하고 있는 범주 이론

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카일은 러셀의 이론과 라일의 이론의 종합

으로 간주될 수 있는 소머즈(F. Sommers)의 범주 이론을 채택한다. 이 이

론들은 모두 포괄(span)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고, 또한 서술가능성 나무도 포괄 개념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포괄은 다

음과 같이 규정된다. 

(SPAN) 한 용어와 한 술어의 결합이 유의미하고 진리값을 부여할 수 있

는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그 술어는 해당 용어를 포괄한다.

러셀의 유형 이론은 어떤 용어들이 동일한 유형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

하는데, 이에 따르면 두 용어가 동일한 술어에 의해 포괄될 때, 두 용어는 

동일한 유형에 속한다.(Russell 1913/1962) 예를 들어, ‘플라톤’과 ‘칸트’가 

‘철학자이다’라는 동일 술어에 의해 포괄되면, 두 용어는 동일 유형이다. 반

면, ‘플라톤’과 ‘산업혁명’은 ‘철학자이다’라는 술어에 대해서 동일한 유형

이 아니다. 그러나 동일 술어에 의한 포괄 조건이 너무 거칠기 때문에, 러셀

의 유형 이론은 불확정성의 문제에 직면한다. 예컨대, 동일 술어(예, ‘하얗

다’)에 의해 ‘자동차’와 ‘토끼’가 포괄될 수 있다고 해서, 둘을 동일한 유형

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단지, 특정한 그 용어에 대해서만 동일한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라일의 범주 이론에 따르면, 두 표현이나 술어가 동일한 용어(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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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를 포괄하는 경우 동일한 유형에 속한다.(Ryle 1938/1971) 만일 어떤 

표현의 범주에 대해 착각을 하고 잘못 결합하는 경우, 이는 범주 착오를 범

하게 된다.(Ryle 1949) 예컨대, 어떤 방문자가 한 대학교의 도서관, 사무실, 

강의실 등을 둘러보고는 이제 대학교를 보여 달라고 요청한다면, 그는 범주 

착오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라일의 범주 이론도 러셀의 유형 이론과 유

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예컨대, ‘흥미롭다’와 ‘하얗다’라는 술어가 모

두 토끼를 포괄하더라도, 두 술어가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머즈는 러셀과 라일의 이론을 종합한 범주 이론을 제시한다.(Sommers 

1963; 1971) 그에 따르면, 두 용어 t1과 t2에 대해, t1을 포괄하는 모든 술어

들이 t2도 포괄하는 경우 오직 그런 경우에만, t1과 t2는 동일한 유형에 속한

다. 또한, 두 술어 p1과 p2에 대해, p1과 p2가 정확히 동일한 용어 집합을 포

괄하는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p1과 p2는 동일한 유형에 속한다. 그의 이론

<그림 1> 서술가능성 나무 (Keil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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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형의 동일성을 정의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유형들 간의 관계를 설정

함으로써 범주들이 위계적 구조를 가지도록 한다. 만일 t1이 t2를 포괄하는 

술어 집합의 부분집합에 의해 포괄된다면, t2가 속하는 범주는 t1이 속하는 

범주의 하위범주가 된다. 소머즈의 이론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용어들

과 술어들이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조직화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

는, 서로 다른 두 용어를 포괄하는 교차하는 술어 집합들은 존재하지 않고, 

어떤 교차하는 두 용어 집합도 서로 다른 술어들에 의해 포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특징을 가진 서술가능성 지식은 위계적으로 조직된 서술가능

성 나무로 잘 요약된다. 

서술가능성 나무에서 각 마디는 특정한 부류의 술어나 용어를 나타내는

데, 그림에서는 편의상 두 가지씩만 나타내고 있다. 서술가능성 나무의 위

계적 구조는 상위 수준의 마디들과 하위 수준의 마디들 사이의 포함관계를 

포함한다. 아래쪽 가지에 위치한 술어들이 포괄하는 용어 집합은 더 높은 

쪽 가지에 위치한 술어들이 포괄하는 용어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예를 

들어, ‘크다(IS TALL)’는 ‘배고프다(IS HUNGRY)’가 포괄하는 모든 용어

들을 포괄하지만, ‘크다(IS TALL)’가 포괄하는 모든 용어들을 ‘배고프다

(IS HUNGRY)’가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카일은 서술가능성 지식과 존재론적 지식 사이에 동형성이 있기 때문에, 

서술가능성 나무를 존재론적 나무에 일대일로 사상(map)할 수 있다고 본

다. 동일한 술어에 의해서 포괄되는 용어 집합이 그에 대응하는 대상들의 

존재론적 범주를 가리킨다고 가정하면, 서술가능성 나무의 각 마디는 존재

론적 나무의 각 마디를 표상하며, 존재론적 나무는 존재론적 범주들의 위계

적 구조를 표상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죽었다(IS DEAD)’와 ‘배고프다(IS 

HUNGRY)’를 가지는 마디는 생명체의 범주를 나타내고, ‘고정된(IS 

FIXED)’과 ‘부서진(IS BROKEN)’을 가진 마디는 기능적 인공물의 범주

를 나타낸다. 

소머즈 식의 범주 이론, 서술가능성 지식과 존재론적 지식에 관해 살펴

보았으니, 이제 제기된 물음에 답을 할 차례이다. 어떤 용어-술어 조합은 뜻

이 통하는 반면, 어떤 조합은 변칙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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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성 판단 여부는 용어와 술어가 표상하는 존재론적 범주가 서로 일치하

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한 용어(예, 일몰)가 그것과는 다른 존재론적 범주

(예, 자동차)의 특징을 기술하는 술어(예, 무겁다)에 의해 포괄되는 경우, 그

러한 용어-술어 조합은 뜻이 통하지 않는다.(Keil 1979) 일몰은 사건 범주

에 속하고, 술어 ‘무겁다’는 물리적 대상의 범주를 포괄한다. 따라서 주어진 

현상은 명사와 술어 사이의 존재론적-범주적 차이에 의해서 설명된다. 

언어 습득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연구들은 존재론적 차이의 향에 대해 

추가적인 지지를 제공한다.(Keil 1979; Gentner 1982) 연구에 따르면, 어린

이들의 존재론적 나무는 성인의 존재론적 나무와 다르며, 아동이 성장하면

서 그들이 가진 존재론적 나무도 더욱 세 하게 발전한다. 아이들은 처음에

는 생명체와 인공물만을 구별하지만, 7세가량 되면 물리적 대상과 사건이

나 과정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그러한 존재론적 나

<그림 2> 존재론적 나무 (Keil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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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분화가 아이들의 언어 습득 과정과 상관을 맺는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명사를 배우고, 그 중에서도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를 먼저 배운

다. 그 다음, 아이들은 행동과 과정을 가리키는 동사를 배운다. 카일이 제시

한 존재론적 나무가 과학적 개념이 표상하는 존재론적 범주들을 세 한 정

도로 나타내기에 충분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존재론적 지식이 인지 과정

에 향을 미친다는 좋은 증거를 제시한다.

3. 상이한 신경학적 회로들

근래 첸(Chen 2010)은 존재론적 지식의 신경학적 기저에 대한 연구들을 

간결하게 검토하면서, 손상 연구, 뇌 상 연구, 전기생리학 연구가 사건 개

념과 대상 개념이 질적으로 다름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고 주장

한 바 있다. 뉴런 집합체에 대한 헵 이론(Hebbian theory)에 따르면, 두 신

경세포 체계들이 반복적으로 동시에 활성화되면, 둘은 서로 연합되는 경향

이 있고, 그것이 결국 뉴런 집합체라는 기능단위가 된다.(Hebb 1949; 

Bickle et al. 2012) 우리는 이 이론으로부터 상이한 언어 부류들, 예컨대 명

사와 동사는 상이한 신경회로에서 처리된다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있다. 최

근 30여 년 동안 이에 대한 상당한 증거들을 축적되어 왔다. 이 절에서는 특

히 명사와 동사의 신경학적 분리에 대한 경험 증거들을 살펴봄으로써, 그런 

실험 결과들이 대상 개념과 사건 개념이 두뇌 안에서 서로 다른 역을 통

해 표상되며, 따라서 존재론적 범주들과 그들의 차이가 신경학적 수준에서 

구현되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검토해보자.

먼저 손상 연구를 살펴보자. 손상 연구는 행동이나 인지 능력이 손상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손상된 인지 능력과 두뇌의 손상된 부위 사이의 연관성

을 확립함으로써 신경과학의 발전에서 심대한 기여를 해왔다. 다마지오는 

명사를 인출하는 능력과 동사를 인출하는 능력이 비대칭적으로 손상된 환

자들을 보고한 바 있다.(Damasio and Tranel 1993) 좌측 전방 및 중간 측두

엽이 손상된 두 환자(AN-1033, Bowell)는 명사 인출 과제를 잘 수행하지 

못했지만 동사 인출 과제를 잘 해냈다. 반면, 좌측 전운동 전두엽이 손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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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KJ-1360)은 명사 인출 과제를 해내면서도 동사를 인출하는 과제를 잘 

수행하지 못했다. 이는 명사 인출 능력이 정상이면서 동사 인출 능력이 손

상되거나, 반대로 동사 인출 능력은 정상이면서 명사 인출 능력이 손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동사 처리와 명사 처리의 이중해리는 좌측 

측두엽 피질에서는 고유명사나 보통명사와 같은 것을 처리하고, 동사는 좌

측 전두엽 피질에서 처리됨을 시사한다.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에 대한 연구에서도 일관적인 결과가 보고되었

다. 대니얼과 동료들(Daniele et al. 1994)은 명사와 동사 처리가 차별적으

로 손상된 경우를 보고했는데, 좌측 측두엽 위축증을 가진 한 환자(G.P.)는 

명사를 명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선택적으로 더 크게 손상된 반면, 좌측 

전두엽이 퇴화된 두 환자(R.A. and G.G.)는 동사의 명명과 이해 능력이 명

사에 비해 더 많이 손상되었다. 이런 보고는 명사와 동사의 이해 및 산출 능

력이 별개의 신경 메커니즘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한다. 

게다가, 명사-동사 이중해리는 PET와 fMRI를 사용하는 뇌 상 연구와 전

기생리학적 연구에 의해서도 입증되어 왔다.(Peterson et al. 1989; 

Pulvermüller, Lutzenberger, and Preissl 1999) 예를 들어, 풀버뮐러와 동

료들은 단어 읽기에 대한 사건관련 전위(ERP) 연구에서 명사는 동사보다 

후두엽 피질(시각 역)을 더 활성화시키고, 동사는 명사보다 전운동 피질

과 운동 피질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신경과학적 연구들은 명사와 동사가 상이한 신경 기저에서 처리

된다는 좋은 증거를 제공하지만, 대상-사건의 존재론적 구분에 대한 직접

적인 증거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첸(Chen 2010)은 대상-과정 구분을 명

사-동사 해리와 동일시하거나, 혹은 양자가 직접 연결된 것으로 암묵적으

로 가정했다는 점에서 다소 성급했다. 그것은 단순히 가정되어야할 것이 아

니라 입증되어야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대상과 사건의 

구분은 명사와 동사의 구분과 높은 상관성을 가진다. 명사는 대체로 대상과 

물체들을 가리키고, 동사는 대체로 행동이나 사건을 가리킨다. 그러나 대상이 

아니라 사건이나 행동을 지시하는 명사도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명사-동

사의 구분이 대상-사건의 구분과 혼동되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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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중해리(double dissociation) 현상이 존재한다는 데 한 목소리

를 내는 연구자들도 그 현상의 본성에 관해서는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중해리가 통사적인지 의미론적인지, 혹은 형태학

적이거나 음운론적 요소가 개입하지는 않는지 논의하고 있다. 게다가, 근래 

쏟아져 나오고 있는 명사-동사의 이중해리에 대한 실험과 그에 대한 해석

들을 살펴보면, 연구자들 사이의 합의를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

을 예감하게 된다. 단지 실험 결과가 엇갈린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서, 자극의 종류와 자극을 제시하는 방식, 통제된 변수들, 실험 패러다임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중해리의 본성을 밝히기 위해서

는, 자극으로 사용되는 단어의 길이, 빈도, 친숙성, 그리고 상상가능성

(imageability)의 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지만, 하나의 연구에서 모든 변수

를 통제하는 경우는 드물며, 어떤 연구들은 일부 변수들을, 다른 연구들은 

또 다른 변수들만을 통제한 채로 수행되었다. 상당수의 연구들은 그림 명명 

과제를 사용했지만, 어떤 연구들은 어휘 결정 과제나 의미 범주화 과제를 

사용했고, 다른 연구들은 주의 깊은 청취 패러다임을 사용했다. 따라서 실

험 결과와 그에 대한 해석은 각 요소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달려있다. 

몇 가지 연구들을 검토해볼 텐데, 이는 매우 선택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명사-동사 이중해리의 본성이 무엇인지 해명하는 것은 이 절에서 다

룰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중해리에 대한 어떤 

해석이 우리가 지금 그으려고 하는 존재론적 구분선을 지지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해석이 타당한지를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이다. 이중해리의 

이유가 단지 명사와 동사의 통사적 구분에 있지 않고, 대상과 움직임이라는 

의미론적 구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존재론적 구분이 신경학적 

근거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중해리에 대한 의

미론적 해석이 얼마나 타당한지 검토해야한다. 

풀버뮐러는 명사와 동사의 이중해리가 의미론적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Pulvermüller, Mohr, and Schleichert 1999) 그들의 실험에서, 

실험참여자들에게는 세 종류의 단어(시각적 명사, 행동 명사, 행동 동사)가 

주어졌다. 단어들의 길이와 빈도는 통제되었고, 실험참여자는 어휘 결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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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수행했다. 이 과제를 수행하는 실험참여자에게 특정한 문자열을 제시

하면, 실험참여자는 그것이 실제 단어인지 아니면 가짜 단어인지를 결정하

면 된다. EEG를 통해 두뇌 활동을 측정한 결과, 그들은 시각적 명사와 행동 

명사 사이에서 그리고 시각적 명사와 행동 동사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했다. 그러나 행동 명사와 행동 동사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찾지 

못했다. 이는 이중해리가 문법적인 구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의미론적 차이

에 의해서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즉, 시각화가능한 대상에 대한 언어처리와 

행동이나 과정에 대한 언어처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 결과가 

강건하게 재연될 수 있다면, 존재론적 구분에 대한 일정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상상가능성이라는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한계를 갖는다. 발견된 차이는 의미론적 차이일 수도 있지만, 상상하기 쉬

운 단어들과 그렇지 않은 단어들의 차이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대안

적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실험이나 조차도 취해지지 않았다. 따라

서 풀버뮐러의 실험은 이중해리가 의미론적 성격을 가짐을 입증하는 증거

로서 결정적이지 않다.

타일러와 동료들의 PET 연구는 단어들을 정교하게 통제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 다.(Tyler et al. 2001) 첫 번째 실험에서는, 실험참여자들에

게 네 가지 종류의 단어들을 제시하고 어휘 결정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다. 

자극으로 제시된 단어들은 상상하기 쉬운 명사, 상상하기 쉬운 동사, 상상

하기 어려운 명사, 상상하기 어려운 동사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 실험에서 

실험참여자들은 의미론적 범주화 과제를 수행했다. 의미론적 범주화 과제

란, 제시된 세 가지의 단서 단어를 읽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시된 목표 단어

가 단서 단어들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때 

자극은 네 종류로 이루어졌는데, 빈도가 높은 명사, 빈도가 높은 동사, 빈도

가 낮은 명사, 그리고 빈도가 낮은 동사 고, 단어의 길이와 상상가능성 변

수는 통제되었다. PET 실험 결과, 그들은 두 실험 모두에서 상이한 단어 종

류들 간의 어떤 신빙성 있는 차이도 발견하지 못했다. 즉, 명사와 동사는 유

사한 활성화 패턴을 보여주었으며, 구체적으로 말해 그들은 공통적으로 좌

측 전두엽과 하부 측두엽을 활성화시켰다. 게다가, 상상가능성과 빈도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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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향도 찾지 못했다. 결국, 그들의 연구는 이전의 연구 결과들이 재연

되지 않은 경우를 보고한 셈인데, 이는 이중해리가, 적어도 단어를 산출하

는 과제에 있어서는, 의미론적 성격이 있더라고 강건하고 보편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타일러는 다른 논문에서 이중해리가 명사와 동사 

사이의 형태론적 차이에서 기인할 수도 있음을 제안한다.(Tyler et al. 2004)

새피로와 동료들은 명사 처리와 동사 처리가 두뇌의 다른 부위에 국소화

되는 것은 상이한 통사적 범주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Shapiro et al. 

2006) 그들의 fMRI 연구에서 특이한 점은 그림 명명 과제, 어휘 결정 과제

와 같은 의미론적으로 기울어진 과제가 아니라 통사적으로 기울어진 과제

를 실험참여자들에게 제시했다는 점이다. 실험참여자는 짧은 구나 문장의 

맥락에서 명사와 동사를 산출하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이때 단어의 형태학

적 굴절까지 신경 써야 했으며 따라서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통사적 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첫 번째 실험에서 실험참여자들은 실제 명사와 동사 

뿐 아니라 의미가 없는 사이비 단어들로 산출하도록 했다. 두 번째 실험에

서는 구체적인 명사와 구체적인 동사, 추상적인 명사와 추상적인 동사를 산

출하도록 지시했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규칙적 굴절 어미를 가진 단어들과 

불규칙적 굴절 어미를 가진 단어들이 자극으로 사용되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명사를 산출할 때 왼쪽 전측 방추회가 활성화되는 

반면, 동사의 경우에는 좌측 전두 피질과 좌측 상두정소엽 역의 활성화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피로 등은 그들의 실험 결과가 상이한 두뇌 역이 

명사와 동사를 처리할 때 관여할 뿐 아니라 명사와 동사가 “별개의 문법적 

범주로서”(Shapiro et al. 2006, 1644) 처리됨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왜냐하면, 단어의 의미, 구체성과 추상성, 굴절의 규칙성과 상관없이 명사

와 동사가 상이한 두뇌 역에서 처리된다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다. 만일 

이 연구가 명사-동사의 이중해리가 순수하게 문법적임을 보여준 것이라면, 

대상과 사건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는 신경학적 근거를 가지지 않는 셈이다. 

첸은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신경학적 증거를 액면 그대로 수용했

다는 점에서 성급했다. 그러나 새피로 등의 연구는 명사-동사 분리가 문법

적 특징으로 환원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연구가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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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는 다양한 굴절 형태들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문법적 차이를 탐지하도

록 의도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새피로의 연구는 이중해리가 전적으

로 의미론의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의미론적 환원주의”에 대한 반례

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미론적 환원주의의 반대 증거가 제출

되었다고 해서 “통사론적 환원주의”가 따라나오는 것은 아니다. 즉, 명사-동

사의 분리가 부분적으로는 문법적 부류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점이 인정

되더라도, 의미론적 차이에도 일부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비글리오초와 동료들은 자신들의 PET 연구를 통해 단어의 의미와 내용

이 이중해리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얻었다.(Vigliocco et al. 2006) 그들은 

앞선 연구에서 사용된 것과는 다른 실험 패러다임을 사용했는데, 실험참여

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는 대신 주어진 단어를 주의 깊게 듣도록 했

다. 네 종류의 자극이 실험참여자에게 주어졌는데, 운동 명사, 운동 동사, 

감각 명사, 감각 동사이다. 특이한 점은 모든 단어들이 어떤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사건이나 과정과 관련된 단어라는 점인데, 실험자들은 그러한 방식

으로 자극 변수를 조작함으로써 의미론적 구분과 문법적 구분의 혼동을 피

하고자 했다. 자극은 친숙성, 습득 연령, 상상가능성에 대해서 통제되었다. 

실험 결과, 그들은 명사와 동사 사이에는 어떤 유의한 차이도 발견하지 못

했지만, 운동 단어들과 감각 단어들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했다. 

운동 단어들이 감각 단어들보다 좌측 일차운동피질을 더 활성화시킨 반면, 

감각 단어들은 전방 좌측 하전두회과 전방 하측두회를 더 활성화시켰다. 

이 실험의 과제가 앞선 연구들의 과제와는 다르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의 깊게 듣기” 과제는 명시적으로 어떤 산출값을 내도록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과제수행에 요구되는 과업량을 최소화한다. 따라서 비글리오

초의 실험에서는 단어의 산출이 아니라 이해(comprehension)에 관여하는 

두뇌 활동을 조사한 셈이다. 대체로 동사 산출이 명사 산출보다 더 많은 과

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제 선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

상을 명명하는 것이 흔히 행동을 명명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다. 

또한 동사와 관련된 뇌 손상을 보고한 경우가 명사와 관련된 손상 보고보다 

훨씬 더 많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동사 처리가 더 많은 과업을 요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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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Matzig et al. 2009). 예컨대, 동사는 굴절하거

나 격변화를 겪기도 하고 앞에 나온 명사의 형태에 향을 받기도 한다. 비

글리치오의 실험에서 흥미로운 것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운동 

명사와 감각 명사, 그리고 운동 동사와 감각 동사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명사

와 동사를 ‘산출’하는 데 관여하는 두뇌 활동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요인

들이 개입되겠지만, (사건과 관련되는) 명사와 동사를 단순히 ‘이해’하는 

데 관여하는 두뇌 활동의 차이는 문법적 종류가 아니라 의미론적 차이에 따

라서 발생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요약해보자. 명사-동사 해리현상은 상당히 강건해 보이지만, 뇌 상 연

구 및 전기생리학적 연구들은 이중해리 현상의 본성에 대해 일치되는 해석

을 제시하지 못했다. 발견된 차이들이 문법적 종류가 달라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단어의 의미가 달라서인지는 큰 논쟁거리이다. 이 점에서 동사와 명

사의 이중해리가 존재론적 구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론내린 첸은 성급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산출 능력과 언어 이해 능력을 

구분함으로써 약간의 긍정적 증거를 발견했다. 언어 산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미론적, 통사적, 형태론적 요소 등 총체적인 언어 능력이 필요

해 보인다. 반면, 적어도 언어를 암묵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의미론적 

차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의미론적으로 다른 언어 부류들은 상이한 두뇌 

역에서 처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존재론적 정보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우리는 개념과 관련된 존재론적 범주와 그들 사이의 범주적 차이가 인지 

과정에 향을 미치며, 상이한 존재론적 범주를 이해하는 일에 서로 다른 

신경학적 기저가 관여함을 보았다. 존재론적 범주를 표상하는 정보는 단지 

개념과 연관되어 있지 않고 개념을 이루는 정보체의 일부로서 표현된다. 그

렇다면 존재론적 범주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해명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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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예를 들어, 고양이, 우산, 해돋이는 상이한 존재론적 범주에 속한

다. 이들이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한다는 정보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고양이 

개념은 존재론적 나무에서 대상-고체-생물-동물이라는 가지에 속하고, 우

산 개념은 대상-고체-인공물이라는 가지에 속하고, 해돋이 개념은 사건이

라는 별도의 가지에 속한다. 고양이, 우산, 해돋이 개념이 서로 다른 존재론

적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각 개념이 자신과 관련된 범주를 표현

하는 방식에 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카일(Keil 1979)의 서술가능성 나무와 존재론적 나무를 떠올려보자. 서

술가능성 나무의 각 마디는 존재론적 나무의 각 마디에 대응한다. 예컨대, 

서술가능성 나무에서 {아프다, 죽었다}가 표시된 마디는 존재론적 나무에

서 생물 범주에 대응한다. 서술가능성 나무의 마디가 언어적인 형태의 술어

들의 집합으로 특징지어져 있긴 하지만, 이것은 지시대상의 여러 속성들을 

부호화하는 정보들의 집합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 정보체 가운데 특정한 

존재론적 범주에 대응하는 속성들을 존재론적 특성(ontological attributes)

이라고 부를 수 있다.(Chi et al. 1994) 이때, 존재론적 특성이란 어떤 범주

의 구성원들이 전형적으로 갖는 특성들이나 반드시 가져야할 특성들과는 

구별된다. 예를 들어, 인공물 범주에 속하는 물 주전자를 생각해보자. 물 주

전자는 반드시 주둥이가 있어야 하고, 전형적으로 철로 되어 있지만, 그런 

특징들은 물 주전자가 인공물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직접 알려주지는 않는

다. 즉, 전형적 특징이나 필수 특징이 존재론적 특성은 아니다. 

치(M. Chi)의 제안에 따르면, 존재론적 특성은 어떤 존재자가 가진 여러 

특성들 가운데 그 존재자가 특정한 범주의 구성원으로서 잠재적으로 소유

할 수도 있는 특징이다. 예컨대, “배고프다”라는 술어에 대응하는 속성, 즉 

‘배고픔’은 생명체 범주의 존재론적 특성이다. 어떤 존재자가 생명체이기 

위해서 그것이 반드시 배고플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물 범주의 대부

분 구성원들이 전형적으로 배고픈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배고픔의 속성은 필

연적 특성이나 전형적 특성이 아니다. 배고픔은 생물 범주의 구성원으로서 

잠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특징이기에, 즉 생명체들은 배고플 수 있는 바

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배고픔은 존재론적 속성이 된다. 다른 예로, “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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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is broken)”는 속성은 인공물 범주의 존재론적 특성이다. 인공물은 망

가질 수 있지만 다른 존재론적 범주의 구성원들은 그럴 수 없다. 그렇다고 

망가짐의 속성이 인공물이 되기 위한 필수 요건도 아니고, 대부분의 인공물

들이 공유하는 전형적인 속성일 필요도 없다. 요컨대, 존재론적 나무의 다

른 가지에 속한 범주는 가질 수 없고, 해당 가지에 속한 범주만 가질 수 있

는 그러한 특징들이 바로 존재론적 특성이다. 

이러한 제안에 따르면, 고양이 개념을 이루는 정보들 가운데 존재론적 

특성들에 관한 정보들은 고양이가 대상-고체-생물-동물이라는 존재론적 가

지에 속한 것임을 알려준다. 대상 범주에 속한 존재자로서 고양이는 무거울 

수 있고 검은 색일 수 있다. 생물 범주에 속함으로써 고양이는 아플 수 있고 

죽을 수 있다. 고양이들은 동물 범주에 속함으로써 졸리거나 배고플 수 있

다. 그러나 인공물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망가질 수는 없다. 마찬가지

로 우산 개념은 대상-고체-인공물이라는 가지에 속하는데, 인공물 범주에 

속함으로써 망가지거나 수리될 수 있다. 요컨대, 한 개념에 속한 존재론적 

특성들의 집합이 그 개념이 가리키는 존재론적 범주를 표현한다. 

존재론적 특성에 대한 치(Chi)의 제안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향하

지만, 문제가 없지 않다.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는 존재론적 특성들에 대한 

정보가 개념을 이루는 정보체에 포함되는지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왜냐하

면 존재론적 특성들은 어떤 존재자가 소유하고 있는 속성이 아니라 잠재적

으로 가질 수 있는 속성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존재자 X가 대상 범주

에 속하면 그것은 노란색이라는 존재론적 속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이때 X

가 잠재적으로 가질 수도 있는 이 속성이 X의 개념을 이루는 정보인지 분

명하지 않다. 

이런 약점을 치료하기 위해, 나는 특징 목록(feature-list) 모형 대신 특성-

특성값(attribute-value) 모형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어떤 존재자 X가 실

제로는 빨간색이고 가볍다고 가정해보자. 특징 목록 모형에 따라 이 정보들

을 표현하면, 대상 범주에 속하는 X의 개념은 [빨강, 가벼움, ...] 등을 포함

하는 정보체이다. 물론 X는 빨간색이 아니라 노란색일 가능성도 있고, 가

볍지 않고 무거울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를 X의 개념 안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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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시키기는 쉽지 않다. 이때, 빨간색이라는 특정한 색이 존재론적 특성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그 대상은 노란색일 수도, 초록색일 수도, 아

니면 검은 색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색이든 간에 특정한 색을 가질 

수 있는 존재자라는 데 있다. 바로 이런 상황은 스키마 이론(Minsky 1975)

이나 프레임 이론(Barsalou 1992)에서 사용되는 특성-특성값 모형을 통해 

잘 포착될 수 있다. 이 모형에 따르면, 각 특징들은 낱개로서가 아니라 특성

(attribute)과 값(value)이라는 두 수준으로 분리되어 표현된다. 예컨대, 빨

강은 색이라는 특성(혹은 차원)에 대한 특정한 값으로서 주어진다. 이때, 특

성은 세계의 특정한 측면을 나타내며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고, 특성값은 

여러 가능한 값들 가운데 하나를 지정한다. 그래서 X의 개념은 [색: 빨강, 

무게: 가벼움, ...] 등을 포함하는 정보체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개념 표현 

방식은 X가 실제로는 빨강색이지만 빨강이라는 색을 가질 수 있는 종류의 

존재자임을 드러낸다. 그 개념의 색 변수 혹은 색 특성은 노랑이라는 값을 

가질 수도 있고, 무게 변수는 무거움이라는 값을 취할 수도 있다. 반면, 대

상이 아닌 범주에 속하는 것들은 색이나 무게와 같은 특성 혹은 차원을 가

지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들은 빨간색일 수도 없고 무거울 수도 없다. 이렇

게 존재론적 특성들은 여러 특성값들을 잠재적으로 가질 수 있는 차원이나 

특성의 수준에서 정의될 수 있고, 어떤 존재론적 특성을 갖는지에 따라 그

에 대응하는 존재론적 범주가 결정될 수 있다. 

Ⅳ. 과학적 개념의 존재론적 범주와 개념 변화

과학적 개념에 대한 인지적 접근(cognitive approach)은 과학이론에 사

용된 이론적 용어의 의미론적 차원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과학적 개념도 

심리학과 인지과학에서 일상적인 개념을 다루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다루

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Thagard 1990; Cheon and Machery, 2016) 앞서 

검토한 일상적 개념을 대상으로 수행된 경험적 연구 결과는, 과학적 개념이 

일상적 개념과 질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과학적 개념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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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될 수 있다.(Giere 1992; Nersessian 2008) 인지적 접근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식을 다양하겠으나, 이 논문에서는 과학적 개념이란 과학적 탐구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과학자 공동체가 공유하는 정보집합체(information-complex)

라고 제안한다.4) 특히, 과학적 개념을 구성하는 정보들 가운데 존재론적 범주를 

부호화하는 정보들은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

일상적 개념에 대한 언어학적, 인지과학적, 신경학적 연구 결과들은 존

재론적 범주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이에 더해, 과학적 개념의 존재론적 

범주를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이유들이 또 존재한다. 우선, 그러한 고려는 

과학적 개념을 다루는 철학 문헌에서 발견되는 어떤 편향을 바로잡는데 기

여할 수 있다. 과학철학자들은 대개 대상들, 특히 자연종 개념에 논의를 집

중해왔다. 과학적 개념의 본성을 다루는 현대 과학철학 논의에서 철학자들

은 대상을 나타내는 개념과 다른 범주를 나타내는 개념들의 차이를 의식하

지 않았거나, 의식했더라도 자연종 개념만 이해하게 되면, 다른 과학적 개

념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될 것으로 가정했다. 개념이 다양한 존재론적 

범주를 표상할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환기함으로써, 과학 활동에 대한 

보다 정 한 서술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둘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존재론적 범주에 대한 고려가 개념적 변화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촉진한다는 데 있다. 여기서 개념 변화는 개체발생적 

개념 변화와 계통발생적 개념 변화로 구분해볼 수 있다. 전자는 한 개인이 

유아기로부터 성인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개념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이

고, 후자는 과학사에서 한 과학이론의 개념틀이 다른 개념틀에 의해서 대체

되는 사건을 가리킨다. 뒤따르는 두 절에서는 과학 교육에서의 개념 변화(5

절)와 과학사에서의 개념 변화(6절)를 통해, 존재론적 범주의 차이와 변화

가 개념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함을 보인다. 

4) 구체적으로 과학적 개념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x의 과학적 개념은 유관 과

학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x를 다루는 과학적 실행의 기

저에 놓인 여러 인지 과정들에서 디폴트로 사용되는 정보체이다.” (천현득 2014,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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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과학 교육에서의 개념 변화5)

학생들이 과학적 개념을 배우기 어려워한다는 사실에는 별로 새로울 것

이 없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물체의 운동에 관한 생각

을 물어본 한 실험에서, 실험참여자의 1/3 정도는 틀린 대답을 제출했는데, 

그들은 중세 자연철학에서 유행하던 임페투스 이론과 상당히 유사한 오개

념을 가지고 있었다.(McCloskey et al. 1980) 더욱이, 대학에서 하나 이상

의 물리학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중에서도 14%가 오답을 내놓았다는 점은 

놀랍다. 이는 과학적 개념을 배우는 일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과학적 개념을 배우는 것은 왜 어려울까? 과학 교사들이나 교육학자들에

게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학생들은 수업을 받으러 오기 이전에도 어떤 과

학적 주제들에 대해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즉, 학생들은 백지 상태가 

아니다. 그들은 세계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이해를 가지고 과학 수업에 참석

하며, 교사는 학생들의 선개념(preconceptions)을 과학적인 개념으로 바꾸

려 한다. 학생들의 선개념은 대개 현재의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부정확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종종 소박 이론(naive theories)이나 오개념(misconceptions)

로 불린다. 이 선개념들은 상당히 강건해서 때로는 교사들이 제시해주는 강

력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정에 저항하기도 한다. 오개념의 존재는 과학적 

개념의 학습이 어려운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6) 

그렇지만 오개념의 존재에 대한 호소는 부분적인 설명에 그칠 수밖에 없

5) 한 심사자는 이 절의 내용이 과연 본 논문의 핵심 논증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지 의문

을 제기하면서, 이 절은 논문의 주제를 특정한 분야에 응용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좋은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심사자의 평가와는 달리, 과학적 개념의 학습과 관련

된 개념 변화는 본 논문의 전체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글은 과학적 개

념과 연관된 존재론적 지식의 중요성을 그것이 개념 변화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

한다는 설명적 이득에 의해 정당화고 있기 때문이다. 
6) 물론, 오개념의 본성은 과학 교육 분야에서도 논쟁거리이다. 특히, 오개념은 이론과 같

은 정합적인 지식의 형태를 가지는지 아니면 분절화(“knowledge in pieces”)되어 있

는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McCloskey 1983; diSessa 1988; 1993) 그럼

에도 어떤 과학적 개념들이 배우기 어렵다는 사실과, 그 사실이 학생들의 오개념에 의

해서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논문388
다. 몇몇 과학적 개념은 오개념을 비교적 쉽게 대체하고 학생들에게 잘 수

용되는 반면, 어떤 과학적 개념들은 다른 것들보다 더 배우기가 어렵기 때

문이다. 따라서 오개념이 새로운 과학적 개념을 배우는데 방해가 되는 메커

니즘을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과학적 개념의 존재론적 지위는 이 문제에 

관해서도 통찰을 제공해준다. 치(Chi)와 동료들의 제안에 따르면, 학생들

이 과학적 개념을 학습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학생의 선개념이 속한 존

재론적 범주와 그에 대응하는 과학적 개념의 ‘진짜’ 존재론적 범주 사이의 

충돌에 기인한다.(Chi 1992; Chi et al. 1994) 

존재론적 범주의 충돌을 통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P1. 학생들은 교실에 들어오기 이전에도 과학적 주제에 대한 선개념을 

가지고 있다.

P2. 선개념을 구성하는 일상적 개념들과 새로 배워야할 과학적 개념들이 

존재론적으로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P3. 한 개념을 하나의 존재론적 범주에서 그와 다른 존재론적 범주로 직

접 변환하는 인지 과정은 없다. 존재론적 불일치 개념을 학습하기 위

해서는 존재론적 전환을 동반한 개념적 변화가 요구된다. 

P4. 학생들은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친숙한 학습 메커니즘을 사용하려

는 경향이 있고, 존재론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을 모르거나, 혹은 전

환해야할 대안적인 범주 자체를 모를 수 있다. 

C. 따라서 일상적 개념과 존재론적으로 다른 과학적 개념은 학습하기가 

더욱 어렵다. 

첫 번째 명제 P1은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오기 전 세계에 대해 나름의 이

해를 가진다는 것으로, 과학교사, 과학교육 연구자, 인지과학자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아동들의 선개념은 여러 역에 걸쳐 있는데, 생물 

역, 물리 역, 심리 역에 관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박한 믿음들은 

흔히 통속 생물학, 통속 물리학, 통속 심리학 등으로 불린다. 많은 인지과학

자들이 이런 믿음들의 본성에 관한 탐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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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명제 P2는 소박한 이론들에 포함된 일상적 개념들이 때로는 그

에 대응하는 과학적 개념과 존재론적으로 상이하다는 것이다. 이 명제는 모

든 과학적 개념이 선행하는 일상적 개념과 존재론적으로 불일치하다고 주

장하지 않는다. 다만, 존재론적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학습이 어렵게 됨

을 보이고자 할 뿐이다. 열(heat) 개념을 통해 존재론적 불일치를 예시해보

자. 열역학의 관점에 따르면, 열은 온도가 높은 계에서 온도가 낮은 계로의 

에너지 전이, 혹은 계들 사이에서 온도차로 인해 야기되는, 한 계에서 다른 

계로의 자발적인 에너지 흐름이다.(Schroeder 1999) 간단히 말해, 열은 에

너지 전이의 한 과정이다. 반면, 학생들이나 물리학 초심자들은 열을 어떤 

물질적 실체로 다룬다.(Reiner et al. 2000; Wiser and Amin 2001) 라이너 

등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물체 도식(substance schema)을 사용해 물

리 문제들의 해결을 시도하는데, 이때 물체란 전형적으로 거나 당길 수 

있고, 마찰을 가지며, 어떤 것에 담겨질 수 있고, 써버릴 수 있고, 정확한 위

치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 갑자기 사라지거나 나타나지 않고, 표면적과 

부피를 갖는 입자적 성질을 지니며, 질량이나 무게 등 가법적인 특징을 갖

고, 관성력을 가지고, 중력에 민감하다. 학생들은 열 개념도 그러한 물체 도

식을 통해 이해하는데, 이것이 열(heat)과 냉(cold)에 대한 오개념을 낳게 

된다. 9세 이전의 아이들은 열과 냉을 물체에 내재한 속성으로 간주하고, 

12세 이상이 되면 칼로릭과 같이 어떤 독립적인 물질적 실체로 간주한

다.(Reiner et al. 2000) 냉은 열의 부재로 이해되기 보다는 별개의 물질적 

존재자로 여겨진다. 그것은 정확한 위치를 가지고, 공간을 통해 이동하며, 

다른 물체에 도달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어떤 곳에 축적되며 담겨지는 것으

로 생각된다. 요약하자면, 학생들은 열에 대해 물질적 관점(materialistic 

conception)을 가지며, 이것이 아이들이 가진 힘, 전기, 빛 등에 대한 오개

념의 원인이 된다. 열 개념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일상적 개념과 새로이 

배우게 되는 과학적 개념이 존재론적으로 불일치하는 인상적인 사례를 제

시한다. 

세 번째 명제는 한 개념이 존재론적 지위가 다른 어떤 개념으로 변화하

는, 특별한 종류의 개념적 변화에 관련된 주장이다. 그런 개념적 변화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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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구성하는 몇 가지 특성들의 추가 혹은 삭제, 일반화, 유비 추론 등 친

숙한 인지적 메커니즘만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 그런 변화를 위해서는 존재

론적 전환이 필요하다. 즉, 새로운 과학적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 체계

의 재조직화가 일어나야 하며, 결국에는 새로운 존재론적 나무를 그릴 수 

있어야한다.(Chi 1992) 그러나 왜 존재론적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 개념 학

습이 어려운지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네 번째 명제는 학습자의 학습 전략과 존재론적 지식을 밝힘으로써, 왜 

학생들이 존재론적 전환을 동반한 개념적 변화를 어렵게 느끼는지를 설명

해준다.(Chi and Hausmann 2003; Chi and Roscoe 2002) 학생들은 평소에 

존재론적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따라서 언제 존재론적 전환이 필

요한지 알기 어렵고,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더라도 전환해

야할 범주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 아이들의 존재론적 지식은 단순한 

나무에서 더욱 복잡한 나무로 점차 성장하기 때문에, 어린 학생은 사건이나 

과정 등의 존재론적 범주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알 수도 있다. 

이것이 학습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이르면 성인과 유사한 

존재론적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존재론적 범주

를 가로질러 범주 체계를 재조직화를 해야 할지, 해야 한다면 언제 해야 하

는지는 분명치 않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첫째, 우리는 흔히 폭넓은 존재론적 

관점에서 현상을 분류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성인에게도 존재론적 전환

은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어린 아이들이 고래가 물고기가 아니라 포

유류임을 배우는 것은 사실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둘째, 친숙한 학습 과

정과 물질적 관점이 일상생활에서는 잘 작동한다. 이는 그에 대응하는 과학

적 개념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열기”가 

“빠져나가도록” 창문을 닫고, “냉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냉장고 문

을 닫는다. 물질적 관점을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 괜찮

은 설명틀을 제공하는 셈이다. 이는 우리가 그러한 학습 메커니즘과 선개념

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다. 셋째, 존재론적 전환 자체가 손쉬운 일이 아니다. 

한 개념이 표상하려는 존재론적 범주가 변화할 때면, 그 개념은 대안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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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대부분의 속성들을 승계해야하기(property inheritance) 때문에, 존재

론적 전환은 상당한 인지적 자원들을 요구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어려운 작

업이다. 

일상적 개념과 과학적 개념 사이의 존재론적 불일치에 호소하는 설명이 

과학적 개념 학습에 대한 유일하고 완전한 설명은 아니더라도, 존재론적 차

이의 존재가 하나의 중요한 인자임에는 틀림이 없다.7) 이러한 존재론적 설

명 방식은 예측이 입증됨으로써 추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존재론적 

설명은 존재론적으로 불일치하는 개념과 일치하는 개념을 배우는 데 있어

서 어떤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배워야할 개념이 선개념과 존재론

적으로 불일치하면, 그러한 선개념은 강건하고 지속적으로 저항하며, 나이

에 무관하게 분포하고, 다양한 학생들 사이에서도 폭넓게 존재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두 개념이 양립가능하면, 반대의 패턴이 예측된다. 즉, 선

개념은 강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쉽게 동화되며, 나이나 대

상에 따라서 균질적이지 않다. 이런 상반되는 패턴은 경험적 연구에 의해 

입증되었다.(Chi et al. 1994) 

또 다른 예측은 학생들이 적절한 존재론적 범주를 가지게 되면, 새로운 

과학적 개념을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예측도 교육적 개입

을 통해 입증되었다.(Slotta and Chi 2006) 슬로타가 수행한 한 실험에서, 

전기 현상에 대해 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대학생 24명이 참여

하 다. 그 중 절반은 실험군에, 나머지는 대조군에 배정되었는데, 두 집단

은 SAT 점수나 평균 학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험 방법은 

사전시험(pretest)에서 수행한 과제를 (그와 동일한 과제인) 사후시험

(posttest)에서 수행했을 때, 두 집단 사이의 차이를 보는 것이다. 사전시험

과 사후시험의 내용은 전기 회로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풀고, 이를 설명하

7) 한 심사자는 오개념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는 본 논문의 범위를 훨씬 넘는다. 우리의 과제

는 단지 학생들의 오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고 왜 어떤 오개념은 쉽게 극복되는 반

면, 일부 오개념은 그렇지 않은지를 설명하는 데 있다. 나는 이를 설명하는 데 존재론

적 지식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다른 설명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

서 존재론적 지식의 역할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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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것이다. 실험군에는 적절한 존재론을 학습하도록 했는데, 먼저 

과정이라는 존재론적 범주의 일반적 특징을 배운 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체의 팽창과 유체의 확산에 관련된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지 감각을 지니도록 했다. 대조군에서는 똑같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동일한 주제를 학습하도록 했지만, 존재론적 지식이 아니라 고체, 액체, 기

체의 일반적인 성질에 초점을 맞추어 훈련시켰다. 서로 다른 훈련과정을 거

치게 한 후, 사후시험에서 전기 회로에 대한 동일한 문제를 풀게 했다. 실험 

결과, 대조군의 실험참여자들은 사전시험에 비해서 사후시험의 결과가 나

아지지 않았으나, 실험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시험결과가 나아졌다. 특

히, 훈련시간동안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사람일수록 

사후시험에서 더 많이 향상되었다. 이는 존재론적 범주에 대한 교육이 과학

적 개념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요약하자면, 학습자는 친숙하지 않은 새로운 사물을 대하고 그에 대한 

개념을 배울 때, 그 개념에 적절해 보이는 존재론적 범주를 부여한다. 개념

은 그 범주의 존재론적 속성들은 물려받는다. 따라서 존재론적 범위의 부여

는 어떤 특성들이 개념에 저장되는지를 규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Ⅵ. 과학사에서의 개념 변화

쿤은 자신의 후기 철학에서 과학혁명을 일종의 “분류학적 전환”으로 묘

사했다. 정상과학과 과학혁명의 구분은 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의 연

결망을 재조직화하지 않고서도 일어나는 과학적 변화와 그러한 재조직화

를 동반하는 과학적 변화로서 재해석된다. 혁명에 대한 이러한 재규정의 씨

앗이 쿤의 초기 저술에서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쿤에게 개념적 구조의 

주된 역할은 사물들을 유사성 집합들로 묶어 분류하는 데 있고, 유사성에 

기반을 둔 개념 이론은 쿤의 철학 사상을 통해 성숙되어 왔기 때문이다.(천

현득 2013; Andersen 2001; Kuhn 1970) 분류학적 전환은 과학사의 혁명

적 일화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방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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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학적 전환은 분류 용어(taxonomic terms)들로 이루어진 어휘집

(lexicon) 상에서의 번역불가능한 변화를 뜻하며, 주로 대상 범주에 속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었다. 예컨대, 코페르니쿠스 혁명의 핵심 특징은 혁명 전

후로 천문학적 대상들에 대한 분류 범주들이 재배치된 것이었다. 그러나 하

나의 존재론적 범주(예, 대상)에 나타내는 개념이 다른 주요 존재론적 범주

(예, 사건)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변화한다면, 그러한 개념적 변형은 존재론

적 전환을 동반한 급진적인 개념적 변화로 이해된다. 따라서 대상 개념에서 

과정 개념으로의 변화처럼 주요 존재론적 범주를 가로지르는 주요 존재론

적 전환(major ontological shift)은 개념적 변화의 한 가지 중요한 방식을 

제시한다.8)  

열의 본성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주요 존재론적 전환을 보여주는 한 가

지 사례이다. 18세기 열에 대한 과학적 논의에서 칼로릭 이론은 지배적인 

이론이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열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리

스토텔레스주의 관점에서 열 현상은 4원소 중 하나인 불에 호소하여 이해

되었고, 가열된다는 것은 불 위에 놓인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고대의 원

자론적 입장에서도 열에 대한 관점은 크게 다르지 않아, 열이나 불은 무게

를 가진 하나의 실체로서 간주되었다.(Votsis and Schurz 2012) 세부사항

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과거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열을 일종의 물질 원소 

혹은 입자로 간주했다. 칼로릭은 열의 물질성이라는 생각을 공유했던 이론

이었다. 열의 물질성은 새로운 생각이 아니었지만, 전기나 자기, 빛과 같은 

것을 다루는 과학분야들이 성장하면서 칼로릭 이론이 발전할 수 있는 배경

을 제공했다. 18세기 당시 과학자들은 전기나 자기를 무게 없는 입자들로 

이루어진 유체로 간주했는데, 이와 유사하게 칼로릭 이론가들은 열의 물질

인 칼로릭을 무게 없는 유체(imponderable fluid)로 간주할 수 있었다. 칼로

릭은 무게가 없어서 직접 관찰할 수 없지만, 온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조

사할 수 있었는데, 물체에 칼로릭을 더하면 전형적으로 그 물체의 온도가 

8) 이 글에서 분류학적 전환이란 쿤의 용례를 따라 대상 범주 내에서의 분류 구조의 변화

를 뜻하고, 존재론적 전환은 대상과 사건 범주를 가로지르는 분류 체계 상의 변화를 포

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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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고, 칼로릭을 줄이면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칼로릭 이

론가는 화학혁명의 주인공인 라부아지에 다. 그는 흔히 연소에 대한 플로

지스톤 이론을 전복하고 산소 이론을 확립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라

부아지에의 이론에서 플로지스톤이 하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있다면, 그

것은 산소가 아니라 바로 칼로릭이었다. 그의 새로운 화학 체계 내에서 칼

로릭은 다른 원소들과 함께 하나의 원소로 간주되었을 뿐 아니라, 연소를 

포함한 모든 열 현상에 책임이 있는 원소 다.(Chang 2004; 2009) 

열의 칼로릭 이론은 19세기에 열의 운동 이론으로 대체된다. 운동 이론

은 칼로릭과 같은 특수한 실체를 가정하지 않고, 열을 일종의 에너지로서, 

즉 보통 입자들의 운동 상태에 의해서 나타나는 운동 에너지로 간주한다. 

열 현상, 특히 열 흐름은 칼로릭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물체에서 다른 물체

로의 에너지 전이로 이해된다. 역사적으로, 칼로릭 이론에서 운동 이론으로

의 변화는 쉽지 않았고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었다. 톰슨(럼퍼드 경)은 포신

을 마찰시킴으로써 무한한 양의 열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칼로

릭 이론이 갖는 문제를 보 지만, 칼로릭 이론은 그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도적인 열 이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대안 이론으로서 열의 운

동 이론이 정교한 형태로 발전하지 못한 탓도 있었지만, 열을 둘러싼 존재

론적 전환이 새로운 개념화를 쉽지 않게 만들었던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

었다.  

빛의 입자설이 파동설에 의해 대체된, 19세기 초 광학혁명은 주요 존재

론적 전환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인상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입자설과 파동설

은 빛에 상이한 존재론적 지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입자설에서 파동설로의 

변화는 단순한 형태의 믿음 갱신이 아니라 개념 변화를 동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편광(polarization) 현상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두 이론의 존

재론적 차이는 두드러진다. 입자설에서 편광은 빛 입자라는 대상의 속성으

로서 이해되었다. 빛 입자는 면(side), 즉 공간적으로 비대칭적인 모양새를 

가진 것으로 가정되었는데, 광선에 있는 모든 입자들이 질서있게 배열되어

서 한 방향을 향하는 경우에 편광이 나타난다고 여겨졌다. 반면, 파동설에

서 편광은 광선의 두 직각 요소들 사이의 위상차와 진폭 비율이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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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해된다. 입자의 면이라는 개념에서 위상차

와 진폭 비율을 포함한 과정 개념으로의 변화는 광학 혁명에서 뚜렷이 나타

나는 존재론적 전환의 사례이며, 이는 입자론자 던 허셜이 왜 파동론을 이

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설명해준다.(Chen 2003) 존재론적 전환이 

발생한다고 해서 의사소통의 가능성이나 합리적 비교의 가능성이 차단되

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친숙한 개념이 전혀 다른 존재론적 지위를 갖

게 됨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애는 과학 혁명기를 면 히 들여

다볼 수 있는 하나의 창문이 된다. 

Ⅶ. 존재론적 전환으로서의 과학 혁명

지금까지 우리는 개념에는 그것이 표상하는 존재론적 범주에 관한 정보

가 부호화되어 있으며, 과학 이론 변화시 존재론적 범주의 변경에 주목함으

로써 개념 변화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됨을 보았다. 대상과 사건의 주요 

존재론적 구분은 우리의 일상적 언어 사용에 내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약간

의 신경학적 토대도 갖는 것 같다. 그리고 존재론적 차이는 과학 교육과 과

학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개념적 변화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끝으로 나는 

과학 혁명이 분류학적 전환을 더욱 일반화한 존재론적 전환으로서 잘 이해

된다고 주장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쿤은 “과학혁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혁명적 변화를 전체

론적 변화, 의미 변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유사성 양식의 변화로서 특징

짓는다. 그래서 과학 혁명은 “과학적 기술과 일반화의 전제조건인 분류 범

주들의 변화”를 뜻하며, 이러한 변화는 “범주화와 관련된 기준의 조정일 뿐 

아니라, 주어진 대상과 상황들이 기존 범주들로 분류되는 방식의 조정”이

기도하기 때문에 전체론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Kuhn 1981, 25) 따라서, 

쿤의 후기 사상에서 과학 혁명은 패러다임 변동이 아니라 분류학적 전환으

로 특징지어진다.(Kuhn 1991/2000; 1993)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첸(Chen 2010)은 쿤이 대상 개념과 과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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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사이의 전환에 주목하지 못한 것이 뼈아픈 실패이라고 지적한다. 첸이 

보기에 쿤의 혁명 개념에는 여전히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쿤이 후기

에 와서 형태 전환의 비유를 포기했다고는 하지만, 분류학적 전환은 전체론

적인 성격을 띤다. 분류 용어들은 상호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용어의 변

화는 다른 용어의 변화를, 심지어는 연결망 전체의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

다. 그렇다면 한 분류 체계에서 다른 분류 체계의 전이는 전체론적으로 일

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양한 과학적 변동 사례를 살펴보면, 대

부분의 “혁명”은 긴 시간동안 일어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변화의 누적이

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코페르니쿠스 혁명은 150여년 이상이 걸렸다. 

둘째, 공약불가능성은 서로 다른 분류 체계를 받아들이고 있는 두 전통의 

옹호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집이 번역불가능하고, 때문에 상호간 이해가 어

렵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러나 대상 개념과 과정 개념의 관계는 쌍방향적이

기보다는 일방향적이다. 인간은 유아기 때부터 대상에 관한 핵심 지식을 습

득하고, 이런 지식은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경향이 있다. 학생들이 물체 도

식을 이용해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대상 개념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다른 존재론적 범주를 배울 수 있지

만, 원래 가지고 있던 대상 범주에 속하는 개념들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약불가능성에 어떤 방향성도 없다는 쿤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고 첸은 지적한다. 

그러나 쿤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다소 공정치 못하다. 첸은 쿤이 처한 두 

가지 문제는 대상에서 사건으로의 존재론적 변화를 (분류학적 전환이 아

닌) 또 하나의 혁명적 변화 양식으로 채택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이 점에서 나는 첸에 동의하지 않는다. 첫째, 분류학적 전환은 

전체론적 변화의 양상을 띠지만, 대상과 사건 사이의 주요 존재론적 전환은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변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는 분류학

적 전환과 대상과 사건이라는 주요 존재론적 범주들 사이의 전환이 양립불

가능하다고 전제하는 듯하다. 그러나 실제로 둘은 양립할 수 있다. 쿤의 분

류학적 전환은 대상 범주의 하위 범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존재론적 전환

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존재론적 전환이 대상과 사건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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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을 건널 것을 요구하듯, 분류학적 전환은 존재론적 나무의 일부를 재배

열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쿤 식의 분류학적 전환과 주요 존재론적 전환은 

“일반적인 존재론적 전환”의 특수한 두 양식으로 볼 수 있다. 즉, 분류학적 

전환은 일반적인 존재론적 전환의 특수한 경우로, 역으로 존재론적 전환은 

분류학적 전환의 일반화된 양식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대상 범주 내에서의 

분류학적 전환과 대상과 사건 사이의 존재론적 전환이 전환의 양상과 효과 

면에서 정확히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의 존재론적 나무가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나무로 재배치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 

둘째, 첸은 의사소통의 일방향성으로부터 공약불가능성의 일방향성을 

이끌어내고, 이것이 공약불가능성의 대칭성을 주장한 쿤의 입장과 충돌한

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공약불가능성의 대칭성과 의사소통가능성의 비대

칭성은 양립할 수 있다. 후기 쿤에서 공약불가능성은 분류 체계들의 불일치

로 인한 어휘집의 번역불가능성으로 규정된다.(Kuhn 1991; 1993) 의사소

통의 장애는 그러한 공약불가능한 어휘집들을 소유한 상이한 과학공동체 

종사자들에게 효과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공약불가능성 자체는 방향성 없

는 개념이다. 분류 체계 A와 분류 체계 B가 공약불가능하다면, 분류 체계 

B도 분류 체계 A와 공약불가능하다. 반면, 의사소통의 가능성은 단지 분류 

체계들 사이의 관계 뿐 아니라 다양한 배경지식과 실험적, 도구적 실천들이 

개입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많은 과학 혁명의 사례에서 의사소통의 장애는 

일방향적이기 쉽다.(Hong 2002) 후속 이론의 옹호자들은 앞선 이론을 이

해하지만, 반대로 앞선 이론의 옹호자들은 나중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

우들도 흔히 존재한다. 물론, 대상과 사건 사이의 관계가 그러한 비대칭성

을 일으키는 한 가지 원인일 수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일반적으로 말해, 존재론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부

담은 의사소통의 장애를 불러올 수 있고, 그것이 얼만큼 광범위하고 깊게,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는 사안 별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

서 방향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과학혁명을 일반화된 존재론적 전환으로 이

해하려는 본 논문의 시도를 방해하지 않는다. 

대상과 사건 사이의 전환을 중요하게 고려해야한다는 첸의 주장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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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것이 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충돌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오

히려 그의 지적은 분류학적 전환으로서의 과학 혁명을 존재론적 전환으로

서의 과학 혁명으로 일반화시켜야할 좋은 이유를 제공해준다. 물론, 일반화

된 존재론적 전환이란 단지 대상과 사건이라는 주요 존재론적 범주를 가로

지르는 전환 뿐 아니라 존재론적 나무에서 발생하는 재배치 전반을 말한다. 

과학 혁명이 일반화된 의미에서 존재론적 범주들의 변화라는 통찰은 여전

히 유효하다.9) 

9)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IV장 가운데 일부를 수정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일부 

내용은 그것에 빚지고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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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cientific Revolutions as Ontological Shifts

Cheon, Hyundeuk

Abstract: Different concepts may represent different ontological 

categories, and ontological differences are reflected in our ordinary 

language. In addition, there is some evidence showing that the knowledge of 

ontological categories affects our cognitive processes, including conceptual 

learning. It is claimed, in this paper, that in order to provide a better 

framework for scientific concepts and conceptual changes, we need to take 

the ontological knowledge associated with concepts seriously. Kuhn in his 

later writings characterized revolutionary conceptual changes as taxonomic 

shifts; however, some episodes of conceptual changes include the 

transformation from object concepts to process concepts - which can be 

called major ontological shifts. I argue that Kuhn's insight into scientific 

revolutions as taxonomic changes should be generalized as a view of 

"scientific revolutions as ontological shifts." 

Subject Class: Philosophy of Science, Philosophy of Cognitive Science

Keywords: Conceptual Change, Science Education, Scientific Revolution, 

Ontological Categories, Ontological Shif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