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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과학적 개념의 본성에 관해 논의한다. 과학적 개념을 다루는 철학적 전통을 크게 언어분석적 접근과 인지적 접근으로
분류한 후, 나는 언어적 접근이 과학적 실행과 개념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적합한 틀을 제공하지 못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쿤에
의해 촉발되고 몇몇 비판적 계승자들에 의해 발전해온 인지적 이론들도 만족스럽지 못함을 보인다. 본 논문은 근래 발달해온 개념의 인지
과학, 과학사, 과학교육 등을 종합함으로써, 과학적 개념에 대한 인지적 메타정보 이론을 제안한다.
인지적 메타정보 이론에서, 과학적 개념은 “유관 과학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과학적 실행의 기저
에 놓인 여러 인지 과정들에서 디폴트로 사용되는 정보체”로 특징지어진다. 개념이 정보체라면, 어떤 정보가 개념구성적 정보인지
해명하는 일이 핵심 과제가 된다. 이를 위해, 나는 정보 구조의 유형, 존재론적 범주, 기능이라는 세 차원에 주목해야 할 뿐 아니라,
이러한 세 가지 사항이 개념구성적 정보들을 설명하고 제약하는 메타정보로서 기능한다고 제안한다.
주된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과학적 개념은 이질적인 정보구조들로 이루어진다.(구조적 이질성 논제) 이 논
제는 “합의된 정의 없는 생산적인 연구”라는 현상에 대한 최선의 설명을 제공한다. 둘째, 각 개념은 특정한 존재론적 정보를 가
지며, 이는 과학교육을 통한 개체발생적 개념 변화와 과학사에서 발생하는 급진적 개념 변화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가져다 준다.
셋째, 과학적 개념의 기능은 개념 사용의 기준과 규범을 제시하며, 개념적 변이 및 변화의 합리성을 뒷받침한다.
끝으로, 인지적 메타정보 이론에 가해질 수 있는 세 가지 가능한 반론들(제거주의의 우려, 개념의 지향성, 과학적 개념의 특이
성)에 대응함으로써, 이론을 옹호하고 주장을 명료하게 만든다.

주요어 : 개념, 인지적 접근, 메타정보, 정보 구조, 존재론적 범주, 기능
학 번 : 2006-3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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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의 인지 활동에서 개념의 역할이 본질적이듯, 과학적 인지 활동에서 과학적 개념의 역할은 본질적이다. 과학이 갖는 인식적
힘의 밑바탕에는 그것을 지탱하는 정교한 개념 체계가 있기 마련이다. 모든 것이 문제 없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에
서 개념이 하는 역할을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 우리는 개념 체계를 다시금 점검하게
된다. 개념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경우도 더러 생긴다. 코페르니쿠스 혁명, 화학 혁명, 상대
론 혁명 등 과학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기록한 급진적인 과학적 변화들이 흔히 개념 변화를 동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를 뒤
집어 보면, 개념은 늘 과학 활동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므로 과학적 개념에 대한 탐구는 앎, 특히 과학
적 앎에 대한 철학적 탐구에서 핵심적인 주제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과학적 개념에 대한 철학적 관심은 제한적이었고,
과학적 개념의 본성을 대한 합의된 견해도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며, 과학적 개념에 대해 하
나의 이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I장에서 나는 과학철학에서 과학적 개념을 다루는 기본적인 접근방식을 크게 언어적 접근
과 인지적 접근으로 분류한 후, 언어적 접근이 주된 방식으로 가정되어 왔지만, 이제는 이를 넘어서 인지적 접근을 추구해야 할 이유들
이 있음을 보인다. 이어지는 II장은 구체적인 형태의 인지적 이론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과 방법을 소개한다. 심적 표상으로
서의 개념에 대한 경험적 이론에서 출발하여, 과학적 탐구의 맥락에서 과학자 공동체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정보체로서의 과학적
개념으로 이행해 가는 전략이 채택된다. 그런 이행을 위해 필요한 개념적 구분들이 함께 논의된다. II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III장
이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인지적 메타정보 이론”의 얼개를 제시할 것이다. 인지적 메타정보 이론의 커다란 축을 이루는 세 가지
메타정보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개념을 이루는 정보체의 구조적 성격은 III장에서, 개념의 존재론적 범주는 IV장에서, 개념의
기능은 V장에서 상세히 다룬다. 정보적 구조, 존재론적 범주, 기능이 무엇이며 왜 그것이 과학적 개념을 다루는 논의에서 고려될 필요
가 있는지 논의된다. 정의의 어려움과 정보 구조의 이질성, 존재론적 다양성과 과학 혁명의 한 양식으로서의 존재론적 전환, 그리고
개념적 변이 및 변화의 합리성이 그 근거로서 제시된다. VI장에서는 가능한 반론을 고려하고 이에 대응함으로써 인지적 메타정보
이론의 내용과 함축을 보다 분명한 형태로 제시한다. VII장에서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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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장 과학적 개념을 보는 두 관점

1. 언어적 접근과 인지적 접근
과학철학자들은 오랫동안 과학적 개념(scientific concepts)을 과학 이론에서 사용되는 이론적 용어나 관찰적 용어로서 다루어
왔다. 다시 말해, 그들은 현장 과학자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과학적 개념 대신 언어적 존재자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런 전통적 접근법을 나는 과학적 개념에 대한 언어분석적 접근(줄여서, 언어적 접근)으로 부른다. 이 접근은 과학적 진술들 사이의 논
리적 구조에 천착했던 논리실증주의자들에 의해 널리 받아들여졌으며, 논리실증주의가 쇠퇴한 이후에도 여전히 과학적 개념에 대한
주요 견해로 남아있다. 특히, 개념적 변화를 다룬 대부분의 문헌들은 주로 이론적 용어의 의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예컨대, 공약
불가능성과 그것의 반실재론적 함축을 둘러싼 숱한 철학적 논쟁에서, 유력한 실재론자들은 용어와 세계 사이의 지시 관계에 주목해,
지시적 안정성이 경쟁 이론 간의 합리적 비교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주장했다.(Boyd 2002; Putnam 1975; 1981;
Scheffler 1967; Sankey 1994; 2009). 과학철학의 역사적 전환 이후에도, 과학적 용어들에 대한 의미론(대표적으로,
지시론)이 과학적 개념에 대한 철학적 문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언어적 접근이 과학적 개념에 다가서는 유일한 방식은 아니었다. 과학철학의 역사적 전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철학자들은 언어적 접근이 주도했던 상황을 바꾸어보려 애썼다. 예컨대, 핸슨(N. R. Hanson)과 쿤(T. S. Kuhn)은 언어
분석이 아니라 형태심리학과 발달심리학의 통찰을 십분 활용하여 자신들의 과학철학을 발전시켰다.(Hanson 1958; Kuhn
1962/70) 이들의 방식을 인지적 접근으로 부를 수 있는데, 그들은 과학적 개념을 인지적 존재자로 상정하고, 인간 인지에 대한 경
험적 발견들과의 양립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과학적 개념에 대한 이론을 전개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의 새로운 시도는 언어적
접근을 전복할만한 확고한 대안 전통을 확립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과학에 대한 철학적 작업이 단지 확립된 이론을 분석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과학적 실행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다면, 나는 인지적 접근이 보다 유망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논리적 도구만으로 탐구될 수 없는 과학의 측면들을 조명하고, 개념 변화의 동학을 드러내도록 돕고, 철학적 연구와 사회학적 연구 사이의
심각한 괴리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의 목적은 과학적 개념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하여 앞으로의 구체적인 탐구를 위한 배경을 제공하는
데 있다. 2절에서 먼저 언어적 접근을 상세히 검토한다. 3절에서는 그것이 과학철학에서 과학적 개념을 다루어왔던 주된 방식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틀을 제공하지 못했음을 보이고자 한다. 4절에서는 인지적 접근의 한 사례
로서 쿤의 이론을 소개하고, 5절에서는 그것의 의의와 한계를 논의한다. 끝으로 6절에서는 언어적 접근에 대한 인지적 접근의 우위를 보
이기 위해 본 논문에서 채택하는 전략을 소개한다.

2. 과학적 개념에 대한 언어적 접근
언어적 접근에 따르면, 한 과학적 개념은 통사적 속성과 의미론적 속성을 갖는 언어적 존재자로 표현되거나 대리된다. 이때, 과학
적 개념은 언어적 존재자와 동일시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언어적 존재자와 달리 존재하지만 그에 대응하는 언어적 존재자를 통해서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어떤 것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과학적 개념은 언어적 속성들을 이해함으로써 철학적으로 중요한
모든 측면에서 남김없이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과학적 개념의 언어적 속성들이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알아야 할 전부이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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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개념 소유자의 인지 과정이나 사고 메커니즘은 과학적 개념을 이해하는데, 더 나아가 과학을 이해하는데 거의 무관하다. 언어
적 접근에서 개념들 사이의 관계는 기호들 간의 형식적-논리적 관계로, 개념이 세계와 맺는 관계는 지시나 의미와 같은 의미론적 관
계로 다루어진다.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언어적 접근을 취한 대표적인 철학자들이다.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과학 이론의 구조를 분석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는
데, 이때 철학의 과제는 진술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론에 대한 “수용된 견해(received view)”를 따
라, 그들은 과학이론을 부분적으로 해석된 진술들의 공리체계로 간주했다. 각 진술은 용어들로 이루어지며, 각 용어는 하나의 개념을 표현한
다. 이 때문에, 개념 이론이 논리실증주의자들의 철학적 작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았을까 자연스럽게 짐작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실상과 달랐다. 예컨대, 카르납(Carnap 1938/1955)에게 철학의 궁극적 목표는 개념들의 합리적 재구성(the
rational re-construction of concepts)이었지만, 카르납을 포함한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개념”보다 “용어”를 선호했으며,
과학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재구성된 “용어”를 분석했다. 그 주된 이유는 논리와 심리의 이분법 혹은 발
견의 맥락과 정당화의 맥락의 이분법에 있다. 그들이 보기에 심리적 존재자로서 개념은 논리적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따라
서 그들이 개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개념은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활동에서 사용하는 과학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논리적 연결망
안에 위치한 형식적 속성을 갖는 매듭을 뜻하는 것이었다. 파이글은 이렇게 고백한 바 있다. “이론의 합리적 재구성은 고도로 인공적
인 사후 작업이어서, 창조적 과학자의 작업과는 별 상관이 없다.”(Feigl 1970, 13)
논리실증주의의 언어적 전통 내에서 과학적 개념을 이해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나는 헴펠의 『경험
과학에서 개념 형성의 기본원리 』 (이하, 『 기본원리 』 )를 간략히 검토할 텐데, 이 책은 두 가지 점에서 가치가 있
다.(Hempel 1952) 첫째, 헴펠은 초기의 급진적 형태의 논리실증주의보다 온건하고 세련된 형태의 논리경험주의를 옹호했던 철
학자이다. 헴펠의 저술도 언어적 접근을 취했다는 것을 보인다면, 언어적 접근이 과학적 개념에 대한 주도적인 입장이었다는 주장
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헴펠의 『기본원리』는 단지 개념 형성의 논리적인 측면만을 분석하는데 국한되지 않고, 어
떻게 새로운 개념이 과학에 도입되는가 하는 개념의 절차적 측면을 탐구하고자 했다.
헴펠이 그려내는 개념 형성 과정을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이론” 단계에서 과학자들은 자신의 언어공동체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상적 개념들(관찰가능한 존재자와 속성들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작업한다. 그 분야가 성장하면, 설명력과 예측력을
가진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보다 기술적인(technical) 개념들이 필요하게 된다. 헴펠은 어떤 방법을 통해 그러한 개념들이 도입되
는지를 물었다. 그의 물음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논리적 혹은 방법론적 관점에서 개념 형성과 절차적 관점에서 개념 형성이
다. 방법론적 관점에서의 개념 형성부터 살펴보자.
어떤 과학적 개념들은 특정한 정의에 따라 도입될 수 있다. 대개, 이론적 용어들은 원초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관찰 용어에 의
해서 정의됨으로써 도입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경험주의에 따르면, 모든 과학 용어가 사실상 이러한 정의적 방법을 통해 도입된다.
그러나 헴펠은 성향 용어들과 양적 용어들이 단순히 관찰가능한 것들에 의해 정의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좁은 의미의 경험주의를 거
부한다. 카르납이 보여주었듯이, 성향 용어는 정의보다는 환원에 의해 잘 다루어질 수 있다. 완화된(liberalized) 경험주의는 환
원이나 조건적 정의가 성향 용어를 도입하는 적절한 방식임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모든 과학적 용어가 적합한 환원 집합들에 의
해서 도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헴펠은 완화된 경험주의 역시 비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양적 용어, 보다 일반적으로는 고도로
추상적인 이론적 용어에 대해서는 환원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 그는 가설-연역-관찰법(the hypotheticodeductive-observational method)을 옹호하는데, 과학자들은 자유롭게 개념들의 체계를 상정하고 거기에 부분적 해석을 부
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 이론은 해석되지 않은 공리체계와 부분적 해석이라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공리체계는 원초적 용어들과
가정들을 포함한다. 해석은 원초 용어들에 경험적 내용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 이론의 기본 가정들을 시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중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지만 이것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다. 정의나 환원이 해석의 한 가지 방식일수는 있지만 일반
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해석의 방식이 아니라면, 무엇이 적합한 해석의 방식인지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헴펠은 이론적 용어의
해석이 확률 진술의 행태로 주어질 수 있음을 제안하지만, 그것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제안했을 뿐 구체적인 해결책을 보여주지는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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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후에도, 그러한 프로그램에는 별다른 발전이 있지 않았다.
우리의 논의와 관련해서 보다 흥미로운 부분은 개념 형성의 논리적-방법론적 측면이 아닌 절차적 측면에 관한 것이다. 방법론적
분석에 있어서, 헴펠의 주장은 과학 이론에 대한 “수용된 관점”으로 부를 수 있는, 논리경험주의자들의 일반적인 주장들과 실질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헴펠의 적극적인 기여는 과학적 개념을 도입하는 세 가지 절차(분류, 순서배열, 측정)를 구분한 것이다.
세 가지 절차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의 개념들이 만들어지고 도입된다. 첫 번째 종류의 개념 형성은 분류를 통해 이루어진다. 주어진
영역 D에 속한 대상들은 특정한 조건 집합들에 따라서 여러 부류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때 D에 속한 모든 요소들은 단지 하나의 조
건 집합만을 만족하는 경우, 우리는 여러 가지 분류 개념들(classificatory concepts)을 획득하게 된다.(예, ‘차갑다’와 ‘뜨
겁다’) 그러나 보다 정교한 과학적 이론화를 위해서는 분류 개념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 개념들이 정도를 허용하는 상대비교 개념들
(comparative concepts)로 대체되어야 한다. 상대비교 개념은 비교와 순서 매기기에 따라 도입된다.(예, ‘더 뜨겁다’와
‘더 차다’) 더 세련된 개념들인 정량적 개념(quantitative concepts)은 특정한 실수값을 부여 받는다.(예, 온도에 수치 부여)
우리는 상대비교 개념에 표준화된 수치를 부여함으로써(metrization) 정량적 개념을 얻을 수 있다. 가장 기초적인 수치부여 방식이
바로 측정이다. 분류 개념에서 상대비교 개념 및 정량적 개념으로의 전이는 대체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정량적 개념으로
갈수록 더 세밀한 기술이 가능하고 일반 법칙을 정식화하는데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어, 과학자들이 고등 수학을 사용해 이론화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량화가 근대 과학의 정신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한, 상당히 그럴법한 주장으로 생각된다.
나는 과학적 개념 형성에 대한 헴펠의 주장을 하나하나 따져 평가하기 보다는, 그것이 언어적 접근의 전통에 속한 것임을
보이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 헴펠은 “과학적 용어”와 “과학적 개념”을 혼용한다. 적어도 『기본원리』에서 두 용어는
치환가능하다. 예를 들어, 그는 길이를 두고 어떤 경우에는 정량적 용어라고 부르고, 다른 경우에는 정량적 개념이라고 부른다. 물론 용어
와 개념이 혼용했다고 해서, 언어적 접근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나, 이외에도 추가적인 이유들이 존재한다.
둘째, 헴펠의 논의에서는 반심리주의적 경향이 드러난다. 그는 심리적인 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개념 형성의 체계
적 측면을 심리적 측면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한다. 두 측면을 분리하지 못하는 경우, 아무런 경험적 의미(empirical import)를 갖지
않는 용어들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심리적으로 어떤 개념 형성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것이 경험적으로 의미 있는 진
정한 개념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헴펠은 경험적 의미를 갖는 과학적 용어들의 형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심리적인 것을 철저히 배제한다. 예컨대, 분류, 순서배열, 측정 등은 어떤 물리적 심리학적 과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헴
펠은 그 과정 자체를 분석하지 않고, 논리적 분석이 가능한 언어적 진술들로 표현된 것들에 한해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실을 결합해보면, 헴펠은 심리적 측면을 배제한 언어적 용어를 다루었다는 것이 따라나오게 된다.
셋째, 정의를 통한 개념 도입에 대한 논의에서 그는 개념 형성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결정성
(determinacy) 조건과 용법의 불변성(uniformity of usage) 조건이다. 결정성 조건은 한 용어의 적용이 모든 언어 사용
자에게 잘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능숙한 언어 사용자는 주어진 용어를 애매함이나 모호함 없이 적용할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한다. 용법의 불변성 조건은 한 용어의 사용이 상당한 시기 동안 모든 언어 사용자에게 동일해야 함을 요구하고, 그래서 모든 유
능한 언어 사용자는 그 용어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은 언어의 의미와 관련한 제한 사항들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사실은 헴펠이 언어적 접근을 취한 것으로 해석할 이유를 제공해줌과 동시에, 언어적 접근이 논리경험주의의 주된 입
장이었다는 주장도 뒷받침해준다.

3. 언어적 접근의 의의와 한계
과학적 개념을 언어적 용어로서 다룬 이유를 추정해볼 수 있다. 아마도, 역사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다. 논리실증주의자들에게 과학의
표본은 물리학이었으며, 과학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학 이론을 분석해야 했다. 따라서 과학적 개념은 곧 물리학 개념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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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도 무리가 없을 정도였다. 상대론 혁명이나 양자 혁명이 현대 과학철학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생각할 때, 과학철학의 물
리학적 편향은 이해할 만한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물리학 개념은 대체로 방정식이나 법칙 등 수학적 표현이 가능한 것들이고, 수학
적 표현들은 그 자체로 언어적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거나, 아니면 언어적 표현으로 변환하기 용이한 것들이다. 따라서 과학철학의 물
리학 편향은 언어적 접근의 한 가지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언어적 접근의 동기가 그러한 역사적 이유만으로 모두 설명될 수는
없을 것이다. 언어적 접근의 주된 동기는 무엇보다 과학의 객관성을 확립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흔히, 개념은
심리적인 것으로, 그래서 주관적인 것으로 간주된 반면, 용어는 공적이고 그래서 객관성을 담지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간주되
었다. 1 앞서 언급했듯, 헴펠은 개념 형성의 심리적 측면이 그 자체로 어떤 경험적 의미도 부여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념과 사고가 공적인 용어와 문장들로 표현되면, 그것들은 논리적인 도구로 분석되고 형식화될 수 있다. 따라서 개념보다 용어를 선호할
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언어적 접근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또 다른 이유는 지시 이론과 의미 이론의 발달일 것이다. 세련
된 의미론적 이론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과학적 개념의 본성을 비추고, 과학적 지식에 대해 무언가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언어적 접근이 나름의 동기를 가졌더라도, 나는 그것이 과학적 개념에 대한 유망한 접근이 아니며 이제껏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언어적 접근을 결정적으로 논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여기에서는 언어적 접근에 대한
회의적 태도로 귀결될 수 있는 몇 가지 고려사항들을 제시하고, 대안적인 접근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다.
첫째, 과학 이론에 대한 “수용된 견해”는 이미 통렬히 비판되었고, 이제 그 옹호자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Suppe
2000) 과학 이론이 언어적 진술들과 그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 이상이며, 이론에는 비언어적, 비논리적 요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학 이론에 대한 “의미론적 견해”의 옹호자들은 과학에서 모형과 모형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다고 주장한다.2 특히, 화학이나 생물학 분야에 대한 철학적 연구들이 보여주는 바는 의미론적 견해에 잘 부합하는 것 같다. 그뿐 아
니라, 물리학 이론조차도 구문론적 관점이 아니라 의미론적 관점에서 잘 이해될 수 있다.(Giere 1988) 과학적 개념이 과학적
실행의 모든 부분에서 관여한다면, 이론적 용어에 대한 통사적 의미론적 속성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과학적 개념을 사용하는 과학적
실행을 이해하는데 충분치 않다.
둘째, 논리와 심리, 발견의 맥락과 정당화의 맥락 사이의 엄격한 이분법은 정당화되기 힘들다. 개념은 심리학적이고 따라
서 어떤 의미에서 주관적이지만, 그것이 전혀 객관적일 수 없다는 결론이 따라나오지는 않는다.(Laurence and Margolis
1999) 개념이 주관적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인식주체들이 서로 다른 심리적 존재자의 개별자들(tokens)을 가지게 됨을 의미할
뿐, 서로 다른 주체들이 동일한 유형(type)의 심리적 존재자를 가질 수 없다고 믿을 이유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나의 고양이 개념
의 유형이 당신의 고양이 개념의 유형과 반드시 달라야 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공동체에서 공유된다는 특징이 언어적 접근에서만
포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과학의 객관성을 포착하는데 언어적 접근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도 아니다.
셋째, 언어적 접근이 기대를 걸고 있는 지시 이론의 전망은 밝지 않다.3 비숍과 스티치는 철학자들이 논증을 제시하는 방식을 분
석하면서, 그것이 많은 경우 “지시로의 도피(flight to reference)”라고 비판한바 있다.(Bishop and Stich 1998) 지
시로의 도피란, 먼저 특정한 지시 이론을 채택하고, 올바른 것으로 전제된 그 지시 이론에 기초하여 어떤 존재론적 주장을 옹호하는 상황
을 말한다. 예컨대, 철학자들은 인과적 지시이론에 기초하여 실재론을 주장하거나, 기술적 지시 이론에 기초하여 공약불가능성을 주장
하곤 했다. 믿음과 같은 명제태도나 심적 상태에 대한 제거주의 논증도 특정한 지시 이론을 가정하고 전개된 것이다. 그런데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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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가 공공성을 가지며 그래서 한 공동체 내에서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성질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용어가 세계를 객관적으로 반영한다는 것
이 따라나오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개인마다 가변적인 심리적 존재자를 통해 세계를 객관적으로 표상하기는 어려운 반면, 보편적으로 공유된 용어는
그런 역할에서 분명히 우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공적 언어와 심리적 개념 사이의 비대칭성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
2
물론 모형이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의미론적 견해의 선구자 중 하나인 수피(Suppe)의 경우, 심리
학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모형에 대해 집합-이론적 접근을 취한다. 반면, 기어리(Giere)의 의미론적 견해에서 모형은 인간 인지와 분리될 수
없다. 이는 수용된 견해의 쇠퇴가 자동적으로 과학적 개념에 대한 인지적 접근을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이미
확립된 이론과 동일시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3
이때, 지시 이론은 축소주의적 혹은 최소주의적 지시 이론을 제외한 실질적 지시 이론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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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시 이론을 확립하기 위해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의미론적 직관이 가변적이라는 경험적 증거들이 제출되고 있다.(Machery
et al. 2004; Mallon et al. 2009) 마셔리 등에 의해서 행해진, 동아시아인과 서양인 사이의 비교 연구는 지시에 대한
의미론적 직관이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한 문화 내에서도 가변적일 수 있음을 인상적으로 보여주었다. 예컨대, 서양인은 기술주의보다
는 인과적 지시론에 부합하는 직관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 동아시아인은 기술주의적 직관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만일 의미론
적 직관이 가변적이라면, 그리고 누구의 직관이 더 올바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합의되지 않은 직관 위에 지시 이론을 구축할 수
는 없다. 더욱이, 근래 몇몇 철학자들은 타당한 지시 이론이라면 심리적 메커니즘을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Brown 1998; Jylkka 2008) 만일 과학 용어에 대한 의미론적 이론들이 심리적 과정이나 능력을 본질적인 부분으로 포
함한다면, 심리적인 것을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언어적 접근과는 양립하기 어렵게 된다.
넷째, 설사 실질적인 지시 이론을 얻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개념과 관련된 중요한 철학적 물음들(예, 개념 혁신과 창의성,
비교가능성, 개념적 변화의 합리성, 다양한 과학적 실행의 이해 등)을 다루는데 충분하지 않다.(Brigandt 2010) 아마도 지
시 이론이 아니라 개념적 역할 의미론(conceptual role semantics)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개념적 역할 의미론에 따르면, 한 표현의 의미는 단지 지시가 아니라 그 표현의 기능적, 추론적 역할에 의해 고정된다. 나는 개념
적 역할 의미론이 과학적 개념에 대한 언어적 접근을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아직은 선택가능한 대안이 아니
라고 말하고 싶다. 우선, 개념적 역할 의미론을 세밀하게 분류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이론이라기보다는 이론들을 위한 틀이어서,
각 이론의 특징은 구체적인 이론에 의존하기 때문이다.(Block 1998) 우리는 언어적 표현에 대한 개념적 역할 의미론과 심적 표
상에 대한 개념적 역할 의미론을 구분해볼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는 언어적 접근에 부합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개념적 역할 의미론이든 간에, 과학적 개념을 다루기에는 불충분해 보인다. 언어적 표현에 대한 이론은 앞서 제기된 비판들에
서 면제되어 있지가 않고, 심적 표상에 대한 이론은 과학적 개념을 다룰 만큼 충분히 발전되어 있지 않다. 적어도, 필자가 아는
한, 심각하게 과학적 개념에 대해 다루는 구체적인 개념적 역할 의미론은 존재하지 않는다.4
이런 사실들이 언어적 접근에 사형선고를 내릴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언어적 접근에 대한 대안
적 접근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리라 본다. 언어적 접근에 대한 보다 추가적인 비
판은 논문 전체를 거쳐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은 언어적 접근이 과학활동의 흥미로운 여러 측면들, 예컨대 존재론적 다양성이나 정보
구조의 이질성 등을 설명하는데 무력하다는 것이다.

4. 과학적 개념에 대한 인지적 접근: 쿤의 이론을 중심으로5
대안적 접근으로서 인지적 접근은, 언어적 접근과는 달리, 인지적 행위자의 관점을 고려한다. 개념 소유자의 인지과정은 과학적 개
념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학적 개념에 대한 이론은 인지과학과 심리학이 밝혀온 인간 인지에 대
한 경험적 성과들과 양립할 수 있기를 요구받는다. 물론 개념에 대응하는 용어의 언어적 속성들이 의사소통과 추론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어적 표현과 그것의 속성들이 인지 활동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다. 인지
적 접근에서, 개념들 사이의 관계는 폭넓은 의미에서 추론 과정으로 다루어지고, 개념과 세계의 관계는 개념 소유자가 세계와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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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접근의 옹호자들의 한 가지 가능한 반론은 언어의 화용론에 호소하는 것이다. 통사적, 의미론적 속성만이 언어의 전부가 아니다. 언어는 화
용론을 지닌다. 따라서 언어적 접근 하에서도, 화용론적 접근을 통해 과학적 개념에 다가서면, 앞서의 문제점들을 피하면서 과학적 실행을 설명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불행히도, 지금껏 그러한 탐구는 진지하게 모색되지 않았으며, 그 가능성조차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
이다. 누군가 언어적 접근 하에서 과학적 개념에 대한 화용론적 접근을 취한다면, 이는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역시 현재로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또한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용어의 화용론적 측면이 심리적 과정에 의해 매개되는 것이라면, 나는 인지적 접근이
선호될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5
이 절에서 다루어진 쿤의 개념 이론에 대한 논의는 천현득(2013)에 기초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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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표현된다.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인지적 접근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토마스 쿤은 인지적 접근의 선구자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6 쿤의 개념 이론은 앞으로 전개할 새로운 인지적 이론에 중요한 통찰을 던져주기 때문에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절
에서 나는 쿤의 개념 이론을 재구성하고, 그것이 전통적인 이론들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보인다.
쿤의 개념 이론(더 일반적으로 쿤의 과학 사상)은 과학교육에 대한 그의 독특한 생각에 뿌리박고 있다. 그는 일찍이 과학과 인
문학이 상당히 다른 교육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인문학을 배우는 학생은 고전을 읽고 사유하는 법을 배우지만, 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며 수렴적인 사고를 하도록 훈련받는다. 쿤은 교과서를 통해 수렴적 사고를 훈련받는 과정이 마치
이미 확립된 하나의 전통에 진입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으며, 이런 교육과정이 하나의 과학 분야가 굳건한 합의에 기반을 둔 연구활
동에 전념하게 되는 중요한 원천임을 깨달았다. 한 분야의 교과서는 주제와 내용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특징을 공유하는데, “교
과서는 그 전문집단이 패러다임으로 인정하게 되는 구체적인 문제풀이들을 보여주며, 그리고 학생들에게 (...) 방법과 내용 면에서 그것
들과 매우 흡사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다.”(Kuhn 1959/77, 229)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은 학생들이
과학적 개념이나 이론을 단지 추상적인 정의나 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학습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교과
서에 주어진 문제들과 예제들을 익히고, 새로운 문제가 제시되면 앞서 풀었던 모범적인 문제들과의 유사성을 인식함으로써 해결책을 모
색하게 된다. 과학교육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쿤은 개념이 정의가 아니라 대상들 사이의 유사성을 파악함으로써 얻어
진다고 확신하게 되었다.(Kuhn 1959; 1970; 1974) 이른바, 가족유사성 이론이다. 쿤의 가족유사성 이론은 범례로서의 패러
다임 개념을 도입하고 정교화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Hoyningen-Huene 1993, ch. 4; 천현득
2013)
쿤은 물새들을 분간하는 법을 배우는 어린이의 사례를 통해 그의 가족유사성 이론을 예시한다. 새와 다른 동물을 구분할 줄 아는 조니가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동물원에 갔다고 상상해보자. 조니는 물새들의 여러 사례들을 보고, 어떤 것이 거위인지, 오리인지, 아니면
백조인지를 말해보도록 한다. 대상과 용어를 적절히 연결했다면, 조니는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만일 잘못 연결했다면, 아버지는
조니의 실수를 지적해주고 그 사례가 실제로 어떤 개념에 속하는지 알려줄 것이다. (예, “조니야, 그건 백조가 아니라 오리란다.”) 그
런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 조니는 거위, 오리, 백조를 능숙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가상적 상황에서 조니는 물
새들에 대한 어떤 명시적 정의 없이도 개념을 배운다. 쿤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교수법은 가리키기이다. ‘모든 백조는 희다’와 같
은 문구들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Kuhn 1974/77, 309) 조니는 필요충분조건이나 어떤 일
반화된 규칙을 배움으로써 백조 등의 개념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유사성을 지각함으로써 개념과 함께 세계에 대한 지식을 배운 것
이다. 결국, “한 개념의 사례들은 서로 서로 닮아 있기 때문에 그 개념에 속한다. 즉, 그 개념들은 가족유사성 개념들이다. 비트겐슈타
인이 말한 것과 같이, 한 개념의 사례들은 다른 사례들과 가족처럼 닮아있는 것, 즉 서로 포개지고 교차하는 관계 이상은 아니
다.”(Kuhn 1962/70, 45; Wittgenstein 1953, 66) 요컨대, 오리의 개념을 소유한다는 것은 오리들을 능숙하게 식별할
줄 안다는 것이며, 그러한 능력은 이미 그 개념을 소유하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의 도움을 받아 가리키는 방법을 통해 획득될 수 있다. 대
상들을 유사성의 집합들로 분류함으로써 하나의 개념 구조가 확립되고,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거주하는 세계를 표상하는 그러한 개념 구조
를 획득함으로써 학습자는 기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화된다.
쿤은 덜 순수하고 더 복잡할지라도, 유사성을 지각하는 이러한 과정이 추상적인 과학활동에서도 본질적이라고 주장한다.(Ku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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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쿤의 후기 사상이 “언어적 전환”을 감행했다는 것은 쿤 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바이다.(Irzik and and Grunberg
1998; Bird 2000; Gattei 2008; Nickles 2003; Nersessian 2003) 예컨대, 『과학혁명의 구조』를 출판한 무렵 쿤이 과
학사와 심리학의 실험 결과를 여럿 인용했던 것과는 달리, 후기에는 공약불가능성 논제가 촉발한 언어철학자들과의 논쟁을 거치면서, 쿤의 논의는
다소 사변적이고 선험적인 모양새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쿤의 인지적 접근이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유지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나는 “언어적 전환”에도 불구하고 쿤의 사상적 발전과정을 추동한 것은 개념 이론에 기초한 인지적 자연주의였고, 그의 사상적 발전이 중요한 의미
에서 연속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천현득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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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77, 313) 이미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생들은 법칙이나 개념을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법을 익힘으로써 배우게
된다. 법칙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 일반화 스케치(generalization sketch) 혹은 법칙 도
식(law schema)으로서 이해된다. 예컨대,
되고, 단진자의 경우에는

= −

=

/

라는 법칙은 자유 낙하의 경우에는

=

/

의 형태가

이 되는 도식을 표현한다. 과학적 개념은 그 개념이 포함된 기호적 일반

화가 적용되는 다양한 문제상황들에 노출되고, 그것들 사이의 유사성을 지각하게 되고, 개념들과 일반화들을 적절한 문제상황에 적용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로소 배우게 되는 것이다. 추가적인 문제가 주어지면, 이전에 접했던 문제와 비슷하게 봄으로써 해결을 시도하
게 된다. 문제상황들 사이의 유사성 관계를 획득함으로써 학생은 하나의 개념 구조를 얻게 되는데, 문제들을 유사하게 볼 수 있는 능력
은 규칙이 아니라 다양한 범례들에 노출됨으로써 얻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념은 쿤이 개념에 대한 가족유사성
이론을 확장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물론 쿤 스스로 인정하듯, 과학적 개념이 일상적 개념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힘이나 질량과 같은 이론적 개념들은 개
별 사례들을 지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개념들이 함께 특정한 법칙이 적용되는 문제상황들을 접함으로써 얻어진
다. 이런 차이를 포착하기 위해, 쿤은 일상성(normic) 개념과 법칙성(nomic) 개념을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Kuhn
1993, 315-19) 일상성 개념은 대조 집합 내에서 대상들을 개별적으로 가리킴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개념들이지만, 법칙성 개
념은 여러 개념들로 이루어진 법칙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지시대상만을 직접 가리킬 수 없고, 다양한 개념들이 함께 적용
되는 복잡한 문제 상황들만을 가리킬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법칙성 개념들이 나타나는 일반화나 법칙은 예외 없는 적용되는 것들이며,
이런 점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일상적 개념과는 차이가 난다. 그렇지만, 쿤은 두 종류의 개념이 모두 본질적인 차원에서 유사성 관계
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지적한다. 다만, 유사성이 개입하는 수준이 다를 뿐이다.
가족유사성 이론에 의존하게 되면서, 쿤은 비트겐슈타인이 가족유사성 이론을 제안한 이후 제기된 비판들에 대해 대응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 중 대표적인 비판은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 너무 뻔 한 이치라는 것이다. 만일 모든 것들이 서로 유사해
보인다면, 자의적이지 않게 대상들을 유사성 집합으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한 가지 대응은 “어떤 면에서” 유사한지를 묻는
것이다. 그러나 쿤은 이런 물음 자체를 물을 수 없다고 답한다.(Kuhn 1974/77, 307) 만일 그런 물음에 답할 수 있다면, 쿤이
거부하고 있는 추상적 규칙이나 원리로 회귀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쿤은 “유사성에 대한 지각(perception of
similarity)”에 호소한다. 그것은 어떤 점에서 비슷한지 묻기 이전에 직접 혹은 즉각적으로 유사성 집합을 얻어내는 방식이다. 즉,
유사성은 추론되기보다는 지각되는 것이다. 그러한 유사성에 대한 지각은 어떻게 가능한가?
유사성이란 흔히 한 집합의 구성원들 사이의 닮음을 뜻한다. 쿤은 그러한 집단 내 유사성과 더불어, 다른 집합의 구성원들과의
차이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가 여기서 유사성 관계라고 부르는 것은 동일한 집합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닮음뿐만 아니라
다른 집합의 구성원들과의 차이에도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 내 생각에, 자연적 일가(natural family)
의 회원자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유사성 관계는 2항 관계가 아니라 3항 관계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면, 불필요한 철학
적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된다.”(Kuhn 1976, 199) 그러나 차이 관계를 도입하는 데에는 어떤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우리는
한 유사성 집합을 다루면서, 그것 이외의 모든 집합의 구성원들과 차이를 고려할 수 없다. 대신, 쿤은 대조집합, 즉 동일한 상위 범주
에 속하는 모든 하위 범주들만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백조, 거위, 오리는 물새라는 상위 범주에 속하는 하위 범주들이고, 이들은 서로 대조
집합을 이룬다. 그래서 백조의 한 사례가 백조 개념에 속하는 것은 단지 백조에 속하는 사례들과 유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위나
오리의 사례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대조집합을 통해 가족유사성 이론을 방어하면서, 쿤은 대조집합에 속한 개념들이 함께 학습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조니에게 백조, 거위, 오리는 함께 학습된 것이고, 이는 서로 간의 유사성과 차이 관계에 의해 백조, 거위, 오리라는
유사성 집합을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하나의 자연종 용어의 지시대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단지 그 종의 여러
구성원들 뿐 아니라 다른 종의 구성원들, 즉 그 용어가 잘못 적용되었을 수도 있을 그런 사례들에게도 노출하는 것이 필요하다.”(Kuhn
1979, 413)
그러나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유사할 뿐 아니라 또 다르기도 한 것 아닐까?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에 가해진 비판에 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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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답변한 것인지 의문스럽게 된다. 쿤은 이 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것을 넘어서려 한다. “비트겐슈타인은
… 그가 윤곽을 그린 명명 절차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세계가 필요한지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다.”(Kuhn 1970, 45) 쿤에 따르면, 가족유사성 이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건이 필요하
다. 그것은 가족유사성 집합들 사이에 존재하는 “텅 빈 지각적 공간”이다.(1970, 197, fn.14; see also Kuhn
1974/77) 예컨대, 오리 개념의 외연은 오리보다는 거위나 백조를 닮은 사례들이 있는 곳 앞에서 끝난다. 그들 사이의 분류가 가능하
기 위해서는, 오리와 다른 물새들을 똑같이 닮은 어정쩡한 사례들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차이에 대한 고려와 함께, 세계의 상
태에 대한 가정은 쿤이 가족유사성 이론을 옹호하기 위해 취했던 중요한 대응이었다.7

5. 쿤의 인지적 이론이 갖는 의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비추어보건대, 과학적 개념에 대한 쿤의 이론은 인지적 접근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그의
개념 이론을 구체적인 수준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III장에서 앤더슨, 바커, 첸(Andersen et al.
2006)에 의해 계승 발전된 “쿤적인” 개념 이론을 상세히 검토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째, 쿤의 이론은 엄격한 경험적 잣대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개발되지 못한 초기 단계의 이론으로 판단된다. 한 이론에 대한
엄격한 평가는 그 이론이 구체적이면서 풍부한 내용을 지닐수록 가치가 있다. 그러나 쿤의 개념 이론이 인지적 접근의 한 가능성을 제
시했지만, 완전히 무르익은 개념 이론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중에 검토하게 될, 앤더슨 등의 연구는 쿤의 사상에서 심리적 요소들의 세부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프레임 모형(the frame model of concepts)을 사용해 그것들을 정당화하며, 프레임 모형을 통
해 구체화된 쿤의 사상이 실제 역사적 사례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런 점에서 앤더슨 등의 연구를 검토하는 것
은 쿤에 대한 간접적인 평가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쿤의 개념 이론의 주된 기여가 구체적 내용 뿐 아니라 과학적
실행, 방법, 개념에 접근하는 그의 태도 내지는 정신에도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쿤의 세부적 주장에서 어떤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나는 과학적 개념에 대한 그의 접근이 더 발전시켜볼 만한 중요한 통찰을 제시한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어떤 점에서 그러한 발전
의 한 가지 형태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쿤의 접근이 중요한 통찰을 갖는가? 무엇보다, 쿤은 개념에 대한 전통적 이론과 결별을 선언한다. 그에게
개념이란 그것의 적용을 위해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들, 즉 정의(definition)가 아니다. 그는 비트겐슈타인의 가족유사성 이론을 채택
했을 뿐 아니라, 나름의 방식으로 가족유사성 이론을 과학적 개념으로 확장했다. 그는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유
사성이 자연적 일가를 형성하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비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차이 관계와 텅 빈 지각적 공간을 고려함으
로써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고자 했다. 두 번째 특징은 그의 사상이 과학 교육과 과학적 실행에 대한 그 자신의 성찰에서 기인
했다는 점이다. 개념을 논리적 연결망 내에 위치한 형식적 속성을 지닌 매듭으로서 간주했던 논리실증주의자들과는 달리, 쿤은 실제
과학활동에서 사용되는 과학적 개념을 다루려고 했다. 과학적 실행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 이론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근래 다수의
과학철학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실천적 과학철학(philosophy of science in practice)의 선구적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셋째, 쿤은 과학적 개념은 다루는 데 있어서 개인의 수준과 공동체의 수준의 논의가 동일하지 않음을 인식했다.(Kuhn 1989) 흔
히, 후기 쿤의 “언어적 전환”은 언어철학자들과의 논쟁을 겪으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 언어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분류구조를 담은 어휘집(lexicon)에 대한 논의는 개인 수준과 공동체 수준을 구분하고 달리 취급될 필요가 있다는 쿤의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전기 쿤이 개인 수준의 심리학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후기에는 공동체와 개인 수준의 논의가 동일하지 않음을 인식했던 것이다.
물론 개인과 공동체의 구분과 그것의 함의에 대한 쿤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두 수준의 맺는 관계가 무엇인지 답하는
7

공약불가능성과 관련하여, 후기 쿤의 개념 이론이 어떻게 발전해나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천현득(2013); Hoyningen-Hunen
1993, ch. 6.3; Sankey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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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있다.
철학자들 사이에서 덜 주목받았지만 과학적 개념에 대한 쿤의 접근이 갖는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개념적 다양성에 있다. 쿤
자신이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지만, 그의 저술들에는 두 가지 종류의 개념적 다양성이 논의되고 있다. 하나는 패러다임 내에서의
개념적 다양성이고, 다른 하나는 패러다임 간의 개념적 다양성이다. 패러다임 내 다양성은, 한 과학공동체에 속한 서로 다른 사
람들이 서로 다른 적용기준을 가지고 동일한 대상들의 범주를 집어낼 수 있음을 뜻한다. 예컨대, 조니와 그의 아버지는 모두 능숙하게 물새
들을 식별해내지만, 물새들을 식별하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조니는 부리와 목의 길이를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하고,
아버지는 색과 발 모양을 주로 볼 수도 있다. 만일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적용기준을 가질 수 있다면,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 공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쿤의 답은 구성원들이 상동적인(homologous) 분류 구조 및 유사성 관계를 가져야 한
다는 것이다.(Kuhn 1974; 1983; 1990) 두 번째 다양성은 쿤이 어휘집의 다양성(lexical diversity)라고 부른 것이
다. 그의 후기 저술에서, 쿤은 정상 과학과 혁명 과학의 구별 대신, 분류적 변화(taxonomic change)를 동반한 발전과 분류
적 변화 없는 발전의 구분을 제안한다.(Kuhn 1991) 분류적 변화를 동반한 변화는 생물종의 종 분화에 비유되는 일종의 전문화 과
정인데, 자신만의 고유한 어휘집을 지닌 새로운 분과들이 등장하는 과정이다. “전문화와 전문성의 범위를 좁히는 것”은 “보다 강력한
인지적 도구들을 얻는 과정의 불가피한 대가”로 간주된다. 쿤에 따르면, “이러한 분할들을 통해 ... 지식이 성장한다.”(Kuhn
1991) 따라서 이런 종류의 다양성은 일종의 분화 메커니즘인 공약불가능성이 야기한 패러다임 분화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두
종류의 개념적 다양성이 가진 함축은 추가적인 논의거리를 제시한다.8
요컨대, 쿤의 개념 이론은 과학적 실행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과학적 개념에 대한 그의 이론은 과학적 개념을
사유하는 전통적인 방식과 단절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했다. 그는 과학적 실행에서의 다양성에 주목하였다. 쿤의 개념 이론이
여러모로 불완전하고 경험적으로 결함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점들은 과학적 개념을 사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6. 인지적 접근을 위한 논증 전략
본 장에서 우리는 과학적 개념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거칠게나마 구분하고 각각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나는 언어적 접근
을 취했던 나름의 동기가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했으며, 대안적인 접근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할 필요성
이 있다고 역설했다. 쿤의 개념 이론은 그 대안적인 접근의 한 가지 형태를 제시했다. 쿤의 이론은 지속적으로 추구해볼 만한 몇 가지
통찰을 남겼으며, 나는 그런 통찰들이 이 후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인지적 이론에서 적절히 수용될 있기를 희망한다. 이 장에서의 논의
만으로는 언어적 접근을 결정적으로 논박하는 것도, 인지적 접근이 최선이라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아닐지라도, 이어지는 장들에서 나는 언
어적 접근보다 인지적 접근을 선호할만한 이유가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인지적 접근을 옹호하려는 본 논문의 전략은 언어적 접근과 인지적 접근이 과학적 개념에 대한 상이한 두
관점일 뿐 아니라 경쟁하는 관점임을 전제한다. 혹자는 그러한 전제를 비판하며, 두 접근이 과학적 개념을 대상으로 삼긴 하지만
서로 다른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접근들이어서 경쟁하는 상황이 아니거나, 더 나아가 두 접근이 상보적인 관점일 수 있다고 주장
할지도 모른다. 이런 반론을 구체화하는 한 방식은 발견의 맥락과 정당화의 맥락의 구분에 호소하는 것이다. 만일 언어적 접근이 직
면하는 문제는 정당화의 맥락에 놓여있고, 인지적 접근은 발견의 맥락에서 이점을 가진다면, 두 접근은 반드시 경쟁하는 접근으로 볼
8

나는 쿤이 논의한 두 가지 종류의 개념적 다양성 사이의 간격을 매울 수 있는 매개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패러다임 내의 다양성과 패러다
임 간 다양성이 존재한다면, 한 공동체 내의 개념적 다양성이 어떻게 어휘집의 다양성으로 귀결되는지, 그 과정에 대한 물음이 자연스럽게 제
기된다. 예컨대, 쿤은 뉴턴 역학을 분석하면서, 뉴턴의 법칙들 중 어떤 것이 자연법칙이며 어떤 것들이 경험적 일반화인지와 관련해 물리학 공동
체 내에서 상이한 법칙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Kuhn 1989) 그런데 그러한 차이는 개념적 변화를 산출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즉,
패러다임 내 법칙적 지위에 대한 다양성은 개념적 변화의 동기와 실제를 설명하는데 불충분하다. 그러면 무엇이 개념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한 물음으로서 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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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논의를 진전시키기 전에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과학적 개념의 두 측면과 두 접근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적 개념은 언어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을 가질 수 있고
두 측면이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언어적 접근과 인지적 접근은 과학적 개념에 대한 경쟁 접근으로 간주된다. 언어적
접근은 과학적 개념의 인지적, 심리적 측면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무관하며 언어적 속성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지적 접근은 인지적 측면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전부는 아닐지라도) 핵심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두 접근이 과
학적 개념에 대한 이론이 놓일 수 있는 모든 논리적 공간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접근의 구분은 과학철학에서 개념에 대한 논의
가 이루어진 역사적 과정과 지형을 반영하는 구분으로 간주될 수 있다.9 게다가, 두 접근이 각각 발견의 맥락과 정당화의 맥락에
대응하기 때문에 충돌의 여지가 없다는 추론은, 발견과 정당화의 이분법이 성립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핸슨과 쿤과
같은 인지적 접근의 옹호자들의 선구적인 비판 이후, 두 맥락이 선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과학철학자들 사이에서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0
다음 장에서는 대안적인 접근으로서의 인지적 접근이 어떻게 구체적인 형태를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9

예를 들어, 논리실증주의자들은 반심리주의적 태도를 취한 반면, 핸슨과 쿤 등은 심리학 연구에 크게 의존했다. 언어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을 동등한
정도로 중요하게 간주하는 제 3의 입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진지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
10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다. 우선, 발견 과정은 심리적인 것이어서 과학철학과는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 발견에 대한 부분
적인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 예컨대, 쿤에 따르면 과학자는 한 과학공동체에서 패러다임을 습득함으로써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패러다임으로 인정된 과거 성취를 모형화함으로써 정상과학자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발견은 형식논리적 의미에서의 “논리”의 문제는 아닐지
라도, 철학적으로 흥미로운 탐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고, 더 중요하게는 정당화 과정도 분리되지 않는다. 또한, 정당화 과정도 순수하게 진술들 간의 논
리적 관계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제안된 퍼즐풀이가 수용할만한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기존 퍼즐과의 유사성이다. 패러다임이 제안하
는 바와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해결책은 패러다임 하에서 온전히 평가될 수 없다. 더욱이, 평가 기준은 단순히 규칙들의 집합으로 환원될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정당화 맥락에서 과학적 개념을 다루더라도, 그것이 실제 과학에서 사용되는 과학적 개념이거나 그것의 적절한 대용물임을 보여야
할 부담이 있다. 만일 순수하게 정당화의 맥락에서 다루어진 과학적 개념이 실제 과학적 개념이 전혀 아니라면, 그것이 말하는 정당화는 대
체 무엇에 관한 정당화인지 알기 어렵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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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장 새로운 인지적 이론을 향하여: 메타정보 이론의 얼개

토마스 쿤의 인지적 개념 이론이 선구적인 업적으로 인정되더라도, 하나의 완성된 이론으로 평가받기는 어렵다. 이 장에서 나는 이보
다 진일보한 인지적 개념 이론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써 몇 가지 구분들을 도입하고 이론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과
방법을 소개한다. 개념에 대한 심리학 이론과 철학 이론, 일상적 개념과 과학적 개념, 과학적 개념과 과학자의 개념이 구분될
것이다. 새로운 인지적 이론은 일상적 개념에 대한 경험적 이론에 뿌리를 둔, 철학적으로 의미 있는 과학적 개념에 대한 이론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음 장부터 구체적으로 전개될 이론의 얼개를 간략하게 묘사하고, 대안적인 이론을 위한 첫 단추를 꿴다.

1. 개념에 대한 심리학 이론과 철학 이론
나는 일상적 개념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활용하여 과학적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일상적 개념에 대
한 논의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개념의 존재론적 지위와 소유 방식에 따라, 개념을 개인의 심적 표상으로
보는 이론과 추상적 대상(i.e., Fregean sense)으로 보는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Prinz 2002; Margolis and
Laurence 2007) 둘째, 이론화의 방식에 따라, 철학적 개념 이론과 경험적-심리학적 개념 이론(줄여서, 경험적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개념을 심적으로 표상되지 않는 추상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험적 이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지로는 다
음의 세 가지가 있다. 심적 표상으로서의 개념에 대한 경험적 이론, 심적 표상으로서의 개념에 대한 철학 이론, 그리고 추상적 존재
로서의 개념에 대한 철학 이론이 그것이다. 나는 이 중에서 개념을 심적 표상으로 간주하는 경험적 개념 이론을 디딤돌로 삼아, 과학
공동체가 공유하는 과학적 개념에 대한, 경험적으로 근거 있고 철학적으로 의미 있는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험적 개념 이론, 즉 개념의 심리학은 사람들이 어떻게 범주화하고, 추론하고, 판단을 내리는지 등의 고등인지 능력을 설명하고자
한다.11 이를 위해, 개념구성적 정보의 본성, 개념을 사용하는 다양한 인지과정의 본성, 개념의 운반체(vehicle), 개념적 과정
의 신경 기저, 그리고 개념 획득 과정 등과 관련된 다양한 주장들을 전개한다.(Machery 2009; Murphy 2002) 경험적
개념 이론이 대체로 인간의 개념적 인지 활동에 대한 기술적-설명적 이론을 추구한다면, 철학자들의 개념 이론은 대체로 그와는 다른
피설명항을 갖는 것 같다. 개념의 철학 이론이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개념의 지향적 내용(intentional content), 공공성
(publicity), 그리고 개념적 사고의 체계성이다. 그 이론은 우리의 개념이 어떻게 세계의 일부를 내용으로 가질 수 있는지, 개념들은
어떻게 개별화될 수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개념을 공유할 수 있는지, 사고의 구성요소인 개념들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복
잡한 사고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Fodor 1998; Peacocke 1992; Rey 1983; 1985; Laurence and
Margolis 1999)
이 구분에 대해 두 가지 언급을 덧붙여야겠다. 첫째, 경험적 이론과 철학 이론의 이분법은 지나친 단순화일 수도 있다. 두 종류
의 이론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는 공통의 현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현상(예를 들어, 개념의 합성)
에 대한 경험적 이론과 철학적 이론 모두가 가능할 수 있고, 때로는 경험적이면서 동시에 철학적인 이론을 추구할 수도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개념 이론이 크게 서로 다른 두 부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없다. 둘째, 경험적/철학

11

이때 “심리학”은 개념에 대한 실험심리학, 인지심리학 뿐 아니라 발달심리학, 인공지능, 전산과학, 신경과학 등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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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분은 어떠한 탐구의 성격이 그 자체로 "철학적"이거나 그렇지 않다는 의미의 구분이 아니다.12 오히려, 그 구분은 지금까지 심리
학자들이 실제로 수행해온 연구와 철학자들이 수행해온 연구 사이의 차이에 주목한 것으로 읽어야 한다. 따라서 심리학자들의 개념
이론과 철학자들의 개념 이론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나는 개념을 심적 표상이나 추상적 존재와 동일시하는 철학적 개념 이론이 아니라, 경험적 개념 이론에서 출발하고자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선험적 논증이 있지 않다. 이 논문에서 나는 그러한 탐구 방법은 ‘채택’한 것이다.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과학적 개념에 대한 이론을 통해서 과학에서의 몇몇 현상들을 설명하고자 할 때, 경험적 개념 이론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밑천들이
더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러한 방법론적 선택의 타당성은 그것의 열매, 즉 이론의 설명력과 미덕에 의해서 평가될
것이다.
앞 장에서 쿤을 논의하면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과학적 개념은 두 가지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하나는 개별 과학자의 과학
적 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 수준의 과학적 인지이다. 개별 과학자의 수준에서, 과학적 개념의 이론은 개별 과학자들이 범주화
하고 추론하고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가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과학 활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공동체의
수준에서, 과학적 개념의 이론은 한 과학공동체 내지는 어떤 분과학문이 세계를 어떻게 다양한 범주들로 분류하는지, 어떻게 법칙,
메커니즘, 모형 등을 통해 현상들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지를 설명할 수도 있다. 전자는 개별과학자의 개념에 대한 이론으로, 일상
적 개념에 대한 경험적 이론이 비교적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고, 몇몇 과학철학자, 과학사학자, 인지과학자들에 의해서
시도되어왔다.(Dunbar 1995; Gorman et al. 2005; Nersessian 1984; Tweney 1989) 반면, 본 논문의 관
심사는 후자이다. 이는 경험적 개념 이론이 덜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여전히 (다른 철학 이론들에 비해) 과학적 개념의 이
론을 구축함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밑천들이 많다.

2. 일상적 개념의 특징
일상적 개념에 대한 경험적 이론에서 과학적 개념의 이론으로 가는 첫 단계는 일상적 개념의 심리학과 인지과학에서 논의되는
개념을 적절히 특징짓는 것이다. 그러면, 이를 이용해 과학적 개념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근래 마셔리는 상당한 문헌적 증거를 통
해 심리학과 인지과학 문헌에서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정리한 바 있다.(Machery 2009; 2010) 이에 따르면,
일상적 개념(ordinary concepts)은 아래와 같이 특징지어진다.
(OC) x의 개념은 x에 관한 판단을 산출하는 상황에서 (전부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인지 능력 기저에 놓인 여러 인
지과정들에서 디폴트로(by default)로 사용되는, 장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체[지식체]이다.(Machery 2009,
12)13
OC가 갖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개념의 소유자는 개별적인 인간 주체이다. 이는 개념의 저장소가 개인의 장기기억
이라는 데서 분명히 드러난다. 따라서 개념을 이루는 정보들은 개인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다. 둘째, 개념은 범주화, 귀납, 유비 추론
등의 인지 과정에서 사용된다. 한 주체가 x의 개념을 가진다는 말은 그가 그것을 사용해 범주화하고 귀납적 연역적으로 추론하며 x
에 대한 어떤 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동일한 정보체가 대부분의 인지과정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경험적으로 결
12

철학적 탐구의 일부, 혹은 많은 부분이 자연주의적으로 (혹은 자연과학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에게 철학적/경험적 구분은 의미 없는 구분일 것이다.
13
이때 마셔리가 지식(knowledge)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철학에서 전통적으로 지식의 정의로 간주되어온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나 혹은 그것의 세련된 버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과학이나 인공지능 분야의 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옮겨온 것이다. 나는 정보
(information)가 더 적절한 용어라고 보며, 마셔리도 지식과 정보를 교환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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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될 문제이다. 셋째, x의 개념은 x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x와 간접적으로만 관련된 배경지식과는 구별되
는 디폴트 정보만을 말한다. 어떤 정보가 디폴트라는 것은 그것이 쉽고 빠른 접근이 가능하고 파기가능하며, 우선적으로 접근되는 정보를
말한다.
이런 일상적 개념의 특징을 과학적 개념에 적용하기 전에, 그것이 의존하는 있는 두 개념인 정보와 디폴트에 관해 조금 더 상
세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개념을 정보로 이루어진다.14 정보는 다양한 분야와 목적에 따라서 상이한 방식으로 사용되기 때
문에,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용어이다. 따라서 여기서 정보에 대한 하나의 올바른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적
인 것은 심리학과 인지과학 분야에서 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인지를 설명하려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정보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나는 자료 기반 정의(data-based definition)를 잠정적으로 채택한다. 이에 따르면, 정보란 규칙에 맞
게 형성된 유의미한 자료(well-formed and meaningful data)이다.(Floridi 2011) 자료는 아무렇게나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따라 올바르게 결합되어야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때 규칙은 반드시 언어적인 문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들을 형성하고 결합하는 적절한 규칙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림의 통사론(pictorial syntax)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또
한, 정보는 수신자에게 의미를 전달해줄 때 유의미하다. 이때도 정보가 항상 언어적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열 개의 문장보다 그림 하나가 독자에게 더 많은 의미 있는 정보를 주기도 한다.
여기서, 의미론적 정보 개념과 비-의미론적 정보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비-의미론적 수학적 정보의 개념은 섀논 등의 의해
형식화되었기 때문에, 종종 섀논 정보(Shannon information)라고 불리기도 한다.(Shannon 1948) 섀논은 통신
(communication)의 수학 이론을 발전시키면서, 메시지나 자료를 효과적으로 부호화하고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그는 두
가지 근본 문제(즉, 궁극의 자료 압축과 궁극의 자료 통신 비율)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원했다.(Shannon and Weaver 1949)
섀논의 수학적 형식이론에 따르면, 메시지는 어떤 물리적으로 구별이 가능한 구조로, 잘 정의된 확률로 선택가능한 것이다. 하나의 메
시지는 가능한 메시지들의 집합에서 선택되고, 그런 선택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정도가 그 메시지의 정보량을 측정하는 핵심 요소
가 된다. 예를 들어, 동전과 같이 두 가지 기호만을 산출하는 장치 A와 주사위 같이 여섯 가지 기호를 산출하는 또 다른 장치 B가
있다고 하자. 각 장치에서 각각 하나의 기호가 선택되어 산출되었다고 하면, B 장치에서 산출된 기호는 A 장치에서 산출된 기호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준다. 왜냐하면 B 장치의 기호는 그것이 산출되리라는 예측가능성이 더 낮았고, 실제로 그것이 산출됨으로써 불확
실성을 더 크게 낮추었기 때문이다.
섀논의 비-의미론적 정보 개념은 인지 현상의 어떤 측면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겠지만, 인지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언급
되는 정보 개념과는 동일하지 않다. 예컨대, 섀논 정보의 관점에서, ‘1q2w3e4’는 ‘neuron’보다 더 많은 정보를 생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의미론적인 관점에서 후자가 더 정보적이다. 주어진 기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이
다. 섀논 정보와 의미론적 정보는 모두 불확실성을 얼마나 감소시키는지에 의존하지만, 섀논 정보에 유관한 불확실성은 여러 가지 가능
한 기호들 중에서 특정한 기호가 선택되는 상황과 관련되는 반면, 의미론적 정보에서 불확실성은 여러 가지 가능한 사태들 중에서 어
떤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지에 관련된다. 즉, 하나의 메시지는 특정한 상황이나 사태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에서 의미론적
정보를 가진다.(Piccinini 2010) 따라서 이러한 표상적 측면이 의미론적 정보에서 본질적이다. 인지과학자들이 인지를 정보처
리 과정으로 간주할 때, 이는 단지 섀논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론적 정보를 뜻한다. 따라서 규칙에 맞게 형성된 유의미한
자료로서의 정보는 인지적 존재로서의 개념을 논의하는 우리의 목적에 부합한다.
디폴트 개념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x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x의 개념을 구성하는 정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디폴트는
14

프린츠의 제안에 따라, 개념의 내용을 인지적 내용과 지향적 내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유용하다.(Prinz 2002) 개념의 지향적 내용이 개념이
지시하는 대상을 말한다면, 개념의 인지적 내용은 개념의 의미, 뜻, 내포, 지시적 잠재력, 추론적 역할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 왔다.(Brigandt
2010; Fodor 1990; Kitcher 1978; Prinz 2002) 개념의 지향적 내용에 관한 논의는 뒤로 미루어놓자.(VI장 참조) 본 논문의 논의
에서 개념의 인지적 내용은, 그것을 무엇으로 부르든 간에, 일종의 정보체(bodies of information) 혹은 정보복합체(informationcomplex)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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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하게 연결된 배경 정보로부터 개념구성적 정보를 구별하기 위한 장치이다. 물론, 인간의 인지 활동에 관여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배경 정보와 디폴트 정보로 선명하게 분리하는 일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아무런 이론적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
다. 디폴트 정보는 전형적으로 정보의 인출이 빠르고 자동적이며, 추가적인 정보와 심사숙고 과정을 통해 파기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
적이다. 따라서 일상적 개념에서 디폴트 정보는 개인의 인지과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파악될 수 있다.15 그러
나 이와 같은 기준들은 디폴트 정보의 필요조건이라기보다는, 디폴트 정보를 식별해내는데 유용한 특징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디폴트 정보의 심
층적인 속성은 정보가 인출되는 맥락에 둔감하다는 것이다. 인출의 빠른 속도와 자동성 및 파기가능성이라는 디폴트 정보의 전형적 특
징들은 맥락 둔감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맥락에서 기본적으로 인출의 대상이 되는, 안정적으로 접근
되는 정보들이 디폴트 정보이다. 반대로, 특정한 맥락 하에서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특유한 정보는 디폴트 정보가 아
니며, 따라서 개념을 구성하는 정보가 아니다.

3. 과학적 탐구와 과학자 공동체
일상적 개념의 특성화 OC를 과학적 맥락에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OC를 과학적 개념에 적용한다고 해서, 일
상적 개념과 과학적 개념이 동일함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개념에 대한 심리학적, 신경과학적 연구들은 대개 새, 사과, 컵
등 일상적 개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과학적 개념의 이론은 일상적 개념의 심리학이 관심을 기울여오지 않은 과학적 개념의
독특한 특징들까지 고려해야 한다. 두 가지가 핵심적이다. 첫째, 과학적 개념은 과학적 탐구의 맥락에서 사용된다. 둘째, 과학
적 개념은 과학자공동체의 공유자산이다.
우선, 첫 번째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보자. OC의 개인을 개별 과학자로 치환하고, 일상적 인지를 과학적 인지로 치환함으로
써, 우리는 개별 과학자의 개념(individual scientist’s concepts)을 특징지을 수 있다.
(ISC) x에 대한 개별 과학자의 개념은 그 과학자의 장기기억에 저장되어 있으면서, x를 다루는 과학적 실행의 기
저에 놓인 여러 인지 과정에서 디폴트로 사용되는 정보체이다.
일상적 맥락과 과학적 맥락에서 동일한 용어가 사용되더라도, 실제로는 서로 다른 개념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
대, 과학을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힘의 개념은 물리학자들이 과학적 탐구의 맥락에서 사용하는 힘의 개
념과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일상적 맥락과 과학적 맥락의 차이는 단지 개념의 소유자가 과학자인지 아닌지의 차이로 환원되
지 않는다. 과학자들도 다양한 맥락에서 일상적 개념들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사용하지만, 그렇다고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개
념들이 모두 과학적 개념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뉴튼(I. Newton)도 사과 개념을 가졌겠지만, 이 점을 포착하기
위해 ISC에 호소할 필요는 없다. 사과를 따서 먹는 일상적인 개념 활동을 위해서는 OC만으로 충분하다. 일상적인 고등 인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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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에 대한 이런 개념 규정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을 떠올리게 한다. 인지 활동은 맥락 의존적이라는 실험결과들이 있기 때문이
다.(Barsalou 1987) 그러나 디폴트 정보는 실험 수행에서의 얼마간의 가변성과는 양립가능하다. 디폴트 정보는 모든 상황에서 정확히 똑같은
정보만이 인간의 고등인지 과정에 사용된다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다. 상황과 맥락에 따라 가변성이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실험 수행의 가변성은 디폴트 정보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디폴트 정보뿐 아니라 배경 지식에서 나온 구체적인 정보들을 사용
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다른 가능성은 동일한 디폴트 정보가 있더라도 주어진 상황의 특이성에 알맞도록 조정되는 경우이다. 이때, 디폴트 정
보는 동일하게 인출되지만, 주어진 상황이 다르면 그것이 상이한 방식으로 재단되어 인지 과정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변성은 디폴트 정보
의 부재를 보여주기보다는 배경 정보의 가변성이나 디폴트 정보의 조정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see Machery 2009, ch.1) 시간 간
격을 두고 한 실험참여자를 반복 측정했을 때 매우 큰 가변성(대략 66%만 일치)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었으나(Barsalou et al. 1993),
해당 실험은 출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적인 이메일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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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사용되는 정보체와 과학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정보체는 다를 수 있다.
과학적 개념은 과학적 탐구의 맥락에서 (주로, 탐구의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개념으로 국한된다. 어떤 조류학자가
소유하는 백조의 개념은 그가 백조를 다루는 과학적 실행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백조와 관련된 정보체를 말한다. 이때, 과학적 실행이
란 백조를 다른 물새들 중에서 식별해내거나, 특정한 기후 하에서 백조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뉴튼의
중력 개념은 ISC에 의해 포착될 수 있는, 과학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말하자면, 뉴튼이 중력이라는 자신의 개념을 제안
하고 또 소유했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다양한 과학적 실행에서 그 개념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앞 절에서 나는 과학적 인지의 두 수준, 즉 개별 과학자의 수준과 과학자공동체의 수준을 구별했다. 만일 우리가 특정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한 과학자가 어떤 방식으로 추론하는지에 관심을 둔다면, 특히 혁명기에 한 과학자가 새로운 과학적 개념이 창조
하는 순간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ISC는 개념에 대한 적절한 특성화이다. 예컨대, 전기와 자기에 관련된 특정한 문제풀이에
열중하고 있던 패러데이가 어떻게 자기장이라는 혁신적 개념을 만들어내었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과학적 개념의 심리학에 속한 연
구가 될 것이고, 이때는 ISC가 유용하다.(Nersessian 1984; Nersessian 2008) 즉, ISC는 개별 과학자의 개념 사
용이나 개념 혁신에 대한 이론에 유리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공동체 수준의 과학적 인지에 관심을 둔다. 현대 과학은 한 과학자의 활동이라기보다는 과학자들의 집단적
인 인식 활동이다. 개별 과학자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창의성과 개념적 혁신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과학 활동의 공동체적 성격을 간과하기 쉽다. 과학 활동의 공동체적 특성에 비추어볼 때, 과학적 개념은 공동체의 공유자산이며, 공동
체를 통해 보존되고 전승된다.(Kuhn 1970; Andersen et al. 2006) 이런 관점에서, 한 과학자가 만든 개념은 그것이 과
학공동체에서 집단적으로 수용되기 전까지는 과학적 개념이 아니라 그 과학자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나는 공동체 활동을
고려한 과학적 개념(scientific concepts)의 특성화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SC) x의 과학적 개념은 유관 과학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x를 다루는 과학적 실행의 기저
에 놓인 여러 인지 과정들에서 디폴트로 사용되는 정보체이다.
과학적 개념은 단지 과학적 맥락에서 사용될 뿐 아니라 과학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정보로 특징지어진다. 16 따라
서 x의 과학적 개념을 가진 과학자들은 공통적으로 x에 관련된 과학적 실행에서 그 개념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다. 예를 들
어, 백조의 과학적 개념은 조류학자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백조를 다루는 과학적 실행들에서 디폴트로 사용되는 백조들에 대한 정
보체이다. 이때, 공동체의 맥락에서 디폴트 정보의 의미를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 디폴트 정보를 과학적 개념에 적용하는 한 가지 방
식은 한 과학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빠르고 자동적으로 인출하는 파기가능한 정보를 디폴트 정보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개별 과학자들의 인지과정을 확인함으로써 디폴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실천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표면적 속성들이 디
폴트의 근본적인 의미는 아님을 이미 보았다. 디폴트 정보의 핵심 속성이 맥락둔감성이라고 할 때, 우리는 특정한 과학공동체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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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개념과 과학적 개념이 다를 수 있다고 해서, 과학적 인지과정과 일상적 인지과정이 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과학
적 인지의 특징 중 하나는 (과학적 인지만의 특징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외적 자원과 과학자들의 협업 등을 포함하는 일종의 분산된 인지로서 간주
될 수 있다는 점이다.(Giere 2002; 2006; Magnus 2007; Nersessian 2005; 2006) 그러나 과학적 인지가 분산된 인지라는
주장이 일상적 인지과정의 일부도 분산적 인지로서 잘 이해된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분산된 과학적 인지와 분산된 일상적 인
지 사이에는 규모, 복잡성, 정교함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나는 다른 논문에서 과학에서의 분산된 인지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Cheon 2014a) 분산된 인지의 개념이 과학에 적절히 적용되기 위해서는, 창발적이면서 동시에 인지적인 체계의
속성이나, 인지적 과제에 대한 확장된 과정으로서 분산된 인지를 파악하기 보다는, 분산된 인지체계를 기본적인 분석 대상으로 놓는 접근법이 필요
하다. 이렇게 적절히 이해된 분산된 인지는 철학자들의 인지적 접근과 사회학자들의 이해관계 및 정치적 접근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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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맥락에서 안정적으로 접근되는 정보체를 디폴트 정보로 간주할 수 있다.17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과학적 개념의 경우에, 맥락
의존성 혹은 맥락둔감성은 고려되고 있는 과학공동체에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점이다. 즉, 하나의 과학적 개념이 모든 분야의 모든 탐구
맥락에서 동일한 정보들로 구성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논의된 OC, ISC, SC는 맥락과 분석 수준에 따라서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표 1. 맥락과 분석 수준에 따른 개념 이론의 분류
맥락

일상적 맥락

과학적 맥락

개 인

OC

ISC

공동체

*

SC

분석 수준

*개념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일상적 개념에 대한 철학적 이론들과 일부 심리학 이론

SC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과학자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특정한 정보체를 공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개별 과학자의 개념은 그 과학자의 장기기억에 저장된 정보체인 반면, 과학자공동체는 장기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유전자 개념
을 간단한 사례로 제시하여, 과학적 개념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공유되는 방식을 살펴보자. 우선, GENE은 관련된 과학공동체가
가진 유전자에 대한 과학적 개념이라고 하고, gene1, gene2, gene3를 각기 다른 과학자의 개념들이라고 하자. 이 경우, 과
학적 개념 GENE은 gene1, gene2, gene3가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정보, 즉 서로 다른 과학자들 사이에서 공유된 정보만을
포함한다. 따라서 개별 과학자의 유전자 개념은 과학적 개념 GENE에 더하여 유전자에 대해 자신만의 독특한 정보를 덧붙인
것으로 이해된다. 나는 공유된(shared) 정보 관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관점을 채택한다. 이는 공동체가 소유한 어떤 정보체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정보체 이상이 아니라는 우리의 일상적인 직관에 부합한다.
물론, 과학적 개념과 과학자의 개념이 관계맺을 수 있는 대안적 방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두 가지 대안이 존재한다.
한 가지 대안은 분산된(distributed) 정보 관점이다. 이에 따르면, 과학적 개념 GENE은 개별 과학자의 개념들 여럿에
분산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gene1, gene2, gene3의 집합체이다. 이 경우 어떤 개별 과학자도 GENE 개념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고, 단지 GENE의 일부 정보만을 가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과학적 개념은 개인이 소유한다기보다는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공유된 정보 관점에서 과학적 개념을 개별 과학자들의 개념의 교집합으로
간주한다면, 분산된 정보 관점에서는 개별 과학자의 개념들의 합집합으로 본다.
다른 대안은 집합적(collective) 정보 관점인데, 이에 따르면 과학적 개념 GENE은 유전자에 대한 한 과학공동체의
집합적 믿음(collective belief)이다. 집합적 믿음이란 한 집단이 복수 주체로서(as a plural subject)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한다.(Gilbert 2000) 통상적으로 집합적 믿음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믿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해지는데, 이를 집합
적 믿음에 대한 합산적(summative) 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에 반대하며 마가릿 길버트는 복수 주체 이론을 주장하는데, 한
집단이 명제 p를 믿는다는 것은 대부분 구성원들이 p를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일체로서(as a body) p를 믿
기로 공동으로 약속(jointly committed to believe that p)한 것을 말한다. 공동 약속은 단지 개인적 약속(personal
commitment)의 합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한 약속을 말하며, 참여자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는 힘을 지니게 된다.
일체로서 p를 믿는다는 것은 각 구성원이 모두 p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p를 믿는 단위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공동

17

어떤 정보가 디폴트 정보인지는 각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일의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새거드(Thagard 1990)의 제안은 한 가
지 지침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말해, 하나의 개념을 구성하는 디폴트 정보에는 그것이 표상하는 한 범주의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 그것을 이루는 부분
들과 그것이 부분을 이루는 전체, 그 개념과 대조집합을 이루는 다른 범주들, 그것의 구체적인 몇몇 사례들, 그리고 그 범주와 관련해 귀납, 연역, 유비
등이 행해질 때 기본적으로 행해지는 추론규칙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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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하게 되면, 개인은 마음대로 의견을 변경할 수 없고, 구성원들 간의 의무를 지니고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물론 이견을 표명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단서를 달아야 하며, 이견 표명에는 일정한 위험이 동반된다. 복수 주체 이론에서, 집단 믿음은 대
부분의 구성원들이 p를 믿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p를 그 집단의 견해로 삼기로 합의한 것이다.(Beatty 2006) 집합적 믿음에
대한 복수 주체 이론을 우리의 논의에 적용해보면, 과학적 개념은 대부분의 개별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그 공동
체의 견해라고 합의한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 개념과 과학자의 개념은 상당히 독립적이게 된다. 예컨대, 유전자에 대해 상
이한 개념들(gene1, gene2, gene3)을 가진 과학자들은 자신의 개념과는 다른 어떤 개념 GENE을 유전자에 대한 과학
적 개념으로 채택할 수 있다.
분산된 정보 관점과 집합적 정보 관점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대안들을 거부하고, 공유된 정보 관점을 채
택한다. 첫째, 분산된 정보 관점은 인지적 접근과 양립가능하기는 하지만, 과학공동체의 합의된 의견을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과학적 인지가 일종의 분산적 인지일 수 있다는 주장과는 별개의 이야기이다. 만일 과학적 개념 GENE이 구성원들에게
분산되어 있다면, 우리는 왜 과학자들이 유전자에 대해서 유사한 방식으로 추론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과학자들의 합의는 기
본적으로 공동체에서 공유된 정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둘째, 집합적 정보 관점은 과학적 맥락에 적용되기 어렵다. 일상적인
집단적 판단에는 이 관점이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구성원들이 구체적인 내용에는 불일치하면서도 그 위원회
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주장들을 담는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공동 약속에 의해서 과학적 개념이 형성된 것으로 보기
는 어렵다. 예컨대, 과학자들이 유전자에 대한 어떤 믿음들을 서로 달리하면서도, 자신들의 공동체의 공식적인 견해로서 특정한 주장
들을 유전자 개념으로 채택하는 공동 약속을 했다고는 믿기 어렵다.18 따라서 나는 공유된 정보 관점이 가장 적절하다고 믿는다. 예컨
대, 고전유전학의 유전자 개념은 유전형과 표현형의 구분, 유전자의 전달을 명세하는 기본 원리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그렇지만 과학
자들은 이런 합의된 정보 외에도 유전자를 구성하는 물질과 내적 구조에 대해, 서로 합의되지 않은 여러 주장들을 내놓았
다.(Carlson 1966; Brigandt 2010) 따라서 고전적 유전자의 과학적 개념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공유된 정보만을 포함
하고, 유전자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포함되지 않는다.

4. 과학적 개념에 대한 메타정보 이론
지금까지 나는 과학적 개념의 일반적인 특성화를 제안하고 명료화했다. 따라서 과학적 개념을 어떻게 특징지을지에 관해서는 충
분히 논의되었다고 생각된다. SC와 ISC는 그 자체로 과학적 개념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세부적인 주장들을 채워 넣어야 할
일반적인 형식화를 제공하는 틀이다. 이제 과학적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인지적 이론을 제시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서 이론의 기본적
인 얼개를 제시한다. 개념이 일종의 정보체라면, 이론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어떤 정보가 개념구성적 정보인지, 그것의 본
성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일이다. 개념구성적 정보는 과학적 실행의 흥미로운 국면들을 설명할 수 있기 위해 조심스럽게 선택될 필요가
있다.
너세시안은 과학적 개념이 네 요소를 포함하는 의미 도식에 의해 분석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Nersessian 1984,
7장) 각 요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네 가지 원인에서 영감을 받은 것들인데, 각각 재료(stuff), 기능(function), 구조
(structure), 그리고 인과력(causal power)이다. 재료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는 존재론적 지위에 대한 것이고, 기능은 그것이 무
엇을 하는지에 관계하며, 구조는 수학적 구조 내지는 방정식을 말하고, 인과력은 그것이 갖는 효과를 나타낸다. 맥스웰의 전기역학에
서 전자기장의 개념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전자기장은 준-물질적 매질인 에테르에서 일어나는 역학적 과정이고, 그것의 기능은
전기적 자기적 작용을 전달하는 것이며, 그것의 구조는 맥스웰 방정식으로 표현되고, 그것의 인과력은 모든 종류의 전기 효과, 자기 효과,
18

과학적 지식을 길버트(Margaret Gilbert)가 명료화한 집단 믿음의 확장된 형태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 Wray (2007)와
Rolin (2008) 사이의 흥미로운 토론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나 자신의 견해는 Cheon (2014c)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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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적 효과 등을 포함한다.(Nersessian 1984, 158) 너세시안의 이러한 의미 도식이 물리학 개념들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도구
일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것이 과학의 다른 분야와 과학 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특히, 구조라는 요소는 수리 과학
에만 적용이 용이해서 수학화, 정량화되지 않은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지 분명치 않고, 인과력은 모든 과학적 개념이 필수적으로 지녀
야 할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
우리는 과학적 개념이 특정한 유형의 정보구조를 가지고, 고유한 존재론적 지위를 지니며, 특정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고 유지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나는 개념구성적 정보의 구조 유형, 각 개념이 지니고 있는 존재론적 범주, 그리고 한 개념이 수행
해야 할 고유 기능을 과학적 개념의 주된 세 가지 차원으로 제안한다.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편의상 이를 정보유형, 존재론, 기
능으로 부른다.) 이후의 논의에서 나는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을 고려함으로써 정보구조의 이질성, 존재론적 다양성, 그리고 개념적 변이의
합리성을 포용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이후의 논의에서 나는 정보유형, 존재론, 기능을 개념을 이루는 통상적인 정보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지위를 지닌 정보인 메타정보
(metainformation)로 간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메타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메타정보는 메타자료
(metadata)에 유비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메타자료”라는 용어는 문헌정보학이나 전산과학 등 정보를 다루는 과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사진기로 사진을 찍으면 이미지와 함께 여러 가지 메타자료도 저장된다. 그 사진 이미지가 생
성된 시간과 위치, 사진을 찍은 카메라와 렌즈, 이미지의 해상도와 조리개 수치, 이미지의 색상에 대한 정보 등이 메타자료에 포
함된다. 또한, 인터넷 상의 웹페이지 구축 등, 정보를 다루는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자료를 활용하여 정보를 관리하는 일이 빈번하다.
근래, 메타자료가 점점 더 중요하게 인식되는 이유는 다뤄야 하는 자료들이 방대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그것들을 손쉽게 탐색하고 찾
아내 이용하며 관리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메타자료란 대상 자료를 기술하거나 설명하는 자료, 그
리고 대상 자료를 인출, 사용, 관리하기 용이하도록 해주는 자료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이 시사하는 것처럼 모든 메타자료가 동일한 유형은 아니다. 메타정보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으며, 이를 분류하는
방법도 통일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표준협회(ANSI) 공인 비정부 기관인 NISO(National Information
Standards Organization)에서는 메타자료를 기술적 메타자료, 구조적 메타자료, 관리상의 메타자료로 구분하고 있
다.(NISO 2004) 기술적 메타자료는 해당 자료를 찾아내고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자료의 내용을 기술한다. 구조적 메타자료는
자료들이 조직화된 방식에 대해 말해주며, 자료의 구조에 관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관리상의 메타정보는 자료를 다루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들로, 때때로 저작권에 대한 관리 메타자료와 보존에 대한 관리 메타자료로 구분하기도 한다. 한편, 길리랜드
(Gilliland 2008)는 메타자료를 대상 자료(혹은 정보 자원)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세 측면(내용, 맥락, 구조)에 의해 구분한다.
우선, 자료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 그 자료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등에 관련된 것은 내용적 메타자료이다. 자료가 생성과 관련된
여러 측면들, 즉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만들어진 자료인지에 대한 것은 맥락적 메타자료이다. 마지막으로, 개별 자료들
간의 상호연관성이나 구조화에 대한 것이 구조적 메타자료이다. 예를 들어, 어떤 책의 제목, 요약문, 열쇄말 등은 내용적 메타자료
에 해당한다. 책의 각 쪽들이 어떻게 장들로 질서있게 배열되는지는 구조적 메타자료에 속한다. 문서가 언제 어떻게 작성되었는
지, 연필로 썼는지 만년필로 썼는지 등은 맥락적 메타자료에 해당한다.
메타자료에 대한 이 같은 논의는 메타정보로 확장될 수 있다. 개념이 일종의 정보체이고, 개념적 인지활동을 뒷받침하는 정보들
이 방대하고 복잡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지 체계 내에서 그러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한 가지 방식은 메타정보를 활용하
는 것이다. 특히, 나는 정보구조의 유형, 존재론적 범주, 기능이라는 세 메타정보가 그런 의미에서 과학적 개념의 중요한 요소들임을 보이
고자 한다. 거칠게 말하자면, 메타자료가 자료에 관한 자료로 불리듯, 메타정보는 정보에 관한 정보로 간주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
으로, 메타정보는 대상 정보(혹은 그 중 일부)를 기술하거나 설명하는 정보이거나, 대상 정보를 인출, 사용, 관리하기 용이하도록 돕는 정보
를 말한다. 따라서 한 메타정보는 그 자신이나 다른 메타정보가 아닌 정보들에 관해 의미 있는 정보를 주는 정보이다.
메타정보도 일종의 정보이다. 우리가 채택한 자료기반 정의에 따르면, 정보란 규칙에 맞게 형성된 의미 있는 자료이다. 메타
정보도 그러한 자료기반 정의를 만족한다는 의미에서 정보이다. 그것이 정보라면 무엇에 관한 정보인가? 책의 메타자료를 비유로 들어
25

보면, 책의 전체적인 내용에 관해 말해주는 메타정보도 있을 수 있지만, 책의 어떤 한 장에 관해 말해주는 메타정보로 있을 수 있
다. 마찬가지로, 메타정보는 대상 정보 전체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대상 정보 중 일부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메타정보를
정보에 관한 정보라고 말하는 것은 많은 내용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틀린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을 생각해보자. 이 책의 내용이 꿈에 관한 것이라는 정보는 내용적 메타정보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강아지 개념의 메타정보는
강아지 개념을 이루는 정보들에 관한 정보이다.
물론, 메타자료가 한 가지 유형이 아니듯, 모든 메타정보가 한 가지 유형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루게 될
세 가지 메타정보, 즉 존재론적 범주, 정보 구조, 기능이 모두 동일한 유형의 메타정보는 아닐 수 있다. 우리의 논의 목적상, 세 가지 유
형의 메타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유용해 보인다. 첫째, 구조적 메타정보는 정보들이 조직되고 구조화된 방식을 말해준다. 둘째, 내용적
메타정보는 다른 정보들의 내용에 관한 정보이다. 셋째, 맥락적 메타정보는 대상 정보들의 생성되고 사용되는 맥락에 관한 정보이
다. 본 논문에서 모든 메타정보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논의에서 필요한 것은 개념에 저장된 정보의 특정한 측면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 정보가 왜 그리고 어떻게 저장되고 사용되는지를 말해주는 제약을 가하는 메타정보, 말하자면 설명적이거나 규제적인
메타정보이다. 나는 정보구조의 유형, 존재론적 범주, 기능이 과학적 개념을 이루는 정보들이 어떻게 조직화되고 사용되는지에 제약을 부
여하는 설명적, 규제적 메타정보라고 주장할 것이다.
정보구조의 유형은 개념을 이루는 정보체의 구조적 측면에 관해 말해주는 구조적 메타정보로, 존재론적 범주는 내용적 메타정보로 분류
될 수 있다. 구조적 메타정보와 내용적 메타정보는 개념을 이루는 정보체의 구조와 내용에 내재적인 메타정보이고, 따라서 설명적이
거나 규제적인 메타정보이기 쉽다. 개념의 기능은 맥락적 메타정보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런데, 맥락적 메타정보는 대
상 정보들에 대해 외래적인 정보일 수 있다. 예컨대, 어떤 과학적 개념이 언제 누구에 의해 최초로 제안되었는지를 말해주는 메타
정보는 개념구성적 정보에 관해 무언가를 이야기해주기는 하지만, 개념에 외래적인 메타정보이며, 개념을 이루는 정보복합체에 대해
별다른 제약을 가하지도 않고 설명적 역할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어떤 개념이 왜 생성되고 사용되는지를 말해주는 기능 메
타정보는 통상적인 맥락적 메타정보와는 달리 대상 정보에 대해 제약을 가하는 규제적 메타정보로 간주될 수 있다.(V장 참조)
요컨대, 개념의 메타정보는 대상 정보(혹은 그것의 일부 정보)에 관한 설명적 정보이거나, 대상 정보에 제약을 부과하는 규제
적 정보이다.
각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개념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일반적으로, 요소는 구조적 요소와 내용적 요소로 구분될 수 있다. 마
찬가지로, 정보복합체인 개념도 구조적 요소와 내용적 요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구분을 활용해보면, 정보구조라는 구조적 메타정
보는 개념의 구조적 요소에 포함되고, 정보복합체 자신은 개념의 내용적 요소가 될 것이다.(III장) 개념의 지시대상은 개념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정보라는 점에서 내용적 메타정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존재론적 범주는 개념을 이루는 정보
체 중 일부(즉, 존재론적 특성들)이 특정한 존재론적 범주에 관한 것임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내용적 메타정보가 되고, 이는 정보체의
다른 정보들을 제약하는 역할을 한다.(IV장) 개념이 왜 거기에 존재하며 사용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기능 메타정보는 개념의 내용을
이루는 정보체들을 제약하는 규제적 메타정보가 된다.(V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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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장 메타정보 1: 정보적 구조

과학적 개념은 특정한 종류의 정보체이다. 개념에 저장되는 정보들은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화된 채
로 저장되며, 그런 구조화된 정보들이 다양한 인지과정에서 활용된다. 따라서 개념의 정보적 구조를 해명하는 작업은 개념 이론에서
매우 핵심적인 과제이다. 이 장에서는 과학적 개념의 메타정보로서 과학적 개념을 구성하는 정보들의 구조적 성격, 즉 구조적 메타
정보를 다룬다.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나는 일상적 개념 뿐 아니라 과학적 개념도 그것을 구성하는 정보의 구조가 이질적임을 주장
하며, 이를 구조적 이질성 논제라고 부른다.
이를 위해 1절에서는 개념을 구성하는 정보적 구조의 후보들을 간추려보고, 이들을 간략히 검토한다. 2절에서는 단일구조에 기초한 세
련된 인지적 이론에 해당하는, 과학적 개념에 대한 프레임 모형을 검토하고, 이것이 이루어낸 진전에 불구하고 한계를 가짐을 보인
다. 3절에서는 단일구조 이론 및 여러 형태의 다원론을 소개하고 비교함으로써, 구조적 이질성이 의미하는 바를 명료화한다. 4절에서는
단일구조 이론과 다른 종류의 다원론(인지현상 다원론과 범위 다원론)을 거부함으로써, 구조 다원론을 받아들일 이유가 있음을 보이고, 구조
다원론의 두 가지 구체적인 형태인 혼종 이론과 다중과정 이론을 검토한다. 일상적 개념의 구조적 이질성 논제를 옹호한 후, 5절에서는
과학적 개념의 구조적 이질성의 논제를 옹호할 것인데, 이를 위해 소극적 논변과 적극적 논변을 전개한다.

1. 개념구성적 정보의 후보군: 정의, 원형, 본보기, 이론
1.1 정의로서의 개념
우리가 ‘고양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통적인 상식은 우리가 고
양이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념이 정의적 구조를 가진다는 이러한 견해를 고전적 견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한 개념은 그것을 적용하는 데 개별적으로 필요하고 결합하여 충분한 정보들을 부호화하는 정의로서 마음 속에 표상
된다는 것이다.(Margolis and Laurence 1999; Smith and Medin 1981) 예컨대, ‘총각’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이 총각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명세하는 복잡한 심적 표상이고, 이때 ‘미혼’, ‘성인’, ‘남성’이라는 개념들이 필요충분조건을 구성
한다. 즉, 개념이란 범주 구성원 자격에 대한 본질적 조건을 명세하는, 정의적으로 구조화된 정보들이다. 이러한 고전적 견해는 20
세기 전반기까지 철학과 심리학에서 기본적인 입장이었지만, 1960년대 이후 이론적, 경험적 이유들로 인해서 쇠퇴하게 되었다.
몇 가지 주된 이유들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개념들은 매우 정의하기가 어렵다. 비트겐슈타인은 모든 게임이
그리고 오직 게임만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오래된 가정을 의문시했다.(Wittgenstein 1953) 어떤 잠정
적인 정의가 제안되더라도, 많은 경우 반례들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둘째, 전통적 견해에서는 중간 사례를 인정하지 않지만, 개
념들이 늘 정확한 외연을 갖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개념들은 불명료하거나 부정확하다. 카펫이 가구인지 묻거나 토마토가 과일
인지 묻는다면, 우리는 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Hampton 1979; McCloskey and Glucksberg 1978) ‘가구’ 개
념의 외연의 경계는 흐릿하지만, 고전적 견해는 이러한 불확정성을 허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시사하듯, 개념을 정의
하기 어렵다면 이것은 개념이 정의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당해 보인다. 셋째, 고전적 견해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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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습득에 대한 좋은 이론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사람들은 명시적인 규칙이나 정의 없이도 개념들을 배우기 때문이다. 19 더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은 한 개념을 다른 특징들과 연관시킬 때에도 동일한 개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강아지를 식별하
는데 ‘짖는다’와 ‘다리가 넷이다’와 같은 특징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꼬리를 흔든다’와 ‘털이 많다’를 사용할 수도
있다.
넷째, 1960년대 이후 심리학 실험들은 인간의 인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형성 효과(typicality effect)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정의의 심리적 실재성을 의심케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고전적 견해에서 범주 구성원들 사이의 차별
화는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정의하는 조건들을 만족하는 임의의 사례들은 다른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좋은 범주 구성원이다. 모
든 새들에게 공통적인 속성들 가진 어떤 동물이 있다면, 그것은 그 속성들을 가진 다른 모든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새의 사례이다. 그
러나, 우리가 새에 대해 생각한다고 해보자. 그 새는 참새나 비둘기와 닮았는가, 아니면 타조나 닭과 같은 것인가? 아마도 전자
일 것이다. 그것들은 모두 새이지만, 똑같이 좋은 새의 사례들이 아니다. 어떤 새는 더 전형적이고, 다른 것은 덜 전형적이다. 이런
전형성 효과를 보여주는 한 가지 단순한 방법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례가 그 전형적인 사례인지 순위를 매겨보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새들의 목록을 주고, 각 새 종들이 얼마나 전형적인지 순위를 매기도록 해보면, 사람들이 매기는 전형성의 순위를 상당
히 신뢰성이 있고, 대부분이 사람들은 울새(robin)는 전형적인 새이고 타조는 그렇지 않다는 데 동의한다.(Rosch 1973;
Rosch and Mervis 1975) 고전적 견해는 전형적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설명
하지 못한다.
전형성 효과는 고전적 견해를 포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왜 전형성 효과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만일 그 효과가 단지 대상을 대할 때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어떤 느낌을 반영하는 것뿐이라면, 전형성 효과는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형성에서의 차이가 다양한 인지과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들이 있고, 이는 전형성이 심리적으
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을 뜻한다. 세 가지 증거만 언급해보자.
첫째, 전형성은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한 범주의 어떤 구성원을 얼마나 쉽게 혹은 어렵게 식별하는지는 그 사례의
전형성에 따라 달라진다.(Rips, Shoben, and Smith 1973) 예를 들어, 울새가 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닭이 새라
는 것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쉽고 더 빠르다. 전형성은 사례들을 범주의 구성원으로 식별하는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한 범주에 속
한 사례들을 산출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Mervis, Catlin, and Rosch 1976) 예컨대, 새에 속한 종들의 목록을 작성
하라고 요구하면, 울새는 닭보다 훨씬 먼저 작성된다. 게다가, 사람들은 전형적인 것들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전형적이지 않은
것들을 배우는 경향이 있다.(Rosch, Simpson, and Miller 1976) 또한, 범주 학습은 전형적인 사례를 가지고 가르칠
때가 전형적이지 않은 사례를 가지고 가르칠 때보다 빨리 이루어진다.(Mervis and Pani 1980) 둘째, 전형성은 귀납과
같은 추론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형적인 사례들은 그것이 속한 범주에 대해 추론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밑천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어떤 새가 특정한 질병에 걸렸다고 할 때, 그 질병이 다른 새들로 퍼질 것 같은 정도를 묻는다고 하자. 사람들은 전형적인 새가
질병에 걸린 경우 전형적이지 않은 새가 걸린 경우보다, 다른 새들도 그 병에 걸릴 것으로 추론하는 경향이 더 크다.(Rips 1975)
셋째, 전형성은 언어 습득과 사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 범주에 속하는 두 구성원이 한 문장에 나타나면, 더 전형적인 것이 더
먼저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라임과 사과”보다는 “사과와 라임”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Kelly,
Bock, and Keil 1986) 사람들이 “새는 앞문을 통해 들어왔다”와 같은 동일한 문장을 읽는 경우에도, 그것이 울새와 같은 전
형적인 새일 경우보다 거위와 같은 비전형적인 새일 경우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Garrod and Sanford 1977)
요컨대, 전형성은 단지 느낌이 아니라 인지 과정과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그렇지만 고전적 견해에서는 전형성의
발생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 없다. 만일 범주의 구성원들이 모두 필요충분조건을 공유한다면 전형성 효과가 나타날 이유가 없기 때
문이다. 전형성 효과는 범주 학습, 범주의 목록 산출, 범주화, 언어 이해, 귀납 등의 다양한 인지과정에서 발견된다. 만일 전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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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 소개한 쿤의 사례에서, 조니는 일반화나 정의 없이도 오리, 백조, 거위의 개념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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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설명할 수 없다면, 정의는 범주화, 학습, 추론 등에 대한 중요한 심리적 사실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
이다.20
개념이 정의가 아니라면 어떤 구조를 갖는가? 흔히 세 가지의 정보 구조가 제안되어 왔다. 원형 이론, 본보기 이론, 이론 이론에
서 각기 상정하는 원형, 본보기, 이론이 그것이다.(Murphy 2002; Prinz 2002; Medin and Rips 2005).21 새 개
념의 예를 들어 간략히 설명해보자. 새의 원형은 새들이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한 통계적으로 요약된 정보체이다. 새의
본보기는 개별적인 새들의 지닌 특징들에 대한 정보체이다. 새 이론이란 새에 대한 (혹은 새의 특징들 사이의) 인과-설명적 관계에
대한 정보체이다. 이것들은 상이한 종류의 기본 구조들이다. 첫째, 각 정보구조는 서로 다른 정보체를 부호화하며, 또한 서로 달리 부호화
한다. 둘째, 상이한 유형의 정보구조는 상이한 인지과정에 사용된다. 예컨대, 원형 기반 범주화와 본보기 기반 범주화, 이론 기반
범주화는 서로 다르다. 이를 보이기 위해, 나는 몇몇 문헌들을 검토할 것인데, 이는 선별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세 이론을 꼼꼼하
게 비교평가하는 일은 이 글의 범위를 넘는다.(for a brief review, see Prinz 2002, ch.2 and ch.3; Margolis
and Laurence 1999, ch.1) 대신, 각 정보 구조가 무엇이고, 그것이 대표적인 인지 과정인 범주화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살펴보자.

1.2 원형(prototypes)
고전적 견해의 주된 비판자 중 하나인 로쉬(Eleanor Rosch)는 다양한 원형 이론들의 기초를 제공했다. 원형 이론들은 한 범주
에 대한 요약 정보, 즉 원형 표상을 가정하는데, 이는 그 범주의 구성원들이 전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징들로 이루어진다. 범주화 판
단과 그외 인지 과정들은 원형과의 유사성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대표적으로, 범주화에 대한 원형 이론을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1) 범주에 대한 원형 표상, (2) 원형과 대상이 되는 사례의 유사성을 계산하는 방식, (3) 계산된
유사성에서 범주화 판단을 내리는 기준.
햄튼의 모형은 범주화에 대한 원형 기반 모형을 예시해준다.(Hampton 1993) 먼저, 원형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특징들의 집합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가장 단순한 경우, 예컨대, 사과의 개념은 씨를 가지고, 빨갛고, 둥글고,
매끄러운 특징들로 표현될 수 있다. 이를 흔히 특징-목록(feature-list) 모형이라고 한다. 햄튼의 모형은 보다 정교한 경우인데, 특징들
을 특성(attribute)과 특성값(value)로 구분한다.(유사한 경우로는 Smith et al. 1988) 햄튼은 이를 특성-값 모형이라고 부른
다.22 예를 들어, 사과의 원형은 색 특성을 갖고, 빨강, 초록, 노랑 등이 가능한 특성값이 된다. 어떤 특성값은 다른 값들보다 더 중요
하고, 각 특성값은 그것이 얼마나 두드러지는지, 얼마나 높은 주관적 중요성을 갖는지에 따라서 가중된다. 예컨대, 사과의 경우 빨강
이 색깔 차원의 다른 값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는다. 어떤 특성은 다른 특성보다 더 중요한데, 각 특성은 진단성
(diagnosticity), 즉 그 특징이 한 범주의 사례들과 다른 범주의 사례들을 식별하는데 얼마나 유용한지에 의해 가중치를 부여받는
다.
유사성은 특징들의 가중합으로 계산되고, 유사성 측도 S(t,C)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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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구제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물론 가능하다. 하나는 과학적 개념은 일상적 개념과 달리 경계가 흐릿하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념에 다른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정의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전자는 5.1절에서, 후자는 3.3.1절에서 다루어진다.
21
이때 원형 이론, 본보기 이론, 이론 이론은 각각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상이한 모형들의 종류들이다. 서로 다른 원형 모형들, 본보기 모형들, 이론 모
형들이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각각을 원형 접근, 본보기 접근, 이론 접근으로 부를 수도 있다.
22
특성-값 모형은 흔히 스키마(schema) 모형, 프레임(frame) 모형으로 불리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특성-값으로 부르는 대신, 차원-값이나
slot-filler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특성-값과 차원-값을 혼용한다. 바살루의 동적 프레임 모형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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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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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wi는 원형에 표현된 i-번째 특징의 가중치이고, vi(t)는 t가 i-번째 특징을 갖는 정도인데, 둘 다 0과 1 사이의 값
을 갖는다. 이때 유사성 측도가 덧셈 함수에 기초해있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몇몇 특징들의 불일치는 다른 특징들이 매우 잘
들어맞는 경우에 벌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유사성이 계산되면, 주어진 사례는 가장 높은 유사성 점수를 받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결정론적 규칙에 따르면,
( , )> → ∈

이때, l은 유사성의 기준, 즉 커트라인이다. 범주화 판단이 여러 범주들 사이에서 행해진다면, 사례 t가 범주 C에 속할 확률
은 루스의 선택 규칙(Luce’s Choice Rule)에 따라 주어진다.
( ∈ )=

( , )
(, )
( , )+∑

원형 표상, 유사성, 결정 기준의 요소들을 통해 원형 모형은 전형성 효과를 포함한 다양한 인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 정의
적 구조를 가정하는 고전적 견해와 달리, 원형 이론은 한 범주 내에서도 더 좋은 구성원과 덜 좋은 구성원이 있음을 예측한다. 또한
전형성의 차이가 실험 수행에서의 차이를 낳는 다양한 실험적 사실들을 포용할 수 있다. 더 전형적인 사례가 더 빠르게 범주화
되고 더 쉽게 학습되는 것은, 전형적인 것들의 유사성 계산이 더 빠르거나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유사성의 문턱값에
이르는 시간이 적게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원형 이론은 왜 사람들에게 카펫이 가구인지 물으면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도 도움이 된다. 범주화는 원형에 기초한 유사성 기반 과정이기 때문에, 계산된 유사성의 값이 낮으면 결정이 어렵게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1.3 본보기(exemplars)
본보기 이론은 원형 이론의 경쟁자로 인식되어 왔다. 가장 잘 알려진 본보기 모형은 메딘과 섀퍼의 맥락 모형과 그것의 확장된 모형
인 일반화된 맥락 모형(Generalized Context Model)이다.(Medin and Schaffer 1978; Nosofsky
1986). 본보기 이론가들은 그러한 모형들이 원형 모형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본보기 이론에는 범주에 대한 요약
표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하나의 개념은 사람들이 기억해 두었다가 인지 과제를 수행할 때 인출하는 본보기들의 집
합이다. 23 그래서 범주화 판단은 저장된 본보기 정보의 인출과 그것과의 유사성 판단에 의존한다. 범주화에 대한 본보기 모형은 세
가지 요소를 갖는다. (1) 인출된 본보기 표상, (2) 유사성 측도, (3) 결정 규칙.
맥락 모형은 본보기 기반 범주화 모형의 단순한 형태를 예시한다. 각 본보기는 하나의 대상을 일련의 특징들의 집합으로 표상한다.
이때 특징은 차원(특성)과 특성값으로 나뉜다. 예컨대, 각 본보기는 색, 크기, 모양, 개수의 네 차원을 가지고, 각 차원은 각각 두
가지 값[빨강과 파랑, 크다와 작다, 삼각형과 원, 하나와 둘]을 가진다고 해보자. 이때 두 특성값을 0과 1로 표현한다면,
1001은 빨갛고 작은 원 하나를 가리키고, 0110은 파랗고 큰 삼각형 두개를 가리킬 수 있다. 메딘과 섀퍼가 제시한 사례는 다음
과 같다.
23

이때, 본보기는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일종의 심적 표상 내지는 정보를 말한다. 세계의 대상에 대해서는 사
례 혹은 대상이라고 말하고, 그것에 대한 정보는 본보기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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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A(A1)
00?1-B(B1)

10?0-A(A2)
110?-B(B2)

이때, 물음표(‘?’)는 관련된 정보가 기억나지 않거나 인출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i를 범주 C의 본보기라고 한다면, 유사성
은 각 본보기들과의 유사성을 더한 값이 된다.
( , )=

∈

( , )

이것만으로는 원형 이론과 달라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례 t와 각 본보기의 유사성이 계산되는 방식이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다르다. 즉, 주어진 사례 t와 범주 C의 유사성은 각 특징들이 들어맞는지 여부에 기초한 곱셈 함수로서 계산된다.
( , )=
여기서, sj는 본보기 i와 사례 t가 j번째 특징에서 일치하면 1의 값을 부여받고, 그렇지 않으면 mj의 값을 받는다. 예를 들어,
[1111]과 [1001]의 유사성은 1×m2×m3×1이 된다. 이때 m값은 실험을 통해 경험적으로 결정되는 자유 매개변수로, 특
징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유사성 매개변수의 값도 커진다.24 유사성 계산이 곱셈 함수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본보기 이론의 독특
한 특징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특징에서의 낮은 유사성은 전반적 유사성을 낮추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특징
들에서 높은 유사성을 높여도 쉽게 벌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여러 범주 구성원들과
어느 정도로 유사한 것보다는 소수의 구성원들과 매우 유사한 것이 훨씬 낫다.
범주화와 범주 학습에 대한 본보기 모형들은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기 모형들은 원형 모형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는
대부분의 실험결과들을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전형성 효과를 설명한다. 어떤 사례는 다른 사례들보다 더 전형적인데, 이는 그것이
속하는 범주 구성원 다수와 더 유사하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사례들은 더 빠르고 쉽게 학습되는데, 이는 그것들이 그 범주의 다수의 구
성원들과 매우 유사한 탓으로 설명된다. 또한, 본보기 이론은 실험에서 범주를 학습하는 (learning phase) 동안 주어지지 않았던
원형이, 어떤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시험하는(test phase) 때에 정확하게 분류될 수 있다는 것도 예측한다. 원형은 다수의 사
례들과 매우 유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1.4 이론(theories)
이론 이론은 흔히 지식 기반 접근 혹은 설명 기반 견해로 불리는데, 원형 이론이나 본보기 이론과 같은 유사성 기반 이론에 대한 반작용으
로서 등장했다. 1980년대 이후, 연구자들은 인간의 개념적 과정에는 유사성 기반 이론에서 가정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나 지식
들이 연관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범주화나 기타 인지과정이 원형이나 본보기 집합과의 유사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인간 인지에서 이론, 지식, 추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Murphy and Medin 1985; Carey
24

이 불일치 매개변수 m은 실험 자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다. 불행히도, 맥락 모형은 그 속에 포함된 두 요소를 분리해낼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값을 결정하는 한 가지 요소는 주어진 차원의 두 값이 얼마나 유사하거나 다른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그 차원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느냐 하는 것이다. 즉, 한 요소는 한 차원 내에서 두 값 사이의 심리적 차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내재적인 유사성이고, 다른 한 요소는 특
정한 차원을 얼마나 고려하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각 차원의 현저성에 대한 것이다. 일반화된 맥락 모형은 이 두 요소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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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Keil 1989)
이론 이론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지만,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갖는다. 첫째, 개념은 인과적 기제, 특성 간 관계, 혹은
숨겨진 본질에 대한 이론적 정보들의 집합체이고, 이런 정보들이 설명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예컨대, 고양이에 대한 이론적 정보는
고양이에 대한 인과적, 기능적, 법칙적 정보를 말한다. 둘째, 개념은 사람들이 유사하게 생각하는 존재자들과 과정들의 집합인
영역에 따라서 조직된다. 흔히, 통속 물리학, 통속 생물학, 통속 심리학 등이 상이한 영역을 이룬다고 생각된다. 동일한 영역에 속하
는 개념들은 유사한 유형의 이론적 정보들을 부호화한다. 반면, 인공물 개념과 자연물 개념은 상이한 종류의 정보들을 부호화한다. 사람들
은 자연물과 인공물의 차이에 민감하며, 생물과 무생물이 구분에도 민감하다.(Keil 1979) 제작자의 의도나 목적은 인공물에 있어
서 본질적으로 보이지만, 동물에는 숨겨진 본질이 본질적이다.
이론 이론을 옹호하는 논증은 크게 두 부류인데, 하나는 기존의 유사성 기반 이론들에 대한 반대 논변이다. 이 논변들의 주된 전략은
범주화와 유사성 사이의 간격를 드러냄으로써, 범주화와 같은 인지과정이 표면적인 특징들의 유사성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음을 보이
는 것이다. 메딘과 쇼벤(Medin and Shoben 1988)이 수행한 연구에서, 실험참여자들은 ‘휘어있음’이라는 특징이 바나나
와 부메랑에게 모두 전형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어떤 곧은 물체를 보여주고 바나나일 것 같은지 아니면 부메랑일 것 같은지 판
단하도록 했을 때, 실험참여자들은 바나나와 부메랑이 휘어있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부메랑이기보다는 바나
나일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유력한 설명은 휘어진 모양이 부메랑이 ‘되돌아옴’이라는 특징을 갖는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이
실험참여자들에게 공유되었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또 다른 실험으로는 립스의 변형 시나리오 실험이 있다.(Rips 1989) 실험
참여자들에게 어떤 동물이 제시되었는데, 그것은 처음에는 새처럼 생겼지만, 불행히도 오염물질에 감염되어 변형되었고 결국 곤충처럼
보이게 되었다. 그 동물이 새인지 곤충인지 물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곤충과 더 비슷하지만, 곤충보다는 새일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석은 사람들이 동물의 피상적인 외양이 아니라, 어떤 내적인 속성이 그것이 어떤 동물인지를 결정한다고
믿었다는 것이다.(see also Keil 1989) 이러한 실험들은 인과적 설명적 정보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 기반 범주화 모형의 증
거가 된다.
앞의 논변이 소극적이라면, 다른 부류의 논변은 범주화에 대한 계산 모형을 구축하려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레더의 인과모형(causal-model) 이론 혹은 생성 이론(generative theory)이다.(Rehder 2003; 2010) 인과모형
이론의 두 가지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은 대상 범주의 특징들을 부호화할 뿐 아니라, 특징들 사이의 인과모형들도 부호
화한다. 이때 인과모형이란 특징들을 매듭(node)으로, 특징간 직접적 인과관계를 연결선(edge)로 표현하는 베이즈 연결망의 특
수한 사례를 말한다. 인과모형 이론은 원인에 해당하는 특징 C가 존재할 때, 그것이 결과 특징 E를 어떤 확률 m으로 일으키는
인과적 기제를 활성화한다고 가정한다. C가 존재하지 않으면, E에 대한 인과적 효과도 없다.
둘째, 인과모형 이론은 범주화를 일종의 인과적 추론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즉, 범주화 판단은 하나의 사례(혹은 특
징들의 조합)가 범주의 인과모형에서 생성되었을 것 같은 정도를 고려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어떤 인과모형이 특정한 특징 조합을 생

32
그림 1. A는 두 특징 사이에 하나의 인과관계만 있는 단순한 모형, B는 인과 연쇄 모형 (Rheder 2010)

성했을 것 같은 가능성은 매개변수 c, m, b에 의해서 결정된다. 매개변수 c는 원인에 해당하는 C가 존재할 확률이고, m은 C
이 존재할 때 인과 기제가 활성화될 확률이고, b는 C가 없는 경우에도 E가 존재할 확률, 즉 E가 C아닌 다른 배경 원인들에
의해서 야기될 확률이다. 그러면 C와 E로 조합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이고, 우리는 각 경우에 확률을 부여할 수 있다.
p(~C and ~E) = (1-c)(1-b)
p(~C and E) = (1-c)b
p(C and ~E) = c(1-m)(1-b)
p(C and E) = c(m+b-mb).
이제, 네 가지 특징 F1, F2, F3, F4를 갖는 범주 A와 B를 상상해보자. 그리고 두 범주는 특징들 간의 인과적 관계가 다르
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자. 레더가 제시하는 한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Rehder 2003, 1143, table 1)

표 2. 빅토리아 호수 새우라는 실험 범주에 대한 특징들과 인과관계 (Rheder 2003)

실험참여자에게 어떤 특정한 사례([F1.F2.~F3.F4])가 범주 A에 속하는지 B에 속하는지 판단하도록 한다. 네 특징들
의 특정한 결합이 생성될 확률은 위의 규칙들을 재귀적으로 적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인과 관계의 차이로 인해 주어진 사례가 A
의 인과모형에서 생성될 확률과 B의 인과모형에서 생성될 확률은 다르게 된다. LA(E)와 LB(E)이 각 인과모형에서 E가
생성될 것 같은 가능성이라고 할 때, 최종적으로 범주화 판단은 루스의 선택 공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 ∈ )=

( )
( )+ ( )

요지는 범주화에 대한 인과모형 이론이 범주 표상과 대상 사례 간의 유사성에 기초해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신, 범주화는 특
징들의 특정한 조합이 인과관계의 패턴에 따라서 생성될 가능성에 달려있다. 통계적으로 요약된 정보나 본보기 정보가 아니라,
인과 관계를 포함한 이론적 정보가 범주 구성원을 결정한다.

2. 단일구조 관점: 과학적 개념에 대한 프레임 이론을 중심으로
2.1 개념에 대한 단일구조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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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에서는 개념의 정보적 구조에 대한 후보군을 살펴보았다. 개념은 필요충분조건을 명세하는 정의라는 고전적 견해가 비판받은 후, 원
형, 본보기, 이론이 개념의 정보구조의 후보군으로 제시되어왔다. 세 정보구조는 서로 다른 정보들을 부호화하며, 그것에 기반한 인지과정은
상이하다. 이들은 개념구성적 정보의 구조적 성격에 대해 서로 다른 답을 하고 있지만, 하나의 근본적인 가정을 공유하고 있다. 개념
에 대한 이론화 작업에서는 오랫동안 기본적으로 가정되어 온 것은 단일구조 관점(the unitary view)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인간의 개념적 인지활동을 설명하는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단 하나의 정보구조가 존재한다.
원형 이론, 본보기 이론, 이론 이론에서 상정된 원형, 본보기, 이론은 각각 개념적 인지능력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단일한 정보구조
로 흔히 가정된다. 각 정보구조는 모든 범주를 표상하며, 대부분의 인지과정에 사용된다. 문제는 어떤 하나의 이론이 다른 이론을 이론적,
경험적으로 완전히 압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떤 실험 결과들은 하나의 이론으로 잘 설명되지만 다른 이론은 그렇지 못하다. 다른
결과들은 그 반대이다. 즉, 원형 이론, 본보기 이론, 이론 이론은 각자가 잘 설명하는 증거들과 함께 약점들도 가지고 있다. 다른 이론을
압도하는 주도적인 이론이 없을 뿐 아니라, 세 이론을 종합해낸 통합 이론도 존재하지 않는다.25 따라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는 세 가지 후보가 모두 우리의 고등 인지 과정과 과학적 실행에서 사용되는 정
보 구조라고 주장하고, 이를 구조적 이질성 논제로 부를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단일구조 관점이 문제상황을 적절히 다룰 수 있는 방식
은 없는지 검토해보자.
단일구조 이론가들이 택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이 있다. 첫째, 단일구조 이론가들은 쿤의 정상과학론에 호소할 수 있다.(Kuhn
1970) 정상과학 시기에는 변칙사례들이 늘 있기 마련이고, 변칙사례는 반례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한 이론이 모든 현상을 설
명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예컨대, 현재 원형 이론에 난점이 있지만 그것은 원천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며, 정상과학적 연구활동을 통해 언젠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있다는 것이 단일
구조 관점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문제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설득력
을 지니려면 하나의 이론이 관련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압도적인 우위를 점해야 한다. 즉, 한 이론이 주도적인 패러다임의 지위에 있
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어느 한 이론이 패러다임을 형성했다기보다는 복수의 연구 프로그램들이 경쟁하는 경우에 가깝다.
더 나아가, 변칙사례들을 너무 가볍게 처리하는 것도 문제이다. 물론 정상과학 시기에는 변칙은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
나 쿤 자신이 강조했듯이 이론의 평가는 경쟁이론들 간의 비교 평가이고, 한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을 다른 이론이 설명한다면
이는 위기를 고조시켜 비통상적 연구로 전환할 동력을 제공한다. 따라서 정상과학론에 호소하는 전략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고집스
러운 대응으로 보인다.
둘째, 피설명항을 제한하는 대응이 가능하다. 즉, 단일구조만으로도 “중요한” 모든 인지현상, 혹은 “개념과 관련된” 모든 인지현
상을 설명한다는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개념 이론이 설명해야 할 개념적 인지활동의 범위를 적절히 제한함으로써 단일구조 관점을
구해내려는 시도이다. 사실 개념 이론이 모든 인지현상을 설명해야 할 필요는 없다. 단지 개념적 인지만을 설명하면 충분하다. 예
컨대, 본보기 효과(전형적이지 않더라도 소수의 구성원과 대단히 유사한 경우 범주화에 영향을 미침)는 원형 이론에서는 잘 설명되
지 않는다. 이에 대한 원형 이론의 가능한 대응 중 하나는 원형은 범주에 대한 일반적 지식이지만, 그 이외에 일화 기억이 범주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비개념적인 일화 기억이 본보기 효과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효과를 반드시 개념
적 차원에서 설명해야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개념은 범주에 대한 일반 지식인 원형만을 포함한다. 이러한 대응은 정상과학
론에 호소하는 것보다는 현실성이 있다. 그리고 피설명항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과학연구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과학
혁명이나 급격한 이론변화는 방법론적 공약불가능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문제는 피설명항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에 있다. 만
일 그러한 조정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 채택하고 불리한 증거를 물리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방법론적으로 중요한 문젯거리
가 된다. 따라서 이 대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피설명항의 조정이 원칙에 기초해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야 한다. 본보기 효과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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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이론에 대한 평가는 Prinz 2002와 Margolis and Lawrence 1999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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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일화 기억에 호소하는 전략도 문제가 없지 않다. 통상 개념은 대상을 분류하는 데 뿐 아니라 귀납 등 다른 인지과정에도
공통적으로 사용된다고 간주된다. 그런데 일화 기억 전략은 분류와 다른 개념적 과정을 분리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즉, 분류는 단지
개념적이지 않고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한 반면, 다른 개념적 인지과정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형성 효과를 설명
하는 데에는 일화 기억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왜 어떤 분류는 개념적이고 다른 분류는 비개념적이게 되는지를 해명해야 할 부담이
생긴다.
마지막 대응은 상이한 이론들의 결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기인한다. 즉, 세 이론은 상이한 정보구조를 가정
하고 있고 서로 다른 인지과정을 모형화하기 때문에, 결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일구조 이론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런 대응의 성공은 부분적으로 결합을 얼마나 강하게 해석하는지에 달려있다. 결합이 강하게 해석될 경우, 세 정보구조를
융합적으로 결합해낸 통합적 이론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그럴듯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결합을 약하게 해석하는 경우, 세 정보
구조는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다. (3절에서 나는 실제로 다양한 종류의 다원적 이론들이 제안되어 왔으며, 구조적 이질성 논
제는 그러한 다원론 중 하나의 형태라는 점을 보일 것이다.)
일상적 개념에 대해 단일구조 관점이 암묵적으로 가정되어 온 것처럼, 과학적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도 단일구조 관점은 보편
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예컨대, 과학적 개념, 특히 이론적 개념은 관찰적 개념들에 의해서 잘 정의된다는 생각은 초기 논리실증주
의 혹은 조작주의에서 나타난다. 세련된 논리경험주의자들은 이론적 개념들이 관찰적인 것들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에 반대하지만,
개념이 구조적으로 균질적임을 부정하지 않았다.(Hempel 1952; Carnap 1956) 이런 가정은 단지 언어적 접근을 취했던
철학자들에게만 공유되었던 것은 아니다. 인지적 접근을 택했다고 볼 수 있는 근래의 시도들 역시 단일구조 관점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예컨대, 새거드와 너세시안 등이 경험적 심리학과 철학을 통합하려고 노력해오고 있다.(Thagard 1986; 1990;
Nersessian 1989; Andersen et al. 2006) 이러한 이론들에서 철학이 인지과학에서 배우는 방식은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하나의 유망한 개념 이론(예를 들면, 원형 이론)을 채택하고, 그것을 과학적 맥락에 적용하여 과학에 대한 철학적 이론을 구
축한다. 이들의 접근법은 과학적 개념이 일상적 개념과 마찬가지로 모두 원형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입장은 과
학적 개념에 대한 언어적 접근에 반대할 뿐 아니라, 인지적 접근 내에서조차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지던 단일구조 이론과도 단절한
다.
2절의 나머지 부분에서 내가 검토하려고 하는 것은 토마스 쿤의 과학철학과 개념의 인지과학을 결합하려는 일군의 철학자들이
시도한, 과학적 개념에 대한 프레임 이론이다. 그것은 개념에 대한 여러 이론들이 경쟁하고 있다는 문제상황 자체를 심각하게 받
아들이지 않는 경우이다. 즉, 개념은 대부분의 경우에 한 가지 방식, 프레임(frame)으로 포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특별히
검토하는 이유는 그것이 쿤의 개념 이론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현재까지 제안된 인지적 접근 중 가장 세련
된 형태로 보이기 때문이다.

2.2 과학적 개념에 대한 프레임 이론
앤더스, 바커, 첸(이하 ABC로 줄여씀)은 오랜 기간의 협동연구를 통해, 과학적 변화와 그것의 인지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려 노력해
왔다.(Andersen et al. 1996; Chen et al. 1998; Barker et al. 2003; Andersen et al. 2006) 그들은 과
학적 실행에 대한 쿤의 통찰과 바살루(Barsalou)의 동적 프레임 이론을 결합함으로써, “과학적 개념에 대한 동적 프레임 이론
(Dynamic Frame Theory of Scientific Concepts)”으로 부를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이론을 발전시켰다. 이 이론은 크
게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경험적으로 지지받는 심리학적 개념 이론으로서의 프레임 모형이다. 둘째, 프레임 모형이 과학에
대한 쿤의 중요한 통찰들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쿤에게 문젯거리가 되었던 개념적 변화의 문제까지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두 부분을 차례로 검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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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프레임 모형에 대한 간략히 살펴보자. 바살루에 따르면, 개념들은 그것이 대상이든지, 사건이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에
관한 것이든지 간에, 프레임(frame)을 통해 잘 표현될 수 있다. 프레임은 세 가지 근본적인 특징을 갖는다.(Barsalou 1992)
첫째, 개념을 특징들의 목록으로 간주하는 특징 목록(feature-list) 모형과 달리, 프레임은 특성(attribute)과 값(value)이라는
두 수준을 갖는다. 특성은 어떤 범주 구성원들의 한 측면을 기술하고, 값은 한 특성의 특정한 종류 혹은 특성의 하위 개념이다. 예컨대,
<백조> 개념은 [날개를 가짐, 둥근 부리, 흰 색, ...] 등으로 표현되는 대신, [운동: 난다, 부리: 둥금, 색: 하양, 이동: 철새, ...] 등으
로 표현된다. 둘째, 프레임은 구조적 불변성(structural invariants)을 갖는다. 즉, 프레임의 특성들은 상호 제약한다. 예컨대,
새의 프레임을 고려해보자. 부리, 머리, 목 등은 특정한 기하학적 배열을 이루어야 하고, 각 구조는 특정한 기능이나 행동과 연관될 수
있다. 따라서 프레임은 특성들 간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셋째, 프레임은 값들 사이의 제약(value constraints)도 갖는다.
한 특성의 값이 주어지면, 다른 특성은 그에 상응하는 특정한 값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날지 못하는 새는 철새일 수 없는데,
이는 ‘운동’ 특성의 값과 ‘이동’ 특성의 값 사이에 상호연관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프레임 모형에 따르면, 하나의 구체적인 개념은
특성들 모두가 활성화되면서 각 특성에 대해 오직 하나의 값이 활성화됨으로써 표현된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의 프레임은 개념
적 마당을 정의하고, 프레임을 이루는 값들의 특정한 조합이 하나의 개념을 표현한다.
나는 1.2절에서 원형 이론을 소개하면서, 세련된 원형 이론이 단순한 특징 목록 모형보다는 특성-특성값 모형을 채택함을 보여준
바 있다. 두 모형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는 어렵지 않다. 흔히, 특성-특성값들로 이루어진 표상을 스키마(schema)로
부르며, 특성-특성값 모형은 스키마 모형으로 불린다. 특징들은 특성과 (특성)값으로 나뉘기도 하지만, 차원과 값, 슬롯(slot)과 필러
(filler)로 불리기도 한다.(Rumelhard and Ortorny 1977; Hampton 1995; Smith and Osherson 1984)
스키마 모형은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각 특성은 가능한 특성값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부과한다. 따
라서 한 특성의 특성값들 사이의 관계를 표상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대상의 색 특성이 파란색의 값을 갖는다면, 그것은 빨강
의 값을 가질 수 없다. 둘째, 위계적 구조와 포함 관계를 포착하는데 매우 적절하다. 스키마의 특성 수준을 다룸으로써 위계적 관계
에 놓인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혹은 범주와 사례)를 적절히 연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는 동일한 특성 집합
을 가지지만, 상위 범주는 각 특성에 대해 다양한 특성값을 가질 수 있지만, 하위 범주나 사례는 하나의 특성값만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새> 스키마가 갖는 특성 집합은 <거위>도 공유하지만, <새> 스키마의 색 특성은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는
반면, <거위>의 색 특성은 특정한 값만 가진다. 따라서 <거위>는 <새>의 하위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각 특성에 대
해 허용되는 특성값들 사이의 포함관계를 통해 범주 간 포함관계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거위는 새이다”를 받아들이지만 “새

그림 2. 새 프레임의 일부(왼쪽)과 새 프레임을 통한 하위 범주의 표현(오른쪽)

는 거위이다”를 거부하는 이유도 위계적 관계에서 따라나온다. 셋째, 우리는 범주의 추상성과 관련하여 상충하는 직관을 갖는데, 이
를 설명할 수 있다. 상위의 추상적 범주는 하위의 구체적인 범주보다 더 적은 특성을 가지는 것 같기고 하고, 반대로 더 많은 특성을
갖는 것 같기도 한데, 이는 특성의 수는 적어지지만 더 다양한 것들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스키마 모형에서는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
가 동일한 수의 특성을 갖지만, 상위 범주는 더 다양한 특성값을 가짐으로써 더 다양한 것을 포괄한다. 이런 특징들은 스키마 모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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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모형이 공유하는 부분이다.
프레임 모형이 특성-값 모형이나 스키마 모형과 다른 점은 그것이 구조적 제한, 즉 특성들 간의 상호연관을 부호화한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이는 대상의 부분들 간의 구성 관계나 구조와 기능 사이의 관계 등을 표현하는데, 일반적인 특성-값 모형에서는 이러한 구
조적 제한을 포함하지 않는다.(Hampton 1995) 햄프턴이나 원형 이론가들이 특성-값 모형이나 스키마 모형은 받아들이면서 프
레임 모형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런 제한이 일상적인 범주화 과제나 인지 과제에 대한 실험에서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상위 범주와 그것의 하위 범주들은 모두 특성 집합을 공유하기 때문에, 구조적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상수로서 존재할 뿐 차별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ABC는 프레임 모형이 과학적 개념과 개념 변화에 대한 쿤의 통찰을 표현하는데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프레임 모형은
쿤의 가족유사성 이론과 양립할 수 있다. 쿤은 과학적 대상들에 대한 개념이 유사성과 비유사성에 의해 결정되는 가족유사성 개념
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구성원이 만족해야 할 공통의 본질적인 특징은 존재하지 않고, 임의의 특징들은 대상들을
유사성 집합으로 분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프레임 모형에서 유사성은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지만, 특성값들의 조합이 활성화되는
패턴에서 암묵적으로 드러난다. 예컨대, 거위와 오리가 서로 다른 유사성 집합을 이룬다는 것은 그것들이 활성화시키는 특성값들의 패
턴이 다르기 때문이다. 프레임 모형에서 두 집단은 특정한 차원에 대한 값이 동일한 경우 유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의에 기초한 고전적 이론과 단절적이라는 점에서 쿤의 개념 이론과 프레임 모형은 공통점을 가진다.
둘째, 스키마 이론의 장점으로 언급했듯이, 프레임 모형은 위계적 관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쿤의 대조집합 및
위계적 개념구조라는 관념에 부합한다. 쿤에 따르면, 백조, 오리, 거위는 물새라는 상위 범주의 하위 범주들로서 대조집합을 이루고, 대조
집합을 이루는 개념들은 함께 습득되어야 한다. <새>의 특성 목록은 <백조>, <오리>, <거위>와도 공유되지만, <새>는 다양한 특
성값들을 가지는 반면, 하위 개념들은 제한된 특성값 만을 갖는다. 또한 백조, 오리, 거위가 대조집합을 이루는 것은 그들이 동일한 특
성 집합을 공유하면서도 상이한 특성값들의 조합을 가지기 때문이다.
셋째, 값 제약은 규칙성 지식(knowledge of regularity)와 존재론적 지식(theory of ontology)를 표현하도록
해주며, 왜 두 가지 지식이 분리될 수 없는지를 보여준다. 규칙성 지식과 존재론적 지식은 쿤에 대한 호이닝엔-후에네
(Hoyningen-Huene 1993, ch.3.7)의 칸트적 해석에서 도입된 용어이다. 주어진 개념 구조는 대상들을 유사성 집합들로 구
분하는데, 그러한 유사성 관계는 세계에 무엇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가정을 함축한다. 예컨대, 물새가 거위, 오리, 백
조로 분류된다면, 셋의 특성이 오묘하게 뒤섞인 네 번째 물새 부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개념 구조는 특징들 간의 규칙성에 대한
지식도 함축한다. 물갈퀴가 있는 새는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규칙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언어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상이한 기준들에 호소하면서도 동일한 대상들을 집어낼 수가 있게 된다. 프레임 모형에 따르면, 값 제약은 두 가지 지식을
내재하고 있다. 예컨대, 한 특성의 값과 다른 특성의 값 사이에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위도 오리도 백조도 아닌 어떤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된다. 즉, 그것들 사이에는 텅 빈 지각적 공간이 존재한다. 또한, 값 제약은 특정한 활성화 패턴만이
가능함을 일러준다. 예컨대, 발 모양이 물갈퀴를 가진다면, 서식지는 물일 것이다. 존재론적 지식과 규칙성 지식이 궁극적으로 개념 구
조가 내재하고 있는 값 제약에 의존하기 때문에, 두 지식은 분리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ABC는 자신들의 프레임 모형이 경쟁 이론보다 개념적 변화를 설명하는 데 유리하다고 주장한다.(Barker et
al. 2003) 그들은 쿤의 통찰을 계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개념적 변화를 급격한 단절로 간주하는 쿤의 입장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다. 과학혁명의 여러 에피소드들에 대한 최근의 역사적 연구들은 쿤이 초기에 묘사했던 것처럼, 마치 형태전환과 같은 급격한 변
화가 아니라 장시간에 걸친 점진적 변화이다. 따라서 개념 변화에 대한 이론은 그러한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럴
때에야 과학혁명을 합리적인 것으로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념적 변화를 설명하려면 특정한 개념 이론에 호소해야 한다. ABC는 원형 이론을 한 가지 대안으로 고려하고, 그것이 개념
변화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프레임 이론이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ABC가 고려하는 원형 모형은 특징 목록 모
형인데, 그것은 정의나 본질을 거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필요충분조건으로서의 정의와 상당히 닮아있다는 것이다. 만일 개념이 필요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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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라면, 개념적 변화는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일 수 밖에 없다. 개념을 구성하는 조건 중 하나라도 변화하면, 개념이 변화하
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개념적 변화의 다양한 가능성에 비해 매우 제한된 형태의 변화만을 설명할 수 있다. 즉, 어떤 변
화는 정의 이론이 예측하는 것처럼 급격할 수 있지만, 과학사의 많은 개념적 변화는 점진적인데, 이들을 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징 목록 모형도 필요충분조건 모형과 이런 점에서 유사하다. 과학자들이 기존의 원형과는 다른 새로운 원형을 받아들이면 개
념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원형의 대체는 역사적으로 연장될 수 없고, 순간적으로 발생한다. 이것이 문제인 까닭은 실제로 과
학적 변화는 점진적일 때도 있고 혁명적일 때도 있지만, 필요충분조건 모형이나 특징 목록 모형에서는 과학적 변화를 시종일관 혁
명적인 것으로 묘사한다는 것이다.
ABC에 따르면, 프레임 모형은 개념의 미시적 구조를 보여주는 데 적합하기 때문에, 점진적 변화 과정을 묘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떤 상황이 보수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혁명적인 변화인지를 말해준다. 첫 번째 경우, 기존의 특성 집합이 변화하지 않
은 채로, 새로운 값들의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조류학의 역사에서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자. 19세기 초반에는 전형적인 물새도 아
니고, 전형적인 뭍새도 아닌 새로운 새 종류가 발견되었다. 물새는 둥근 부리와 물갈퀴 발을 가지고 있고, 뭍새는 뾰족한 부리와 발톱이
있는 발을 가지고 있는데, 물갈퀴 발과 뾰족한 부리를 가진 새가 발견된 것이다. 이러한 변칙 사례는 기존의 프레임에서 특성 집합
을 수정하지 않고, 새로운 값들의 패턴을 만들어냄으로써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분류체계의 재조직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두 번째 경
우는 특성 집합은 변화하지만 양립불가능한 경우는 아닌 상황이다. 다윈 이후의 조류 분류는 매우 상이한 기준들을 사용하게 되는데(구개
구조, 힘줄 유형, 내장 구조 등), 이것들은 새로운 특성 집합을 이루게 된다. 즉, 다윈 이전과 이후의 조류 분류학에서는 이전의 특성 집합
과는 매우 상이한 특성 집합에 의해서 조류를 분류하게 되지만, 두 특성 집합이 양립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성들은 서로 가로지르거나
중첩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상당한 유사성도 발견할 수 있다. 세 번째 경우는 변화를 전후한 두 특성 집합이 양립불가능
한 경우로서 혁명적인 변화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프레임 모형은 개념의 미시적 구조를 드러냄으로써, 어떻게 점진적
인 변화가 혁명적인 결과를 갖는지는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간략한 분석은 Barker et al., 2003, 233-237; 자세한
분석은 Andersen et al., 2006, 5장을 보라.)

2.3 프레임 모형의 한계들
나는 과학적 개념에 대한 프레임 모형을 인지적 접근의 세련된 한 가지 형태로 간주하며, 그것이 나름의 성과를 가진다고 생각한
다. 특히, 개념 변화의 미시적 구조를 보다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프레임 모형은 유익하다. 그러나 나는 프
레임 모형의 성취가 한편으로는 과장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계를 지닌 것임을 보이고자 한다.
ABC는 프레임 모형을 원형 이론의 한 부류인 특징 목록 모형과 대비해, 프레임 모형의 우수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미 살
펴보았지만, 세련된 원형 이론가들은 특성-값 모형 혹은 스키마 모형을 사용한다. 문제는 프레임 모형이 특성-값 모형보다 우월한가 하
는 것이다. 프레임 모형의 우수성은 원형 이론이 갖는 설명력 이외에 어떤 것을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우에 입증될 수 있다. 그
러나 나는 이런 물음과 관련하여 회의적이다. 첫째, 특성-값 모형도 가족유사성 이론과 양립가능하고, 개념의 등위구조(graded
structure)를 표현한다. 둘째, 특성-값 모형도 위계적 구조와 포함 관계를 표현한다. 셋째, 개념적 변화에 대한 프레임 모형의
설명은 특성-값 모형에 의해서도 유사하게 되풀이될 수 있다. 따라서 프레임 모형의 세 가지 장점은 프레임 모형의 독특한 기여가
아니라, 특성-값 모형이나 스키마 모형처럼 특징들을 특성/차원과 값의 두 차원으로 구분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점들에서 프레임 모형은 세련된 원형 모형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남은 것은 값 제약의 역할이다.26 ABC에 따르면, 값 제약은 규칙성 지식과 존재론적 지식 모두를 내재화하고 있다. 논의
를 위해, 개념 구조가 그러한 두 종류의 지식을 함축하며, 특히 값 제약을 통해서 그 지식들이 구현될 수 있다고 가정하자. 문제는 특성
26

특성/차원들 사이의 관계인 구조적 불변성은 ABC의 이론에서 특별한 설명적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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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프레임 이론 안에서 부호화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론 이론가들은 그러한 관계가 특징들 사이의 인과적 정
보 혹은 인과모형으로서 잘 포착된다고 주장한다.(Murphy and Medin 1985; Rehder 2002) 인과적 기제가 특징들 간
의 상호연관성이 표현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값 제약은 우연적인, 경험적 일반화가 아니라 인과적 관계를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특성간 상호관계와 같은 것은 원형 이론이 아니라 이론 이론에 의해서 잘 포착된다. ABC가 프레임
이 단지 원형 이론의 한 모형이 아니라 그것과 다른, 보다 진전한 모형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특징 간 상호관계가 이론 이론에서 자
연스럽게 표현된다는 것을 반박하지는 못한다.
이에 대한 ABC의 대응은 상당히 흥미롭다. 이론 이론이 심리적 본질주의와 동일시되지 않는 한, 프레임 모형은 개념에 대한
일반적 모형을 제공하고, 이론 이론은 보완하는 역할만 수행한다는 것이다.27 왜냐면, 개념은 다양한 특성들과 값들로 이루어져있고, 그
특성과 값들 중에서 일부만이 상호연관을 맺으며, 그러한 상호연관 중에서도 일부만이 인과적인 연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ABC가 가정하고 있는 개념은 프레임과 인과적 정보의 결합된 형태일 것이다. 앞에서 나는 프레임 모형이 단일구조 관점을 가
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단일구조 관점을 고집하는 경우, 프레임 모형은 개념에 대한 폭넓은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포괄하는데 어려움
을 겪게 될 것이다. 만일 프레임 모형이 원형 이론의 한 가지 확장된 형태라면, 그것은 본보기 이론이나 이론 이론을 지지하는 실험
적 증거들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난관을 피하기 위해, ABC는 프레임을 개념을 해명하기 위한 일반
적인 틀로서 받아들이고, 이론적 정보를 통해 보완되는 길을 택한 것이다.
ABC의 제안이 흥미롭기는 하지만, 설득력이 있지는 않아 보인다. 우선, 프레임과 인과적 정보가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대
한 상세한 해명이 제시되지 않는다. 또한, 이후의 논의에서도 인과적 정보가 하는 역할은 소개되고 있지 않다. 다만, 프레임을 중
심으로 이론 이론의 내용이 결합될 가능성을 선언하는 데서 그치고 있다. 경쟁 이론의 요소들이 조화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결합의 방식을 대략적이나마 제시하지 못한다면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으로, ABC가 그러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프레임 모형에서 도대체 개념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이 개념을 획득하고 소유하기 위한 메커니즘인지도 분명치 않다. 이 점에서 바살루의 입장은 모호하다. 그는 “개
념이란 한 범주를 표상하기 위해 장기기억에 저장된 더 큰 지식체에서 도출된, 작업 기억에 위치한 임시 구성물”(Barsalou
1993, 29)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개념을 보다 일반적으로 “장기기억이든 작업기억이든 간에, 한 범주 혹은 속성에 대한 임의
의 기술적 정보를 의미하는”(Barsalou 1992, 31) 것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두 경우 모두 적절치 않은데, 개념이 작업 기억의
임시 구성물이라면 개념의 안정성과 양립할 수 없고, 우리가 상대적인 안정적인 개념을 가진다는 것을 의문스럽게 만들 수 있다.
후자의 경우라면, 도대체 어떤 정보들이 개념을 구성하는지에 대해 유의미한 제한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단지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프레임 모형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프레임은 지식 표현(knowledge representation)을 위한 지나치게 훌륭한 도구이다. 프레임은 대상 뿐 아니라, 사건, 규칙,
계획 등을 표현할 수 있다.(Barsalou 1992) 심지어, 그것은 원형도 표현할 수 있고, 본보기도 표현할 수 있으며, 특징들 간의 인
과적 정보도 표현할 수 있다. 즉, 프레임 "표현"은 특정한 정보 구조에 중립적이다. 정보나 지식을 표현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그것이 개념이라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다. 개념은 인지과정에 사용되는 정보체이기 때문에, 주어진 인지과제에서 그 개념이
사용되는 처리과정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범주화에 대한 원형 모형이나 본보기 모형은 각각 원형이나 본보기라는 정보구조를 가정할
뿐 아니라, 그 정보구조를 활용하는 인지과정을 기술한다. 그러나 프레임 모형에서 범주화하는 과정은 무엇인지 전혀 분명치가 않다.
처리과정에 대한 모형이 없으면, 정보구조를 상정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더 자율성을 가지게 된다. 개념의 정보구조는 그것의 처리되는
방식에 의해서 규제되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프레임 표현이 다양한 지식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처리과
정에 대한 모형을 결여하기 때문이다.

27

실제로 많은 이론 이론가들이 심리적 본질주의를 받아들이지만, 둘 사이의 관계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이론 이론을 옹호하면서 본질주의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Ah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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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과학적 개념과 프레임 모형
앞 절에서 나는 프레임 모형 자체의 한계를 기술했다. 이 절에서는 프레임 모형을 과학적 맥락에 적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우선, 프레임 모형의 적용범위를 검토해보자. 프레임 모형이 어떤 과학적 개념들은 표현하고 분석하는 데는 적절할 수 있지만,
과학적 개념들을 분석하는 포괄적인 도구로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대, 과학적 개념에는 뉴턴 역학의 <힘> 개념과 같
은 이론적 개념들도 포함되는데, 그런 이론적 개념들이 프레임 모형에 의해 표현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프레임 이론에 따르면, 하나
의 개념은 개념적 마당을 표현하는 프레임의 하위 개념이 됨으로써 표현된다.(Barsalou 1992) 예를 들어, <거위>는 <물새>
라는 프레임이 제공하는 개념적 마당에서 특정한 값들의 집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물새>의 하위 개념으로서 표현된다. <오리>나
<거위> 같은 하위 개념들은 <물새>의 프레임에서 상이한 특성값 집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상이한 개념이 된다. 그러나 <힘> 개
념과 같은 이론적 개념은 어떠한 상위 개념의 프레임의 하위 개념으로 표현되는지 불분명하다. 프레임 이론은 원칙적으로 어떤 개념
이 위계적 구조에 적절히 자리잡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프레임 이론은 과학적 개념을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에 부족하다.
앤더슨과 너세시안은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프레임 이론을 이론적 개념에 적용하는 문제에 도전한다.(Andersen and
Nersessian 2000) 그들은 프레임 이론을 이론적 개념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론적 개념인 경우
에도 문제상황들 사이의 유사성 관계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쿤의 통찰을 받아들인다. 정의가 아니라 유사성이 중요하다
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일상적인 개념의 경우 유사성은 사례들 사이에서 성립하고, 이론적인 개념의 경우 유사성은 문제상황들 사
이에서 성립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론적 개념을 직접 프레임으로 표현할 수는 없더라도, 개념들이 등장하는 문제상황들과 그
들의 유사성 관계를 프레임 이론을 통해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전기 작용(electrostatic action)를 사례로 들어, 문제상황들이 어떻게 프레임으로 표현되는지를 살펴보자. 정전기와 관
련한 문제 상황들에 대한 (부분적) 프레임은 네 가지 특성을 갖게 된다. 전하 분포, 전기 마당, 전기 작용, 그리고 정전기 포텐셜이
다. 여러 형태의 정전기적 방정식들과 연관된 상이한 문제상황들은 특성값들의 패턴에 의해 표현된다. 예를 들어, 점전하 분포와
구형의 전기마당은 가우스 법칙의 한 가지 형태(예를 들어,

=

)와 연관된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방정식 형태

와 연관된 다양한 문제상황들이 서로 유사성에 의해서 무리지어진다. 동시에 법칙 안에서는 특성들 사이의 예외없는 관계가 성립
한다.
그러나 이론적 개념의 정의적 성격과 유사성 관계의 역할을 조화하려는 이러한 시도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이

40
그림 3. 정전기 작용에 대한 부분적 프레임 (Andersen and Nersessian 2000)

런 시도는 개념이 특성과 값의 두 차원으로 이루어진다는 프레임 모형의 근본적인 가정과 잘 들어맞지 않는다. 앞의 사례에서, 전기
마당이라는 특성은 구형(spherical)과 방사형(radial)을 값으로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전기 작용과 정전기 포텐셜이라는 특성은
어떠한 값을 갖는지 알 수 없다. 바살루와 ABC는 자신들의 동적 프레임 모형이 단지 평평한 구조를 갖는 특징 목록 모형과 다르며,
그것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프레임의 특성-값 모형을 포기한다면, 앤더슨과 너세시안이 그리고 있는 문제상황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프레임” 표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그들이 프레임의 어떤 특징들은 특성과 값을 갖지만, 일부 특징들은 값은
가지지 않고 특성만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를 뒷받침할만한 경험적, 이론적 근거들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들의 모형은 프레임 모형도 아니고, 특징 목록 모형도 아닌, 하나의 가상적인 모형일 뿐이다. 두 번째 문제는 문제상황들 사이의 유사
성을 측정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쿤적 전통에서, 하나의 이론적 개념은, 그 개념을 포함하는 법칙적 도식이 적용될 수 있는 다양
한 문제상황을 접하고 그들 사이의 유사성을 지각함으로써 습득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상황들이 어떻게 유사하게 보이는지를 말하는
것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그들이 비록 “방정식이 적용되는 다양한 문제상황들 뿐 아니라 구체적인 형태의 방정식들도 가족유사성에
의해서 관계 맺는다”(Andersen and Nersessian 2000, 232)고 말하고는 있지만, 문제상황들을 가족유사성에 의해서
관계맺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분명치가 않다. 한 가지 자연스러운 방식은 문제상황들 사이의 유사성은 주어진 특성값의 조
합 패턴의 유사성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프레임 이론의 정신에 부합한다. 프레임 이론에 따르면, 상이한 사례들
이나 범주들이 주어진 특성의 값들을 공유하면, 그리고 그러한 정도로 유사하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는 왜 우리가 어떤 사례들을 유사
하게 인식하고, 다른 사례들과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지를 설명해준다. 이를 이론적 개념과 문제상황에 확장해보자면, 상이한 방정
식의 형태들은 상이한 문제상황들을 표현하는 특성값들의 상이한 패턴과 연관된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위에서 예시된 가우스
방정식의 한 형태와 연관된 문제상황들은 점전하 전기분포와 구형 전기마당을 값으로 갖는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할 것이다.
그러나 특성값들의 유사한 패턴에 의해 표현되는 문제상황의 가족유사성이 어떻게 방정식 형태의 유사성과 관련맺는지는 여
전히 미지수이다. 실제로, 상황의 유사성과 방정식의 유사성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예컨대, 가우스 법칙의 첫 번째 형태와 연
관된 문제상황과 가우스 법칙의 두 번째 형태와 연관된 문제상황은 특성값을 공유하지 않고, 따라서 유사한 문제상황이 아니다.
그럼에도 두 방정식 형태는 가우스 법칙의 두 가지 변형이고, 또한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일상적 개념에서
는 발생하지 않는다. ‘거위’ 개념을 예로 들어보자. ‘거위’를 ‘Frisean goose’와 ‘graylag goose’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면,
전자는 [크기: 작음, 색: 하양, 부리: 뾰족함, 목: 짧음]으로 표현되고, 후자는 [크기: 작음, 색: 갈색, 부리: 뾰족함, 목: 짧음]으로 표현
될 수 있다. 두 개념이 활성화시키는 특성값이 패턴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포개져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사
한 종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전하분포: 점 전하, 전기마당: 구형]을 예화하는 문제상황과 [전하분포: 선 전하, 전기마당: 방사형]
을 예화하는 문제상황은 특성값의 패턴이 거의 겹치지 않지만, 그에 대응하는 방정식들은 서로 유사하다. 한편으로, 두 문제상황은 유
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사하지 않다.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 길은 방정식 형태의 사소한 변화라도 방정식이 적용되는 문제상황들
에는 커다란 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방정식 형태의 유사성은 문제상황의 유사성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는 분명히 일상적인 개념들과는 구별되는 과학적 개념의 특징으로 보이는데, 동일한 개념들로 이루어진 방정식이 여러 형태로 변형되어
다양한 문제상황들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념 습득에 관한 문제를 일으킨다. ABC가 따르고 있는 쿤의 통찰에 따르
면, 이론적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학생들은 그 개념을 포함하는 법칙이 적용되는 다양한 문제상황들에 노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만일
문제상황들이 방정식 형태의 사소한 변화마다 크게 변화한다면, 학생들은 하나의 개념을 배우기 위해 매우 이질적이고 폭넓은 상
황들을 접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지나친 요구이며, 현실적이지도 않다. 대부분의 경우, 몇 가지 중요한 문제상황들을 접하는 것이 충분
하다. 이는 주어진 개념과 관련된 문제상황들이 그렇게 이질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대응은 문제상황의 유사성이 실제로 방정식 형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견해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문제상황들은
그것들이 유사한 방정식 형태와 연관되는 한, 유사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나 매우 다른 방정식 형태를 통해서 동일한 문제상
황에 접근하는 것은 허용된다. 예를 들어, 공기저항 속에서 물체의 운동은 F=ma를 통해서도 풀 수 있지만, 해밀턴 방정식을 통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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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문제상황과 방정식 형태의 일 대 일 대응이라는 생각과 충돌한다. 달리 말해, 문제상황의 명세화는
방정식의 형태에 의해 미결정된다. 그렇게 되면, 문제상황은 방정식과는 독립적인 방식으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두 가지 대응이 모두 문제가 있다. 특성값의 패턴과 방정식의 형태 모두의 밑바탕에 놓인 어떤 개념적-이론적 틀에
호소하는 대안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마 그러한 방식은 발전시켜볼 만한 가치가 있겠지만, ABC는 그에 대한 상세한 이론을 제
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문제상황의 프레임 표현을 통해, 정의적인 성격과 유사성 관계를 화해시키려는 노력은 성공적이지 않다.
단지, 추가적인 문제만을 발생시킬 뿐이다.

3. 단일구조 관점을 넘어: 범위 다원론, 인지현상 다원론, 구조 다원론
3.1 단일구조 관점과 다원론적 관점
단일구조 이론은 개념적 인지과정을 설명하는데 단 하나의 정보구조로 충분하다고 가정한다. 나는 이런 관점에 문제가 있음을 보였고,
이제 다원론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단일구조 관점(the Unitary View)을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그 관
점은 아래 세 가지로 분해될 수 있다.
UV1. 모든 범주는 동일한 유형의 정보구조에 의해 표상된다.
UV2. 각 범주는 오직 한 가지 유형의 정보구조에 의해서 표상된다.
UV3. 각 정보구조는 대부분의 상위 인지과정에 사용된다.

단일구조 관점의 가정들 중 적어도 하나만을 부정하면 일종의 다원론으로 간주될 수 있다. 어떤 가정들을 부정하는지에 따라 다
양한 형태의 다원론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세 가지 기준을 활용할 것이다.
RS. 표상적 범위(representational scope)
(RS-singular) 모든 범주는 동일한 유형의 정보구조(들)에 의해 표상된다.

그림 4. 단일구조 관점 (범주 – 정보구조 – 인지과정)

(RS-plural) 상이한 종류의 범주들은 상이한 유형의 정보구조들에 의해 표상된다.
CS. 범주-구조 연결(category-structure link)
(CS-singular) 각 범주는 한 유형의 정보구조에 의해 표상된다.
(CS-plural) 각 범주는 여러 가지 유형의 정보구조들에 의해 표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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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구조-인지현상 연결(structure-phenomena link)
(SP-singular) 하나의 정보구조는 대부분의 상위 인지과정에 사용된다.
(SP-plural) 하나의 정보구조는 제한된 종류의 인지과정에만 사용된다.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단일구조 관점은 RS-s, CS-s, SP-s의 결합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단일구조 관점은 각 범주는 단일
정보구조에 의해 표상되고, 이는 모든 범주에 해당되며, 하나의 정보구조는 대부분의 상위 인지과정에 사용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기준
들의 상이한 조합들은 다양한 형태의 다원론으로 귀결된다. 나는 범위 다원론, 인지현상 다원론, 그리고 구조 다원론을 소개하고, 구조
다원론을 옹호하고자 한다.

3.2 범위 다원론
먼저, 범위 다원론(scope pluralism)은 RS-p, CS-s, SP-s의 결합이다. 각 범주는 한 유형의 정보구조에 의해 표상되지
만, 상이한 종류의 범주들은 상이한 유형의 정보구조들에 의해 표상된다. 그리고 각 정보구조는 대부분의 인지과정에서 사용된다. 범위
다원론의 핵심 주장은 표상하는 대상의 종류나 영역에 따라서, 개념구성적 정보구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사과와 같은
자연물을 표상하는 정보구조는 원형이고, 수를 표상하는 것은 정의, 인공물을 표상하는 구조는 이론 등으로 상이할 수 있다. 범위 다원론을 도
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범위 다원론의 한 가지 가능한 형태는 대상 영역에 따라서 유사성 기반 개념과 유사성에 기반하지 않은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다.(Piccinini and Scott 2006). 예컨대, 자연물은 유사성 기반 개념에 의해, 인공물은 그렇지 않은 개념에 의해 표상

그림 5. 범위 다원론

된다고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범위 다원론은 현재의 문제상황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인지과제를 한 영역(예
컨대, 범주화)에 국한하더라도, 경쟁 이론들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각 이론들은 대상의 영역에 따라서 상이한 정보구조를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개념의 인지과학의 실행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유사성 기반 개념과 그렇지 않은 개념의 구분이 상이한
대상 영역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는 훨씬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 자연물도 지식 효과의 영향을 받으며, 인공물의 경우에도 전형성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즉, 한 대상 영역이 한 형태의 정보구조만을 갖는다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증되지 않는한,
범위 다원론은 유지되기 어렵다.

3.3 인지현상 다원론
다른 형태의 다원론은 인지현상 다원론(cognitive phenomena pluralism)으로, RS-s, CS-p, SP-p의 결합이다.
각 범주는 여러 유형의 정보구조들에 의해서 표상되고, 이는 모든 범주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각 정보구조가 사용되는 인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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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제한되어 있고, 상이한 인지과정은 상이한 정보구조를 사용한다. 예컨대, 고양이 범주는 고양이 원형, 고양이 본보기, 고양이 이
론에 의해 표상될 수 있고, 고양이 원형은 범주화에서, 고양이 본보기는 개념 학습에서, 고양이 이론은 귀납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를 도식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인지현상 다원론은 인지과학자들과 철학자들에 의해서 실제로 제안된 바 있는 다원론의 형태인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 제안
을 검토해보자.

그림 6. 인지현상 다원론

3.3.1 오셔슨과 스미스의 모형
첫째는 오셔슨과 스미스가 제안한 모형이다.(Osherson and Smith 1981) 이 모형에 따르면, 개념은 핵심(core)과 확
인절차(identification procedure)라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부분은 상이한 정보구조로 이루어져있고,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확인절차는 재빠른 범주화와 귀납 등의 인지현상을 설명하는데 사용되고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개념의 합성을
설명하거나 최종적인 범주 귀속을 결정하는 것은 핵심인데, 이는 정의로 이루어져 있다.(이와 유사한 생각으로는 Rey 1983;
Armstrong, Gleitman, and Gleitman 1983) 예를 들어, 우리가 고양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개념은 정의를 포
함하지만, 일상적인 상황들에서는 전형적인 특징들이 고양이를 식별하고 그에 대해 추론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확인절
차가 전형성 효과 등의 심리적 사실을 설명할 수 있지만, 개념에는 정의가 포함되지 않음을 입증한 것은 아니다. 정의는 확인절
차와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 모형은 정의를 되살리려는 시도의 일환이라는 의미에서 신고전적 이원론(neoclassical dualism)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상이한 정보구조가 상이한 인지현상을 설명하는데 동원된다는 점에서 인지현상 다
원론의 한 사례이다.

그림 7. 신고전적 이원론 (Osherson and Smith)

이 모형은 제안된 이유는 주로 이론적인 것이었다. 고전적 이론의 장점을 살리고, 유사성 기반 모형의 한계를 고전적인 정의적 요
소를 통해 보완하려는 이유로 제안되었으나, 이후의 경험적 연구는 제안자들 스스로 그 모형을 포기하도록 했다.(Smith and
Osherson 1984; Murphy 2002, 39, fn.7) 뿐만 아니라, 이 모형은 이론적 난점을 갖는다. 우선, 원형이 단지 확인
절차로서만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형은 매우 다양한 인지현상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원형의 심대한 역할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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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수록 정의의 역할은 (있더라도) 매우 축소될 것이다. 다른 한편, 개념의 핵심이 정의라면, 그것은 개념을 정의로 간주하는 고전 이
론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승계한다.
이에 대한 한 가지 대응은 정의 이론의 문제는 제한된 시간에서 재빨리 추론해야하는 일상적 상황에서 문제가 될 뿐, 충분히
시간이 주어지는 숙고나 과학적 추론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간 제약이 주어지지 않고 숙고과정을 거치는 경우, 우리는
정의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빠르게 손쉽게 범주화해야할 때에는 식별절차를 사용하지만, 보다 숙고하는 범주화에
는 정의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은 단지 희망사항으로 그칠 것 같다. 첫째, 시간이 제약된 일상적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시간이 충분한
심사숙고에서도 우리는 개념을 정의하기 어렵다. ‘게임’이나 ‘의자’를 정의하기 어려운 것은 단지 제한한 시간 내에 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은 아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숙고하는 경우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의자
에 속하는 것과 의자가 아닌 것으로 분류한다면, 그것은 <의자>의 정의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니다. 둘째, 정말로 정의
가 범주화를 결정한다면, 연언 규칙을 만족해야 한다. 연언 규칙이란, 어떤 것이 <X인 Y>라면, 그것은 X이기도 하고, Y이기
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체스가 게임이기도 한 스포츠(sport that is also game)이라고 믿으면서도 그것이 스포츠
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Hampton 1988b) 또한, 사람들은 나무 집이 빌딩(building)이라고 믿으면서도, 그것이 빌딩
이 아닌 주거지(dwellings that are not building)라고 믿기도 한다.(Hampton 1997) 이는 사람들이 연언 규칙을
위배함을 보여준다. 셋째, 사람들은 이행성 규칙도 위배한다. 이행성 규칙은 X인 모든 것이 Y이고, Y인 모든 것이 Z라면, X인
모든 것은 Z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카시트(car seat)가 의자이고, 의자는 가구라고 믿으면서도, 카시트가 가구라는 것은 흔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실험 과제들은 재빠르게 판단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결과들이다. 따라서, 정의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
3.3.2 피치니니의 인지현상 다원론
다른 형태의 인지현상 다원론이 피치니니 등에 의해 제안된 바 있다.(Piccinini 2011; Piccinini and Scott 2006)
이 이론에 따르면, 개념은 암묵적 개념과 명시적 개념으로 구분되고, 두 개념은 상이한 인지과정에 관여한다. 암묵적 개념은 원형
과 유사하지만, 단지 통계적 정보뿐 아니라 암묵적으로 빠르게 처리되는 인과적 정보까지도 포함한다. 반면, 명시적 개념은 이론적
정보의 명시적인 측면들을 말하는데, 주로 언어를 매개로 습득되는 통사적, 정의적, 그 외 언어 관련 정보들을 포함한다. 피치니니에 따
르면, 암묵적 개념은 전형성 효과 등 범주화와 그 외 인지과정들을 설명하는데 관여하고, 명시적 개념은 언어 이해 및 언어적 추론
등의 인지과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그림 8. 피치치니의 인지현상 다원론

피치니니는 이중체계(dual-system) 혹은 이중과정(dual-process) 이론에 호소함으로써, 암묵적 개념과 명시적 개념이
각기 다른 인지현상(능력)에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이중체계 이론은 우리의 인지체계, 마음, 인지과정이 하나가 아니라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고 주장한다.(Evans 2003; 2008; Stanovich and West 2000; Kahneman and Frederick
2002) 마음의 두 부분은 경험적/이성적, 연합적/규칙기반, 직관적/분석적, 반사적/반성적, 발견법적/체계적, 암묵적/명시적 등으
로 구분되어 왔다.(for a brief review, see Evans 2008) 여기서는 중립적인 표현으로서 체계 1과 체계 2로 불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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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체계 1과 체계 2의 특징들
체계 1

체계 2

무의식적, 암묵적, 자동적, 적은 노력, 빠름, 전일적, 반사 의식적, 명시적, 통제된, 많은 노력, 느림, 분석적, 반성

의식

진화

기능적 특징

개인차

적

적

진화적으로 오래됨, 진화적 합리성,

진화적으로 최근, 개인적 합리성,

다른 동물들과 공유, 비언어적

인간에 고유, 언어와 연관

연합적, 영역 특수적, 맥락적,

규칙기반, 영영 일반적, 추상적,

화용론적, 병렬적, 고정관념적

논리적, 순차적, 평등주의적

보편적,

유전적,

일반 지능과 작업 기억에 무관

일반 지능 및 작업 기과 연관

피치니니는 이러한 이중체계 이론이 자신의 다원론을 지지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두 인지체계가 언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에 주목한다. 체계 1의 인지과정은 동물들과 공유하면서 언어화하기 어려운 과정이지만, 체계 2의 인지과정은 언어적 추론 및 이
해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인지과정은 이중 해리될 수 있다(double dissociation). 즉, 한쪽은 손상되지
않으면서 다른 한쪽만 손상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두 체계에 속한 개념들은 서로 상이한 종류이고, 오직 명
시적 개념만이 언어화가능하다.
이중체계 이론이 피치니니의 다원론을 지지하는지를 따지기 전에 검토해야할 것은 이중체계 이론 자체의 신빙성이다. 먼저,
방법론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중쳬계 이론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산적 모형이 제안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호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예측력이 낮고, 사후 설명의 위험성이 있으며, 따라서 엄격한 시험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포퍼 식으로 말하자면, 반증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나의 과학 이론을 시험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메타과학적 관점에서, 인간
의 인지가 하나의 체계만으로는 만족스럽게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안적인 가능성을 사변적으로 그려낸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오류는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중체계 이론의 내용적 측면에 있다. 실제로 어떤 인지과정은 다른 것보다 더 빠르고, 어떤 과정은
다른 과정보다 더 진화적으로 오래되었고, 어떤 과정은 더 언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과정은 더 개인차가 크다. 그러
나 이런 주장은 전혀 새로운 것도 흥미로운 것도 아니다. 이중체계 이론의 핵심적인 주장은 그런 차이들이 두 체계의 존재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체계 1은 더 빠르고, 무의식적이고, 더 전체론적이고, 진화적으로 더 오래되었으며, 연합적이고, 병렬적이며, 작
업기억에 덜 의존해있고, 반면 체계 2는 더 느리고, 더 의식적이고, 더 분석적이고, 진화적으로 오래되지 않았으며, 규칙기반이고, 직
렬적이며, 작업기업에 더 의존해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핵심 주장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양
한 속성들이 두 편으로 나란히 배열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언어 능력과 마음 읽기 능력은 모듈적이고 체계 1의 전반적인 속성
들을 가진다고 생각되지만, 진화적으로는 최근에 얻게 된 능력이고, 다른 동물들과 공유하지 않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에 속한다. 다른 예
로, 믿음과 논리적 추론 사이의 갈등 관계는 이중체계 이론을 제안하게 된 중요한 현상 중 하나였지만, 체계 1과 체계 2가 각각
믿음기반 판단과 논리기반 판단에 대응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체계 2의 핵심이 작업기억에 의존하는 인지과정이라면, 그것은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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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추상적이고, 논리기반이며, 탈맥락적 추론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또한, 신경과학의 연구에 따르면, 믿음이 지배적일 경우에도 (즉,
체계 1이 주도적인 경우에도) 의미론적 기억과 연관된 전전두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증거가 존재한다.(Goel and Dolan
2003) 그 영역은 진화적으로 오래된 구피질이 아니라 신피질에 속한다. 따라서 이중체계 이론 자체가 뒷받침되기 어렵고, 실제
로 이중체계 이론가들은 이중체계을 넘어서 더 복잡한 다중체계 이론으로 논의를 확장해가고 있다.(Evans and Frankish 2009)
피치니니는 여전히 체계 2가 언어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을지 모른다. 여러 인지과정들을 체계 1에 속하는
것과 체계 2에 속하는 것으로 나누기는 어렵더라도, 어떤 인지과정은 언어적이고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다는 식의 구분은 여전히 가능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구분에는 상당한 증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언어를 기준으로 하는 구분이 피치니니 식의 다원
론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다원론의 핵심은 두 인지과정은 명시적 개념과 암묵적 개념이라는 상이한 정보구조를 처리한다는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기반 인지과정과 기타 인지과정이 처리하는 정보구조가 상이하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논증해야한다. 만일
언어를 통한 구분이 체계 1과 2의 구분에 대응한다면, 두 체계가 각각 자신의 개념적 구조를 갖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언어와의 관련성에 따른 구분을 가지고 상이한 정보구조를 가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동일한 유형의 정보구조에 대해 명시
적 인지과정과 암묵적 인지과정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나는 단순성의 원리에 호소하고 있다. 만일 피치
니니의 논증방식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면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에 도달한다. 이를 보기 위해, 언어화가능성에 따른 구분을 근거로, 상
이한 인지과정은 상이한 정보구조를 활용한다는 주장을 인정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더 느린 인지과정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더
빠른 인지과정에 사용되는 개념이 서로 다르고, 의식적 인지과정에 사용되는 개념과 무의식적 과정에 사용되는 개념이 서로 다르다
고 말해야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러 구분에 근거한 무수한 개념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개념이 그런 방식으
로 파편화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결국, 피치치니의 주장은 이중체계 이론이 성립하는 경우에만 설득력을 갖는다. 언어적 구분
이 다른 모든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면, 그의 다원론은 지지받을 수 없다.

3.4 구조 다원론
마지막 부류의 다원론인 구조 다원론(structure pluralism)은 RS-s, CS-p, SP-s의 결합이고, 이 절에서 내가 옹호하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각 범주는 여러 유형의 정보구조들에 의해 표상되고, 이는 모든 범주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각 정보구조는 대부
분의 인지과정에 사용된다. 구조 다원론은 다중과정 이론(multi-process theories)과 혼종 이론(hybrid theories)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두 이론 모두에서 각 범주는 복수의 정보구조 유형에 의해 표상되지만, 그 표상되는 방식이 다르다. 예
컨대, 고양이는 고양이 원형, 고양이 본보기, 고양이 이론에 의해 표상된다고 하자. 다중과정 이론에서는 고양이 원형과 고양이 본보기,
고양이 이론은 범주화 등의 인지과정에서 별도로 처리된다. 즉, 원형 기반 범주화, 본보기 기반 범주화, 이론 기반 범주화가 다중적으로
존재한다. 반면, 혼종 이론에는 고양이 범주가 고양이 원형, 고양이 본보기, 고양이 이론으로 별개로 표상된다기보다는, 각각을 구성요소로
갖는 하나의 혼종적 정보구조에 의해 표상되고, 그것이 하나의 복잡한 인지과정에 사용된다.28
한 범주가 복수의 정보구조들(혹은 개념들)에 의해 표상된다는 다중과정 이론과 한 범주가 세 부분들을 갖는 하나의 혼종 개념에 의
해 표상된다는 혼종 이론은 정확히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 두 이론은 인지결과물을 산출하는 동적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구분될 수 있
다. 다중과정 이론은 한 유형의 정보구조를 사용하는 준독립적인(병렬적) 인지과정들이 복수로 존재함을 가정한다. 반면, 혼종 이론은 복수
의 정보구조들을 사용하는 하나의 복합적 인지과정을 가정한다. 핵심적인 기준은 병렬적 인지과정의 병존인지, 아니면 하나의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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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혼종 이론은 원형, 본보기, 이론이 서로 질적인 차이를 갖지만, 각각을 전체의 부분으로 포함하는 다원론적 혼종 이론을 말한다. 이에 반해,
어떤 혼합 구조(mixed structure)가 원형, 본보기, 이론 등을 구현할 수 있을 경우가 논리적으로 가능한데, 단일구조 혼종 이론이라고 따로 불려야
한다. 이때 그 혼합 구조는 그 자체로 원형이나 본보기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그것을 활용하는 인지과정이 원형 기반 인지과정의 특
정한 국면을 설명해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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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지과정인지를 따지는 것이다. 각 과정은 그 과정의 결과물이 인식 주체가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의 후보일 경우, 즉 다른 상호작
용이나 개입이 없다면 그 자체가 최종 판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하나의 인지과정으로 간주되고, 그렇지 않다면 복잡한 인지과정
의 하위 과정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어떤 범주화 과정에 원형과 본보기가 사용된다고 하자. 만일 본보기에 의존하지 않는 원형
-기반 과정과 원형에 의존하는 않는 본보기-기반 과정이 존재하고, 그것들은 각각 최종 결과물의 후보를 산출한다면, 이는 다중과정 이
론으로 분류된다. 반면, 범주화 과정이 본보기와 원형을 모두 사용하고, 한쪽이 없다면 과정 전체가 결과물을 산출하지 않는 것이 일
반적이라면, 이는 혼종 이론으로 분류된다.29

그림 9. 구조 다원론의 형태들. 다중과정 이론(왼쪽)과 혼종 이론(오른쪽)

그러나 이러한 구분에 만족하지 않고, 혼종 이론과 다중과정 이론은 개념의 본성에 관해 더 근본적인 차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
장할 수도 있다.(Machery 2009) 마셔리는 혼종 이론은 단일한 혼종 개념을 가정하지만, 다중과정 이론에서는 한 범주를 표상하
는 복수의 개념들을 가정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만일 고양이 범주가 고양이 원형, 고양이 본보기들, 고양이 이론에 의해 표상된다면,
그들은 세 가지 개념들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는 개념을 개별화하는 두 가지 기준을 제안한다.(Machery
2009, 64; Machery 2010, sect. 2)
(연결 Linkedness) 정보체들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조율 Coordination) 정보체들은 서로 조율되어 있다.
연결 조건은 하나의 개념이기 위해서는 그것에 속한 하나의 정보구조에서 다른 정보구조로 연역적 혹은 귀납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
야 한다고 요구한다. 조율 조건은 각 정보구조를 사용한 인지과정들은 서로 충돌하는 결과를 산출하는 경우를 금지한다. 다음의 두 기준을 동시
에 만족하면 정보체들은 하나의 혼종 개념을 이루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복수의 개념들이 된다. 예를 들어, 물 개념이 물 원형과 물 이론으
로 이루어진 혼종 개념이라고 하자. 연결 조건에 따르면, 어떤 것이 병 속에 담긴 투명하고 냄새 없는 액체라는 이유로 물이라고 분류
할 때면 언제나 나는 그 물체는 그렇기 때문에 H2O로 이루어져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어야 한다. 조율 조건에 의하면, 물 원형을
사용하는 인지과정과 물 이론을 사용하는 인지과정은 상충하는 결과를 산출하지 않아야 한다. 두 조건이 만족되어야 물 원형과 물 이
론은 하나의 혼종 개념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고, 어느 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물 원형과 물 이론은 상이한 물 개념들로 간주될
것이다. 마셔리는 대부분의 경우 후자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그래서 한 범주는 복수의 개념들에 의해 표상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29

물론 다중과정 이론과 혼종 이론의 이분법을 넘어, 하위과정들이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 다원론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만일 그것이 가
능하다면, 다중과정 이론과 혼종 이론은 더 일반적인 어떤 구조 다원론의 특정한 사례일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도, 다중과정 이론과 혼종 이론은 구조
다원론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다 단순한 형태로 보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의는 구체적인 모형들이 제안되어 있는 다중과정
이론과 혼종 이론에 국한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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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마셔리의 두 가지 개별화 기준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충분치 않다. 우선, 하나의 혼종 개념인지 아니면 복수의 개념들
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마셔리 자신의 다른 논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개별화가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두 기
준 역시 문제가 없지 않다.
첫 번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마셔리의 핵심 주장인 "이질성 가설(Heterogeneity Hypothesis)"을 소개하고,
내가 주장하는 구조 다원론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질성 가설"은 다음의 주장들로 분해될 수 있
다.
(HH1) 각 범주에 대해, 사람들은 이질적인 복수의 개념들을 갖는다.
(HH2) 원형, 본보기, 이론은 이질적인 개념 부류에 속하며, 공통점이 별로 없다.
(HH3) 원형, 본보기, 이론은 흔히 별개의 인지과정에 사용된다.
(HH4) ‘개념’은 인지과학의 이론적 어휘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이질성 가설"은 복수성 논제(HH1), 비자연종 논제(HH2), 다중과정 이론(HH3), 개념 제거주의(HH4)로 이루어져있
30

다. HH1은 개별화의 두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조건을 대안적인 주장, 즉 사람들이 이질적인 복수의 정
보구조들(그것이 하나의 개념이든 여러 개념들이든 간에)을 갖는다(HH1*)는 것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비자연종 논제나 다중과정 이
론 등 그의 다른 주장들이 영향미칠 것 같지 않다. 이는 그의 전체적인 논의에서 개별화 기준이 하는 역할은 분명치 않음을 보여준다.
둘째, 연결 조건은 지나치게 엄격하다. 정보구조들이 우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상당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잘 조율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념들이라고 말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신체를 비유를 들어보면, 손과 팔이 몸의 일
부라고 해서, 두 부분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셋째, 아마도 개념을 개별화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다양한 형태의 인지적 갈등 현상을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일 것이
다. 조율 조건을 통한 개별화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지적 갈등 상황은 해당 인식주체에 두 가지 상이한 개
념을 부여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이한 정보체가 상충하는 결과를 산출하는 경우, 상이한 개념들이라고 간주해야
한다는 생각은 나름의 근거가 없지 않다. 그러나 조율 조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이해되면 곤란하다. 즉, 여럿이 하나의 일부가 되
려면, 그들이 내어놓는 결과들은 상충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요구는 지나치게 무거워 보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
를 산출하도록 조율되어야 한다는 정도만이 적절한 의미의 조율 조건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온건한 조율 조건을 위배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31 심지어 앞으로 보게 될 다중과정 이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구조 다원론의 두 형태는 개별화 조건 없이도 구분될 수 있으며, 혼종 이론과 다중과정 이론이 구분될 수 있다고 해서, 그것
이 개념의 다수성이나 복수성에 관해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4. 일상적 개념의 구조적 이질성
나는 앞에서 이미 단일구조 이론, 범위 다원론, 인지현상 다원론을 비판했고, 구조 다원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절에서 나는 인지
과학에서 축적된 연구들을 통해 일상적 개념에 관한 구조 다원론을 옹호한다. (5절에서는 이를 과학적 개념으로 확장할 것이다.) 이
를 위해 구조 다원론의 두 가지 형태인, 혼종 이론과 다중과정 이론을 보다 구제적으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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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제거주의는 논문의 마지막 장인 VI장에서 다루어진다.
마셔리가 자신이 책(3.3.3절, 3.3.4절)에서 제시하는 사례들은 인지적 갈등의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며, 온건한 조율 조건을 위배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어렵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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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혼종 이론
혼종 이론의 대표적 사례는 RULEX(rule-plus-exception) 모형이다.(Nosofsky, Palmeri, and McKinley
1994) 이 모형에 따르면, 개념은 규칙과 예외들로 이루어져 있다. 규칙은 정의적 특징과 유사하고, 예외들은 범주 구성원들에 대한
매우 제한된 본보기 표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사람들에게 범주화 과제가 주어지면, 개념의 구성요소들인 규칙과 예외가 모두 사용될 수

그림 10. RULEX 모형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 자극이 주어지면, 가능한 분류 규칙들을 탐색하고, 이를 한번에 하나씩 시험해, 시험에 통과하
는 경우 저장한다. 우선, 단일 차원의 특성값(예컨대, 색깔 차원에서 특성값이 빨강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 규
칙이 있는지 탐색한다. 만일 예외없이 모든 자극을 잘 분류할 수 있는 완전 규칙(perfect rule)이 발견되면, 더 이상의 탐색
없이 그 규칙(예, 빨간 색인 자극은 모두 범주 A에 속한다)을 개념을 구성하는 정보로 저장한다. 예외없는 규칙이 발견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자극을 분류할 수 있는, 단일 차원에 기반한 불완전 규칙(imperfect rule)을 탐색한다. 불완전 규칙이 발견되면, 그 규
칙과 함께 그 규칙이 잘못 분류한 사례들을 처리할 수 있는 예외들을 습득한다. 완전 규칙이든 불완전 규칙이든, 단일 차원 규칙을 결국
찾지 못하면, 더 복잡한 규칙들을 시도하고, 유사하게 시험한다. 만일 어떤 규칙도 발견하지 못하면, 오직 본보기들의 집합만이 저장
될 것이다.
한 개념이 불완전한 규칙과 예외로 구성된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네 차원을 갖고 각 차원은 두 가지 가능한 특성값을 갖는 자
극들의 집합이 주어졌다고 하고, 규칙은 "첫 번째 차원에서 1의 값을 가지면 범주 A에 속하고, 2의 값을 가지면 범주 B에 속한
다"이고, 예외는 "1*22는 B에 속한다"와 "2*11은 A에 속한다"이라고 하자.(그림 참조) 이제, 범주 학습 시에 제시되지 않
았던 1222를 분류하도록 한다. 그러면 먼저 규칙을 적용하고, 제시된 자극이 그 규칙에 대한 예외가 아닌지 확인한다. 1222는
첫 번째 차원이 1이므로 규칙을 적용하면 범주 A로 분류되지만, 예외에 속하므로 B로 다시 분류된다.
RULEX 모형은 하나의 범주화 과정에 규칙과 예외라는 상이한 요소가 함께 사용된다는 점에서 혼종 이론이다. 이 모형은
소규모의 인공 범주, 특히 단일 차원으로 두 범주가 구별되기 용이한 실험 상황에서 상당히 성공적이다. 범주화와 범주 학습 문헌에서
논의되던 전형성 효과, 본보기 효과 등을 정량적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따라서 RULEX 모형은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상당히 성
공적인 혼종 모형으로 볼 수 있다.
RULEX 모형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없지는 않다. 우선, 내용적으로 규칙기반 이론이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RULEX와 같이 규칙을 중심에 놓는 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극이 가진 차원의 수가 증가하면 수행이 느려지는 것으로 예측
된다. 규칙을 추출하고 시험하는 것은 일종의 가설시험 과정이기 때문에, 차원이 늘어나면 가능한 규칙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이를 시험에 붙이는 일은 상당한 자원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 범주를 배우는 방식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자극의 차원이 증
가한다고 해서 학습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Hoffman and Murphy 2006) 이는 RULEX 모형이 택하는 방
법론과 관계가 있다. 그 모형은 기본적으로 인공 범주의 몇 사례에 노출시켜 개념을 학습하도록 한 후, 새로운 사례를 분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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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범주 구조가 보다 풍부한 자연 범주에서 시험될 필요가 있다. 범주의 구조가 풍부한 경우, 하나의 정의적 특징만으로 범주를 분
류하기 어려울 수 있고, 또한 소수의 규칙과 소수의 예외만으로 포괄되지 않는 다양한 정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Smith and Minda 1998) 또한, RULEX 모형은 다른 인지과정에도 확대 적용되는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범주
학습과 그에 뒤따르는 범주화뿐 아니라, 범주 기반 귀납이나 개념 합성 등의 인지과정도 규칙과 예외의 조합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물론 RULEX 모형은 범주학습 모형이기 때문에, 다른 인지과정에도 그 모형의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규칙과 예외라는 기본적인 정보구조를 통한 혼종 이론이 다른 인지과정에도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야, 규칙과 본보기가 혼종 개념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한계들을 지적한다고 해서, RULEX 모형이나 다른 형태의 혼종 이론을 결정적으로 논박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적
인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앤더슨은 ACT-R 안에 규칙기반인 RULEX 모형과 본보기 기반인
EBRW(exemplar-based random walk) 모형을 모두를 구현한, 범주화에 관한 혼종 모형을 제안하기도 했고, 이 모형은
범주 학습에 관한 기존 자료를 상당히 잘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Anderson and Betz 2001) 최근 제안되고 있는 베
이즈주의 인지 모형들에서도 복수의 정보구조(표상 다원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Kemp et al. 2007; Griffiths
2010) 아직까지 폭넓게 동의를 받고 있는 혼종 이론은 아직 없지만, 많은 인지과학자들이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혼종 이론을 시도하
고 있는 만큼,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지켜보는 일도 유익할 수 있다.

4.2 다중과정 이론
다중과정 이론은 각 인지과정이 촉발되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Machery 2009, sect.
5.1.4) 한 가지 방식은 주어진 과제와 조건에 따라서 여러 인지과정 중 단 하나의 인지과정만이 선택적으로 촉발되는 것이다.
다른 방식은 모든 인지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원형, 본보기, 이론 기반 인지과정들이 모두 촉발되는 것이다. 두 가지 양극단의 중
간에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일부 조건 하에서는 각 인지과정이 선택적으로 촉발되지만,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복수의 인지과정들이
동시에 촉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번째 대안은 얼마간의 실험적 증거를 갖는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다중과정 이론이 구현되
더라고, 한 범주가 복수의 정보구조에 의해 표상되며, 이들이 대부분의 인지과정에서 사용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32
앨런과 브룩스의 실험은 다중과정 이론에 대한 좋은 실험적 증거를 제시한다.(Allen and Brooks 1991) 그들은 두 집단
의 실험참여자들에게 범주 A와 B를 식별하는 범주화 훈련을 시킨 후, 시험 사례들을 제시하고 두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했다.
한 집단(규칙 집단)에는 두 범주를 구별할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고, 다른 집단(기억 집단)에는 규칙을 제시하지 않았다. 즉, 규칙 집
단을 규칙에 기반한 범주화를, 기억 집단에는 사례와의 유사성에 기반한 범주화를 유도한 것이다. 범주를 학습한 후, 실험참여자들에
게 새로운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를 범주화하도록 했다. 이때 주어진 자극들은 일부는 일치 사례(positive match)이고, 일부는 불일
치 사례(negative match)였다. 일치란 규칙에 기반한 분류 결과와 사례에 기반한 분류의 결과가 모두 범주 A로 일치하는
경우이고, 불일치란 규칙에 따르면 범주 A에 속하지만 사례와의 유사성에 따르면 B에 속하는 경우를 뜻한다. 우리의 가설은 규칙
집단은 규칙에 기반한 범주화 과정을 사용하고, 기억 집단은 사례와의 유사성에 기반한 범주화 과정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그렇다
면 다음과 같은 예측을 산출할 수 있다. 즉, 규칙 집단은 일치 사례와 불일치 사례에서 모두 동일한 판단을 내릴 것이고, 기억 집단
은 두 경우에 상이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앨런과 브룩스는 예측된 결과를 실제로 확인했다. 특히, 불일치 사례에 대해, 규칙
집단의 다수(55%)가 범주 A로, 기억 집단의 대수(86%)가 범주 B로 분류했다. 이는 동일한 범주에 대해 두 가지 범주화 과정
이 존재하고,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상이한 과정이 촉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앨런과 브룩스의 실험 뿐 아니라, 원형 모형과 본보기 모형, 유사성 판단과 규칙기반 판단을 대조하려는 여러 실험들에서, 연구
32

구조 다원론이 주장하는 것은 여기까지이며, 혼종 이론 역시도 구조 다원론에 포함된다는 것에 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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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어떤 조건에서는 한 모형이 자료와 더 잘 일치하고 다른 조건에서는 다른 모형이 더 잘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Medin,
Dewey, and Murphy 1983; Smith, Murray, and Minda 1987) 예컨대, 연구 대상인 범주가 얼마나 풍부한
지가 영향을 미치는데, 범주가 중심 경향이 없고 소수의 구성원만을 포함하면 범례 기반 범주화 과정이 촉발될 가능성이 크고, 범주에
대한 인과적 정보가 알려지면 이론 기반 범주화 과정이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 범주의 특징들 뿐 아니라 특징들 사이의 인과적 관
계를 알려주고,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이용한 인과적 추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유사성 기반 추론이 억제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도 있
다.(Rehder 2006) 또한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상이한 인지과정이 촉발될 수도 있다. 예컨대, 인지과제 수행 시
큰 소리로 생각을 표현하는(“think aloud”) 조건 하에서는 이론 기반 인지가 증진되기도 한다. 게다가, 어떤 실험에서는 실험참
여자들이 하나의 실험과제를 수행하는 와중에도 원형 기반 전략에서 본보기 기반 전략으로 인지 전략을 변경했음을 보고했
다.(Smith and Minda 1998; Malt 1989) 이와 같은 실험결과들은 조건에 따라서 상이한 인지과정들 중 일부가 선
택적으로 촉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복수의 인지과정들이 동시에 촉발될 수 있음을 보이는 증거들도 있다. 앨런과 브룩스는 규칙 집단의 결과를 추
가적으로 분석하고, 규칙 집단이 규칙 뿐 아니라 유사성 역시 사용했다고 결론내렸다. 만일 규칙 집단이 규칙에만 의거하여 분류작
업을 수행했다면, 일치와 불일치 사례에서 범주화 판단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일치의 경우(55%)가 일치의
경우(80%)보다 낮은 수행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반응시간을 조사해본 결과, 일치 사례에 대해 긍정적 대답(규칙에 따른 올바른
대답)을 한 경우보다 불일치 사례에 대해 긍정적 대답을 한 시간은 더 오래 걸렸음을 발견했다. 이는 두 가지 범주화 과정이 상충
하는 결과값을 산출했고, 이를 조정해 최종 결과를 제출하는데 추가적인 시간이 걸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분석은 단지 복수의 범주
화 과정이 존재할 뿐 아니라, 동시에 촉발된다고 생각할 증거를 제시한다. 그 외에도 복수 인지과정의 동시적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
거들이 존재한다. 실험참여자가 본보기 기반 범주화 전략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에도, 그들은 범주에 대한 약간의 일반화를 얻게
되고, 이것이 향후 범주화에도 영향을 미친다.(Ross, Perkins, and Tenpenny 1990; Murphy 2002, 77-79) 이
경우, 범주화는 범주에 대한 요약 표상과 본보기 표상 모두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나는 다중과정 이론을 옹호하기 위해 앨런과 브룩스의 비교적 길게 설명했는데, 그들의 실험이 갖는 한계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실험 대상인 범주가 실험실에서 인위로 만들어진 인공 범주라는 점이다. 그러나 자연 범주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유사한 결과
가 도출되었다는 점은 다중과정 이론을 더 강하게 지지한다. 햄프턴(Hampton 1995)은 하나의 범주를 제시하고, 한 대상을 기
술한 후, 실험참여자들에게 그 대상이 그 범주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때, 대상을 기술하는 방식을 네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기술은 a) 필수적(necessary) 특징들과 전형적(characteristic) 특징들을 포함하거나, b) 전형적 특징 없이, 필수
적 특징만을 포함하거나, c) 필수적 특징 없이, 전형적 특징만 포함하거나, 아니면 d) 필수적이지도 전형적이지도 않은 특징들을 포
함하도록 했다. 그리고 유사성 기반 범주화와 규칙/이론 기반 범주화 과정이라는 복수의 과정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여러 예측을 이
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다음의 세 예측이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첫째, d보다는 c에서 주어진 범주로 분류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인데, 이는 유사성에 기반한 범주화가 활성화된 탓이었을 것이다. 둘째, d보다는 b에서 주어진 범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
이다. 이 두 가지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셋째 예측인데, b보다 a에서 주어진 범주로 분류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만일 규칙 적
용만이 작동한다면, 두 조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산출될 것이지만, 복수의 과정이 작동한다면 b보다는 a에서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
고, 이는 실험결과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앨런과 브룩스의 실험결과가 인공 범주에서 자연 범주로도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끝
으로, 의학적 전문성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질병을 검진하는 의학 지식이 분석적 지식(질병의 징표와 증상), 체험적 지식(앞선 증
례들), 그리고 인과적 지식(기초 의학에서의 인과 기제와 원리들)로 구성됨을 보여준다.(Norman et al. 2006) 이 세 요소는 각
기 원형, 본보기, 이론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실험실이 아니라 의학 현장에서도 복수의 인지과정이 사용된다는 주장은 다중과정
이론의 일반성을 확립하는데 매우 시사적이다.
이상의 실험적 증거들과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석은 다중과정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범주화와 같은 하나의
능력에 대해서도 복수의 인지과정을 가지지만, 이는 임의적으로 묶이거나 아무런 원리에 기초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주어진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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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건, 과제제시 방식, 자극의 종류 등에 따라서 하나의 인지과정이 선택적으로 촉발되기도 하도, 동시에 복수의 인지과정들이 촉
발되기도 한다. 물론 정확히 어떤 조건 하에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경험적 탐구들이 필요하고, 이는 심리학자들의 연구 과
제로 남았다. 그렇지만 이미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몇 가지 조건들은 개략적이나마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구조 다원론은 경험적
내용을 결여하고 예측력이 없는 잡동사니가 아니라,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포괄적 설명을 제공하는 다원적 이론의 후보로서 손색이
없다.

5. 과학적 개념의 구조적 이질성
5.1 구조적 이질성 논제
앞 절에서 나는 일상적 개념에 관해 구조 다원론을 옹호했다. 그러나 혼종 이론이나 다중과정 이론을 배타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았다.
두 종류의 이론이 모두 가망성이 있어 보이며, 현재 시점에서 둘의 우위를 판단해야 할 긴급성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더 중요
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어떤 이론이 승리하든 간에) 구조 다원론이 과학적 개념에 관한 나의 이론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절에서 과학적 개념도 예외 없이, 구조적으로 이질적임을 주장하며, 이를 과학적 개념에 관한 구조적 이질성 논제로 부를 것이다.
(구조적 이질성 논제, Structural Heterogeneity Thesis of Scientific Concepts) 과학적 개념은 정
보구조적으로 이질적이다. 즉, 과학적 개념들은 과학의 인지과정 대부분에서 사용되는, 상이한 여러 유형의 정보구조들로 이루
어진다.
그러나 일상적 개념의 이질성이 그 자체로 과학적 개념의 구조적 이질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과학적 개념의 구
조적 이질성을 옹호하는 내 전략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과학적 개념은 일상적 개념과 달리 단일 구조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반론을 기각한다.(5.2절) 둘째, 구조적 이질성이 지닌 설명적 가치를 보여준다.(5.3절)

5.2 과학적 개념은 일상적 개념과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다
구조적 이질성 논제는 일상적 개념에 적용될 뿐, 과학적 개념은 그와 같지 않다는 세 가지 가능한 반론에 대응하고자 한다. 첫째,
일상적 개념과 달리 과학적 개념은 여전히 정의일 수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일상적 개념이 흐릿하더라도(fuzzy) 과학적
개념은 잘 정의되어 있어서, 그것의 적용이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보면 통념에 더 가깝다. 논리실증주의에 따르면, 과학
적 개념은 경험적 개념과 이론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Feigle 1970; Hempel 1952) 경험적 개념은 직접적인 관찰
과 경험에 의해서 획득되지만, 이론적 개념은 경험적 개념들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도입된다. 둘 사이를 연결짓는 바람직한 방법은
경험적 개념들에 의해서 이론적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2절에서 보였던 것처럼, 정의를 통해 이론적 개념을 도입하는
시도는 포기된 바 있다. 카르납은 정의 대신 환원의 방법을 주장했고, 헴펠은 가설-연역-관찰적 방법을 제안했다. 물론 물리학과
화학의 어떤 개념들은 상대적으로 덜 모호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학적 개념이 일반적으로 정의적인 구조를
갖는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두 번째 반론은 과학적 개념은 이론일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개념이 이론이라면, 개념은 사고의 구성요소이고 이론은 개념들로
이루어진다는 통상적인 견해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론의 본성에 대한 논의는 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을 논의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넘는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할 일은 개념에 부호화된 이론적 정보들은 과학적 개념과 동일하지 않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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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서로가 관계맺는 방식에 대한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새> 개념의 예를 들어보자. ‘새’ 개념이 ‘날개는
새를 날 수 있게 해 준다’는 인과적 정보를 포함한다. 그러한 이론적 정보들을 흔히 소규모 이론(mini-theory)로 부른다.(Murphy
and Medin 1985; Prinz 2002).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 이론은 왜 날개를 갖는 것이 비행을 가능케 하는지를 설명하는 유체
역학과 같은 완전히 무르익은 이론과 동일하지 않다. 사람들은 항공역학에 대해 전혀 몰라도 소규모 이론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소규모
이론과 과학 이론의 관계는 무엇인가? 먼저, 인과적 정보(와 숨겨진 본질)을 포함하는 소규모 이론은 개념 혹은 개념의 일부가 될 것이
다. 둘째, 소규모 이론을 포함하는 개념들은 이론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개념들은 이론의 구성요소가 되고, 다른 개념
들은 각 영역과 영역특수적 이론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세 번째 반론은 정반대 방향에서 제기되는 것인데, 대부분의 과학적 개념은 사실상 순수한 이론이라는 것이다. 즉, 이론
적 개념은 통계적, 본보기적 정보를 결여한다. 예를 들어, 뉴턴 역학에서 ‘힘’ 개념은 뉴턴의 세 운동 법칙을 통해 도입되는 이론적 개
념으로, 원형이나 본보기와 같은 어떤 경험적 정보도 지니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쿤은 개별적인 지시를 통해서가 아니
라, 문제상황에서 다른 개념들과 함께 습득해야 하는 이러한 종류의 개념들을 법칙성(nomic) 개념으로 불렀다. 따라서 이 반론
의 요점은 법칙성 개념과 같은 종류의 개념들은 경험적 정보를 결여한 순수한 이론적 정보의 집합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 가지
대응은 일상적 개념과 상당히 유사한 경험적 개념들 - 쿤적 의미에서 일상성(normic) 개념들 - 이 많고, 여전히 과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행성’ 개념은 천체 현상을 분류하기 위한 일상성 개념이지만, 천문학
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 개념은 경험적 정보를 결여한 이론적 개념으로 간주될 수 없다. 쿤이 강조했듯이 분류가
개념의 본질적 역할이라면, 유사성에 기반한 범주화 및 인지과정은 과학적 맥락에서도 무시될 수 없다. 그러나 고도로 이론적인 개
념들, 예컨대 ‘힘’이나 ‘전자’와 같은 개념들도 경험적 정보를 가지는지 의심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더 본질적인 대응은 이론적 개념들도 다른 유형의 정보구조, 즉 그 개념들이 적용되는 사례나 모형에 대한 정보를 부호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론적 개념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물리학에서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조화진동자> 개념은 후크의 법칙
(Hooke’s law)에 내재한 법칙적 정보를 포함한다. 그러나 그 뿐 아니라, (이상화된) 진자나 추에 매달린 물체 모형 등에 대
한 정보를 포함한다. 뉴턴 역학의 ‘힘’ 개념도 예외가 아니다. 그 개념은 뉴턴의 운동 법칙과 중력 법칙에 내재된 이론적 정보를 포
함하지만, 그 법칙이 적용되는 전형적 모형들 혹은 구체적 사례들에 대한 경험적 정보 역시도 포함한다. 뉴턴 물리학을 배우는 어떤
학생이 역학 문제를 풀고 있다고 하자. 그는 뉴턴의 세 법칙과 중력 법칙을 “알고” 있으며, 그 방정식을 수학적 규칙에 따라서 능숙
하게 조작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가 법칙을 적용할 모형이나 사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 혹은 구체적인 문제상
황에 적용하는 법을 모른다면, 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개념과 공식은 알지만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한 개념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올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경험적 정보를 알지 못한다는 것과 양립하
기 어렵다.33

5.3 과학적 개념의 구조적 이질성은 설명적 가치를 갖는다
구조적 이질성을 위한 두 번째 논증은 그것이 과학 활동의 특정한 현상에 대해 최선의 설명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과학적 실천에
33

이와 관련해 이미 쿤은 통찰력있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과학 지식의 습득은 단지 규칙과 공식, 기호적 일반화를 추상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
라, 구체적인 다양한 문제상황들에 적절히 적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문제상황에 적절히 적용하는 능력은 두 가지 요소를 갖는다. 하나는 어떤
기호적 일반화의 도식을 각 상황에 알맞도록 변형시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법칙은 하나의 법칙 도식으로 간주된다. 또 다른 측면은
법칙에 내재한 이론적 정보 자체가 문제상황들에 대한 경험적 정보를 부호화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의나 규칙이 아니라 범례들에 노출됨으로
써 문제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이 배양된다는 것은, 범례들에 포함되어 있는 경험적 정보들을 습득함으로써 온전한 형태의 개념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쿤의 생각처럼 문제상황들 사이의 유사성을 지각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는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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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는 합의된 정의 없이 생산적인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이다. “종 문제”를 통해서 이 현상을 간략히 소개하고,
구조적 이질성이 왜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겠다.
생물학 분야에서 종(species) 개념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중 하나이다. 생물종은 분류의 단위이면서 동시에 진화의 단위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생명다양성을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분류학의 작업이라면, 그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설명하는 것이 진
화생물학의 작업이다. 그렇지만 종의 올바른 정의를 찾으려는 생물학자들과 생물철학자들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로 다른 분류학적 철학을 지닌 생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생물종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적어도 세
종류의 주된 종 개념이 경쟁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는 상호교배의 가능성에 기초한 생물학적 종 개념으로, 종이란 공통의 수정 체계
를 공유하는 유기체들의 집합이다. 종의 분류학적 안정성은 구성원들이 유성생식을 통해 유전자를 교환함으로써 얻어진다. 둘째는 종의
안정성을 상호교배보다는 환경에 주로 호소하는 생태학적 종 개념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각 종의 자신의 적소 혹은 적응 영역을 가
지며, 각 영역의 선택압이 종을 구별되는 분류 단위로 유지하도록 해준다. 셋째는 계통발생학적 접근으로 종은 공통조상에서 이어온 단계통
적 분류군으로 간주된다. 물론 단계통군은 진화적으로 연속체이기 때문에 지구 상의 모든 생명체가 단계통군을 이룬다고 말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계통발생학적 접근에서도 하나의 단계통군을 종 수준의 단위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개체군의 크기, 격리정도, 생태적 요인 등
다양한 자격 기준을 도입한다.
하나의 개념이 명확하고 정의되지 않으면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생산적인 연구와 과학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
겨진다. 특히, 다른 종 개념은 생물 세계에 대한 서로 다른 그림을 제공하기 때문에, 올바른 종의 개념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생명계
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일부 생물학자들과 철학자들에게 커다란 문젯거리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적
실천의 관점에서 보면,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종에 대한 합의된 정의 없이도, 현장 과학자들은 생물학적 탐구를 훌륭하
게 수행하고 있으며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과학의 진보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서로 다른 분류학적 철학을 가진 생물학
자들도 생물종에 대해 상당한 의견 일치를 보여준다. 서로의 분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달리 분류할 이론적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적다. 이러한 상황이 앞서 말한 “합의된 정의 없는 생산적 연구”의 의미이다. 이 현상은 설
명을 필요로 한다. 어떻게 정의되지 않은 개념을 가지고 과학적 진보가 일어날 수 있는가? 상이한 신념을 가진 과학자들은 얼마
나 일치하고 또 불일치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왜 끊임없이 올바른 정의를 추구하는가? 이런 물음들은 구조적 이질성 논제
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구조적 이질성 논제에 따르면, 종 개념은 단일한 종 정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론적 정보와 경험적 정보의 결합이다.
각 종 개념은 나름의 이론적 정보와 경험적 경보를 부호화하는 복잡한 정보체이다. 각 종 개념의 이론적 정보는 생물 분류의 원리와 같
은 것을 부호화한다. 예컨대, 생물학적 종 개념의 이론적 정보는 상호교배 가능성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상이한 종 개념들은 바로 이
러한 이론적 정보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생물학적 종, 계통발생적 종, 생태학적 종은 서로 다른 이론적 원리에 기초해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론적 정보를 저장한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생물학자들의 사이의 불일치를 설명한다. 그러나 상이한 종 개념들도 경험적
정보에서는 상당한 일치를 보이고, 이런 사실이 과학자들의 보여주는 합의의 정도와 믿음의 공유를 설명한다.
생물학자들은 흔히 “좋은 종(good species)”으로서 종에 대해 추론하곤 한다. 좋은 종이란, 일반적으로 종으로 인정되는 생물 집
단의 대부분의 기준을 만족하는 유기체들의 집단을 말한다.(Amitani 2010) 좋은 종이란 따라서 종의 원형에 대응하는 생물학자들
의 언어이다. 생물종에 대한 많은 과학적 실천들이 좋은 종에 기초해있다면, 생물학자들은 종의 원형을 공유함으로써 상당한 일치를
보여줄 수 있다. 대부분의 생물학적 연구에서, 공유된 원형과 이론적 정보의 예측적 부분에서의 중첩은 생물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를 수
행하고 또한 과학적 진보를 이루어내는데 충분하다. 따라서 정의 없이도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과학이란 어떤 마술과 같은 것
이 아니다.
공유된 원형에 기초해 과학적 합의와 진보를 설명한다면, 한 가지 의문이 남게 된다. 공유된 원형이 대체적으로 충분하다면,
과학자들은 왜 자신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개념에 대해 하나의 올바른 정의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원형은 암묵적으로 합의된 반면, 이론적 원리는 명시적으로 불일치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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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불일치하는 부분에 불편함을 느끼고, 그러한 불일치를 제거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둘째, 이론 이론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주장되는 것 중 하나는 심리학적 본질주의(psychological essentialism)이다. 사람들은 대상의 본질을 알
지 못하는 경우에도 생물종이나 인공종 등이 그것들의 표면적 속성들에 인과적인 책임이 있는 어떤 숨겨진 본질이 있다고 믿는다.(예,
Keil의 너구리-스컹크 실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시적인 형태의 본질을 알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본질을 추구한다는 점
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따라서 생물학자들이 일반인들과 유사한 심리적 본질주의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자연종의 본질을 더 심
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억측이 아닐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그들은 생물종으로 지칭되는 어떤 대상들이 본질을 가질 것으로 기대
하고 그것을 추구할 것이다. 따라서, 과학자들의 정의 추구는 이론적 정보를 개념으로 포섭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나는 구조적 이질성이 정의 없는 생산적 연구의 최선의 설명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단일구조 이론에 의한 설명과 비교함으로써
드러난다. 개념을 정의로 보는 관점에서는 이 현상은 애초에 설명될 수 없다. 따라서 원형 이론과 이론 이론의 대안적 설명을 간략
히 검토해보자. 원형 이론은 생물학자들 사이의 합의와 생산적 연구를 설명하는데 이점을 갖는다. 생물학자들이 좋은 종에 대해 언급
할 때마다 그것은 사실상 원형에 대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왜 생물학자들이 불일치하는지 얼마나 불일치하는지에 대해서
는 설명할 수 없다. 종 개념이 곧 종 원형이라면, 어떤 불일치도 발생할 수 없게 되고, 종 개념에 대한 과학적, 철학적 논쟁을 공
허하게 될 것이다. 또한 종 원형만이 개념을 구성한다면 왜 과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올바른 정의를 얻으려 하는지도 설명하지 못한다.
반대로, 이론 이론은 이러한 점을 설명하는데 장점을 갖는다. 과학자들은 분류 원리에 대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지
속적인 논쟁의 원천이 된다. 반대로, 이런 관점에서는 과학자들은 어떻게 합의에 이르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차이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진보를 이루어내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
단일구조 이론이 “정의 없는 생산적 연구”라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미흡한 것은 본질적으로 현상 자체가 복잡한 탓이다. 그 현
상은 단지 정의의 부재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론적 불일치에 의한 정의 도출 실패, 경험적 수준에서 상당한 정도의 합의, 지
속적인 정의 추구, 그리고 지식의 축적 및 진보라는 요소들의 복합체이다. 정의 없는 생산적 연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형
을 둘러싼 경험적 정보와 원리에 기초한 이론적 정보를 모두 부호화하는 이질적인 구조가 필요하며, 따라서는 구조 다원론이 이 현상에
대한 최선의 설명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다른 사정이 같다면, 더 경제적인 이론은 선호할만한 좋은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
론의 경제성이 이론의 설명력보다 더 나은 가치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 과학적 실천의 중요한 국면에 대해 구조적 이질성 논제가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할 때, 더 검약적이면서 유사한 설명력을 갖는 이론이 제시되지 않는 한, 우리는 구조적 이질성
논제를 받아들일만한 좋은 근거를 가지게 된다.

6. 요약
과학은 복잡한 인지활동의 전형적이면서도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장에서 나는 개념의 정보적 구조라는 측면을 살펴보았다. 개념이
정의적 구조를 가진다는 고전적 견해를 비판하고, 원형, 본보기, 이론이 가능한 대안임을 보았다. 그러나 각 정보구조를 가정한 어떤
단일한 이론도 압도적으로 대부분의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는 우리의 인지과정이 복수의 정보구조를 활용한다고 주장하며,
구조 다원론을 옹호했다. 구조적 이질성 논제는 과학적 개념에도 적용된다. 과학적 개념이 구조적 측면에서 일상적 개념과 달리 보아
야 할 필요가 없으며, 과학적 개념의 구조적 이질성은 중요한 설명적 가치를 지님을 보였다. 우리는 단 하나의 올바른 문화는 존재하
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렵게 배웠다. 이제, 개념이란 하나의 올바른 정보 구조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고, 이런 사실과 함께 살
아가는 법을 배울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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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장 메타정보 2: 존재론적 범주

나는 과학적 개념이 과학적 탐구의 맥락에서 다루어지는, 메타정보들에 의해서 규제되는 일종의 정보체라고 제안했다. 이 장에서
주목하는 메타정보는 존재론적 범주(ontological categories)이다. 존재론이 세계 속에 어떤 종류의 존재자들이나 범주들이 존재
하는지에 관계한다면, 세계는 존재론적으로 다양한 범주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의 개념은 곧 하나의 범주에 대한
정보체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개념들은 상이한 범주에 대한 정보를 부호화하며, 어떤 경우에는 존재론적으로 상이한 범주들에 대한
정보를 부호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원은 과학적 개념을 다루는 과학철학 논의에서 간과되어 왔다. 과학철학자들은 대개
대상들, 특히 자연종 개념에 논의를 집중해왔다. 물론 철학자들이 과정이나 사건 등을 다루면서 깊이 있는 존재론 논의를 해왔음을 부정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화이트헤드의 과정 존재론,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사실 존재론, 인과에 대한 새먼의 과정 이론 등이 있
다.) 그러나 그들의 논의가 형이상학의 영역에 대체로 머물렀을 뿐, 과학적 개념의 본성을 드러내는 일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과
학적 개념을 논의했던 철학자들은 대상을 나타내는 개념과 다른 범주를 나타내는 개념들의 차이를 의식하지 않았거나, 의식했더라
도 대상 개념(대표적으로, 자연종 개념)만 잘 이해하게 되면, 다른 과학적 개념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될 것으로 가정했다.
이 장에서 나는 존재론적 범주가 과학적 개념에서 중요한 한 가지 메타정보임을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존재론적 범
주의 올바른 체계를 세우거나, 하나의 형이상학적 존재론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개념들이 존재론적 범주의 차이를 가질 수
있고, 그러한 차이가 개념구성적 정보의 차이를 낳아 과학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존재론적 범주의 그러한 역할은
그것이 설명적, 규제적 메타정보임을 드러내기에 충분할 것이다.34

1. 대상과 사건의 존재론적 구분
어떤 개념들은 나무나 새와 같은 대상들을 가리킨다. 어떤 개념들은 번개와 같은 사건을 가리키고, 다른 개념들은 과정이나 인과적
메커니즘을 표상하기도 한다. 과학적 개념 역시도 다양한 존재 방식들을 표상함으로써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예측하도록 돕는다.
과학철학자들이 다양한 존재론적 범주의 차이들을 간과해왔지만, 철학과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는 대상(object)과 사건(event)
의 구분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Casati and Varzi 2010; Chen 2007; Chi 1992; Keil 1979) 먼저, 이 둘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살펴보자.
대상과 사건은 주요한 두 가지 존재론적 범주로 간주된다. 이 둘을 대조해봄으로써, 우리는 각 범주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무
엇보다, 둘은 존재의 양태(modes of being or existence)가 다르다. 대상은 존재하고(exist) 그 중 대부분은 작용하는(act)
반면, 사건은 일어나거나 발생한다(occur, happen, take place). 둘째, 대상과 사건은 다른 방식으로 시공간과 관련을
맺는다. 대상은 공간 안의 특정한 위치를 점한다는 점에서 공간적이지만, 선명한 시간적 경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 대상은 시
간을 관통하는 지속성(persistency over time)을 가지며 그침 없이(continuously)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차
원과 독립적으로 대상들을 기술할 수 있다. 반면, 사건은 시간적이고 정확한 위치를 점유하지는 않는다. 사건은 시간을 관통해 지속하
지 않고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한 위상에서 다른 위상으로 변화한다. 셋째, 대상은 공간 점유에 관한 두 가지 조건, 유일성의
조건과 배타성의 조건을 만족한다. 즉, 대상은 주어진 시간에 특정한 한 장소에만 존재하고, 둘 이상의 대상은 동일한 장소에 위치
34

이 장의 논의가 형이상학보다 주로 과학의 인식론에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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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만일 한 대상이 별개로 떨어져있는 두 위치에 동시에 존재한다면 이는 유일성 조건을 위배한 것이고,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대상이 정확히 동일한 영역에 위치한다면 이는 배타성 조건을 위배한 것이다. 반면, 사건은 유일성 조건과 배타성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한 사건이나 과정은 주어진 시간에 둘 이상의 장소에 있을 수 있고, 둘 이상의 사건은 동일한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다. 대상 범주의 또 다른 특징은 그것이 추가적으로 세분화될 수 있는 위계적 구조를 가진다는 점이다. 대상 범주가 위계적으로 조
직되는 하나의 올바른 방식이 존재하는지는 논란거리이지만, 한 가지 가능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대상은 자연물과 인공물로 나눌 수
있고, 자연물은 다시 생명체, 화학물 등의 하위범주들로 나눌 수 있고, 각 하위범주들도 추가적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반면, 사건 범주
를 여러 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전반적으로 위계적 구조를 가지는지는 분명치 않다.
대상과 사건 범주에 속하는 것들을 간단히 예시해보자. 대상 개념은 전형적으로 거시적이거나 미시적인 물질, 입자, 혹은 대상
을 표상하는데, 전자, 유전자, 전이금속, 신경전달물질, 세포막 등의 과학적 개념이 대상 개념에 해당한다. 그 뿐 아니라, 대상
개념은 추상적이거나 이상화된 대상(예, 질점이나 강체)을 표상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질점(point mass)의 경우, 공간
상에서 양의 값을 가진 부피를 실제로 차지하지는 않지만, 대상 개념이 가진 대부분의 특징들을 공유한다. 따라서 대상 개념이 물
질(matter)이나 실체(substance)와 상당히 중첩되면서도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개념에 속하는 것들로는 전자
기장이나 물결파 등이 있으며, 이들은 유일성 조건과 배타성 조건을 위배한다.
대상과 사건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주로 이론적인 근거에 기초해 논의되었다. 그러나 존재론적 범주
의 차이를 보여주는 다양한 경험적 증거들도 축적되어 왔다. 다음 절에서 나는 언어학적 근거들과 신경학적 근거들을 차례로 검토한다.
만일 이러한 경험적 증거들이 단지 존재론적 차이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앞에서 제시된 이론적 논의를 뒷받침하는 역할에 머물
것이다. 그러나 경험적 증거들은 존재론적 범주의 차이가 인간의 인지과정에 깊숙이 개입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 존재론적 지식의 영향에 관한 경험적 근거
2.1 언어학적 근거
당신이 심리학 실험실에서 어떤 실험과제에 참여한다고 가정해보자. 과제는 보통 언어적 서술가능성 시험(linguistic
predicability test) 혹은 이해가능성 판단 시험(sensibility judgment test)라고 불리는 과제인데, 특정한 용어와 술어
의 조합을 제시하면 그것이 뜻이 통하는지, 즉 말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다.(Keil 1979; 1983; Chi 1992) 예를
들어, 당신에게 “우유는 빨갛다”는 문장과 “참새는 한 시간 가량이다(an hour long)”이라는 문장을 제시하고, 그것이 말이 되
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한다. 첫 번째 문장은 거짓이기는 하지만 이해할 수는 있다(sensible). 그러나 두 번째 문장은 이상하
고 변칙적이어서(anomalous) 뜻이 통하지 않는다. 이러한 과제의 결과는 어떤 용어에 결합된 술어의 서술가능성
(predicability)에 달려있는 것이지, 문장의 진리값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무엇이 특정한 문장을, 혹은 특정한 용어-술어 결합을 변칙적으로 만드는가? 유력한 답변은 우리의 존재론적 지식에 호소하는 것이
다.(Keil 1979) 존재론적 지식이란, 세계에 어떤 종류의 존재들이 혹은 어떤 범주들이 있는지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데, 이것은 의
미론적 지식과 개념적 지식을 규제한다. 카일에 따르면, 명사와 술어가 서로 다른 존재론적 범주에 속하는 경우, 그러한 명사-술어
조합은 변칙적이게 된다. 이런 설명을 위해서는 먼저, 각 용어와 술어들이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지 아니면 상이한 범주에 속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동일한 존재론적 범주에 속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특정한 용어-술어 결합이 뜻이 통한다는 판단되거나 변칙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존재론적 지식으로부터 직접 따라나오는 것은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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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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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가능성 나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전제하고 있는 범주 이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카일은 러셀의 이론과 라
일의 이론의 종합으로 간주될 수 있는 소머즈(F. Sommers)의 범주 이론을 채택한다. 이 이론들은 모두 포괄(span)의 개념을 도입함
으로써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고, 또한 서술가능성 나무도 포괄 개념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포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술어
는 용어를 ‘포괄하고’, 용어는 술어에 의해 ‘포괄된다’고 하자. ‘포괄’은 ‘의미 있게 수식함/서술함’으로 바꾸어 읽어도 좋다.)
(SPAN) 용어와 술어의 결합이 의미 있고 진리값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한 술어는 한 용어를 포괄한
다.(A predicate spans a term if and only if the noun-predicate combination makes
sense and can be assigned a truth-value.)
러셀의 유형 이론은 어떤 용어들이 동일한 유형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에 따르면 동일한 술어가 두 용어를 포괄하면
(if two terms are both spanned by the same predicate), 두 용어는 동일한 유형에 속한다.(Russell
1913/1962) 예를 들어, ‘철학자이다’라는 술어가 ‘줄리어스 시저’와 ‘플라톤’을 포괄하는 경우, 두 용어는 동일한 유형이다. 그러나
‘플라톤’과 ‘산업혁명’은 ‘철학자이다’라는 술어에 대해서 동일한 유형이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 불확정성(indeterminacy)
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동일 술어에 의한 포괄 조건이 너무 거칠기 때문이다. 예컨대, 자동차와 토끼가 동일한 술어(예, 노랗다)에
의해 포괄될 수 있다고 해서, 둘을 동일한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단지, 특정한 그 용어(‘노랗다’)에 대해서만 동일한 유
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라일의 범주 이론에 따르면, 두 술어나 표현은 그들이 동일한 용어(혹은 사물)를 포괄하는 경우(if two predicates are
both span the same term or thing), 동일한 유형에 속한다.(Ryle 1938/1971) ‘세단 자동차’와 ‘눈물의 홍수’는
동일한 용어나 사물에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유형이 아니다. 만일 어떤 표현의 범주에 대해 착각을 하고 잘못 결합하는
경우, 이는 범주 착오(category mistake)를 범하게 된다.(Ryle 1949) 예컨대, 어떤 방문자가 서울대학교의 도서관, 대
학본부의 사무실들, 강의실 등을 둘러보고는 이제 서울대학교를 보여 달라고 요청한다면, 그는 범주 착오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라일의
범주 이론도 러셀의 유형 이론과 유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예컨대, ‘흥미롭다’는 술어는 토끼도 포괄하고 해돋이도 포괄하지만, 토끼
와 해돋이가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머즈는 러셀과 라일의 이론을 종합한, 하나의 범주 이론을 제시한다.(Sommers 1963; 1971) 그에 따르면, 두 용어 t1
과 t2에 대해, t1을 포괄하는 모든 술어들이 t2도 포괄하는 경우 오직 그런 경우에만(if and only if all predicates that
span t1 also span t2), t1과 t2는 동일한 유형에 속한다. 또한, 두 술어 p1과 p2에 대해, p1과 p2가 정확히 동일한 용어
집합을 포괄하는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if and only if p1 and p2 span exactly the same set of terms), p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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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서술가능성 나무 (Keil 1989)

p2는 동일한 유형에 속한다. 그의 이론은 유형의 동일성을 정의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유형들 간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범주들이 위
계적 구조를 가지도록 한다. 만일 t1을 포괄하는 술어 집합이 t2를 포괄하는 술어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면(if t1 is spanned by a
subset of the predicates that span t2), t2가 속하는 범주는 t1이 속하는 범주의 하위범주가 된다. 소머즈의 이론에서 눈여
겨보아야 할 것은 용어들과 술어들이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조직화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서로 다른 두 용어를 포괄하는, 교
차하는 술어 집합들은 존재하지 않고, 어떤 교차하는 두 용어 집합도 서로 다른 술어들에 의해 포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특징을
가진 서술가능성 지식은 서술가능성 나무로 잘 요약된다.
서술가능성 나무(왼쪽 그림)는 뜻이 통하는 개념적 결합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각 마디(node)는 특정한 부류의 술어나 용어를 나
타내는데, 그림에서는 편의상 두 가지씩만 나타내고 있다. 서술가능성 나무의 위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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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배고프다(IS HUNGRY)’가 포괄하는 모든 용어들을 포괄하지만, ‘크
다(IS TALL)’가 포괄하는 모든 용어들을 ‘배고프다(IS HUNGRY)’가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서술가능성 지식을 존재론적 지식과 연결하는 일이 남았다. 카일은 서술가능성 나무를 존재론적 나무에 일대일로 사상
(map)할 수 있고, 서술가능성 지식과 존재론적 지식 사이에 동형성이 있다고 본다. 동일한 술어에 의해서 포괄되는 용어 집합이 그
에 대응하는 대상들의 분류 내지는 범주를 가리킨다고 가정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술가능성 나무의 각 마디는 존재
론적 나무의 각 마디를 표상하며, 존재론적 나무(오른쪽 그림)는 존재론적 범주들의 위계적 구조를 표상한다. 예를 들어, ‘죽었다(IS
DEAD)’와 ‘배고프다(IS HUNGRY)’를 가지는 마디는 생명체의 범주를 나타내고, ‘고정된(IS FIXED)’과 ‘망가진
(IS BROKEN)’을 가진 마디는 기능적 인공물의 범주를 나타낸다. 아래의 존재론적 나무는 다양한 인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존
재론적 지식의 구조를 표현해준다.
이제 앞서 제기된 물음으로 돌아가보자. 어떤 용어-술어 조합은 뜻이 통하는 반면, 어떤 조합은 변칙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정한 용어-술어 조합이 말이 되는지 아닌지는 용어와 술어가 속한 존재론적 범주가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에 달려있다.
한 용어(예, 해돋이)가 그것과는 다른 존재론적 범주(예, 자동차)의 특징을 기술하는 술어(예, 무겁다)에 의해 포괄되는 경우, 그러한 용
어-술어 조합은 말이 안 된다.(Keil 1979) 해돋이는 (지향적이지 않은) 사건에 속하고, 술어 ‘무겁다’는 물리적 대상의 범주를 포
괄한다. 따라서 주어진 현상은 명사와 술어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에 의해서 설명된다.

그림 12. 존재론적 나무 (Kei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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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론적 차이에 의한 현상의 설명은 존재론적 나무가 서술가능성 나무와 일대일로 대응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한 동형성은
자연언어와 인간 인지와의 직접적이고도 강한 연결을 가정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 동형성이 성립하기 위한 한 가지 가정
은 M-제약이 각 나무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M-제약이란, 한 용어가 둘 이상의 술어와 의미 있게 결합하거나(i.e., the bat
IS MADE BY HAND and WAS DEAD), 반대로 한 술어가 둘 이상의 용어와 의미 있게 결합하는 것(i.e., the
man and the number IS RATIONAL)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위계적 구조가 갖는 포함관계를 뒷받침한다. 카일은 우리의
존재론적 지식이 M-제약에 의해서 적절히 규제되며, M-제약은 오직 애매어나 다의어인 경우만 위배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동형성을 가정하면, 언어 사용의 화용론적 측면과 맥락 의존성이 간과될 수 있다. 실제로, 제라드와 맨들러는 서술가능
성 판단이 자극 맥락, 실험참여자군, 실험 지시 등에 의해서 달라짐을 보여주었다.(Gerard and Mandler 1983) 특히 인
상적인 것은 M-제약이 애매어나 다의어가 아닌 경우에도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점이다.(예를 들어, mind and
box IS OPEN, a thunderstorm and a baby could be GROWING, etc.) M-제약의 위반이 얼마나 광
범위한지는 논란거리가 될 수 있지만, M-제약이 일정한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한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는
동형성 가정을 문제시하고, 결국 존재론적 차이에 의한 설명을 의문스럽게 만드는지 되묻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M-제약의 위반이 대상과 사건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를 위협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의 해석이 가능하
다. 제라드는 어떤 것이 대상에 속하는지 아니면 사건에 속하는지가 서술가능성에서 중요한 인자임을 시사한다고 본다. 왜 그런지
보기 위해, 카일의 이론에서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각 마디는 오직 하나의 위계적 구조 안에 포섭되지만, 다
른 한편으로, 사건 범주의 하위 범주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제시되지 않았다. M-제약의 위반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발견된 위
반 중 대부분이 사건 범주와 관련되며, 대상 범주에만 국한해 볼 경우 M-제약의 위반이 드물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라드와 맨들러
는 “사건과 추상적 관념은 위계적 틀에 잘 들어맞지 않거나, 아니면 별도의 위계에 속할지도 모른다”(p. 119)고 추론한다. 이는 존
재론적 위계의 구조가 (대체로 손에 잡히는) 대상 범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면, 이는 대상과 사건이 차별화하는 또 다른 이유를 제
시할 것이고, 사건들이 별도의 위계에 속한다하더라도 대상과 사건이 주된 존재론적 범주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위협하지 않을 것
이다. 따라서 M-제약이 위반되는 경우가 있고 동형성 가정이 어느 정도 문제시되더라도, 대상과 사건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방해
받지 않는다.
존재론적 차이의 존재는 언어 습득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연구들에 의해서도 추가적인 지지를 받는다.(Keil 1979;
Gentner 1982) 카일은 어린이의 존재론적 나무가 성인의 존재론적 나무와는 달리 존재하며, 그들이 성장하면서 존재론적 나무도
더 세밀하게 발전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생명체와 인공물만을 구별하지만, 7세 가량이 되면 물리적 대상과 사
건/과정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그러한 존재론적 나무의 분지가 아이들의 언어 습득과 상관을 맺는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명사를 배우고, 그 중에서도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를 먼저 배운다. 그 다음, 아이들은 행동과 과정을 가리키는 동사를
배운다. 물론 카일이 제시한 존재론적 나무가 과학적 개념이 표상하는 존재론적 범주들을 세밀한 정도로 나타내기에 충분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대상과 사건의 근본적인 구분이 존재하며 그것이 적어도 언어적 영역의 인지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좋은 증거를 제시한다.

2.2 신경학적 근거
신경과학적 연구는 존재론적 차이에 대한 또 다른 증거를 제공해준다. 근래 첸(Chen 2010)은 존재론적 지식의 신경학적 기저에
대한 연구들을 간결하게 검토하면서, 손상 연구, 뇌영상 연구, 전기생리학 연구가 사건 개념과 대상 개념이 질적으로 다름을 보여주
는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첸은 이런 연구들이 뉴런 집합체(neuron assembly)에 대한 헵 이론
(Hebbian theory)를 뒷받침한다는 것으로 간주한다. 헵 이론에 따르면, 두 신경세포 혹은 그들의 체계들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경우가 반복되면, 서로 연합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종국에는 뉴런 집합체라는 기능 단위가 된다.(Hebb 1949; Bickle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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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2) 이 이론의 중요한 한 가지 예측은 상이한 언어 부류들, 예컨대 명사와 동사는 서로 다른 두뇌의 영역에서 처리된다는 것
이다. 근래 20-30년간의 연구는 이에 대한 상당한 긍정적 증거들을 축적해왔다. 첸은 명사와 동사의 신경학적 분리에 대한 증거
들이 대상 개념과 사건 개념이 두뇌 안에서 서로 다른 영역을 통해 표상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고 간주한다.
먼저 손상 연구를 살펴보자. 손상 연구는 행동이나 인지 능력이 손상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손상된 인지 능력과 두뇌의 손상된 부위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함으로써 신경과학의 발전에서 심대한 기여를 해왔다. 다마지오는 명사를 인출하는 능력과 동사를 인출하는 능
력이 비대칭적으로 손상된 환자들을 보고한 바 있다.(Damasio and Tranel 1993) 좌측 전방 및 중간 측두엽(left
anterior and middle temporal lobe)이 손상된 두 환자(AN-1033과 Bowell)는 명사 인출 과제를 잘 수행하지
못했지만 동사 인출 과제를 잘 해냈다. 반면, 좌측 전운동 전두엽(left premotor frontal lobe)이 손상된 환자(KJ1360)은 명사 인출 과제를 해내면서도 동사를 인출하는 과제를 잘 수행하지 못했다. 이는 명사 인출 능력이 정상이면서 동사 인출
능력이 손상되거나, 반대로 동사 인출 능력은 정상이면서 명사 인출 능력이 손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동사 처리와 명
사 처리의 이중해리(double-dissociation)로 알려져 있다. 이는 좌측 측두엽 피질에서는 고유명사나 보통명사와 같은 것이 처
리되고, 동사는 좌측 전두엽 피질에서 처리됨을 암시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에 대한 연구 결과와도 일관적이다. 대니얼과 동료들(Daniele et al.
1994)은 명사와 동사 처리가 차별적으로 손상된 경우를 보고했는데, 좌측 측두엽 위축증(left temporal atrophy)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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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에 비해 더 많이 손상되었다. 이런 보고는 명사와 동사의 이해 및 산출 능력이 별개의
신경 메커니즘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한다. 게다가, 명사-동사 이중해리는 PET와 fMRI를 사용하는 뇌영상 연
구와 전기생리학적 연구에 의해서도 입증되어 왔다.(Peterson et al. 1989; Pulvermuller, Lutzenberger, and
Preissl 1999) 예를 들어, 풀버뮐러와 동료들은 단어 읽기에 대한 사건관련 전위(ERP) 연구에서 명사는 동사보다 후두엽 피질
(시각영역)을 더 활성화시키고, 동사는 명사보다 전운동 피질과 운동 피질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신경과학적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명사와 동사의 처리는 상이한 신경 기저를 가진다는 주장은 좋은 증거를 갖는 것 같
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명사-동사의 이중해리가 대상-사건의 존재론적 구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다. 첸은
대상-과정 구분을 명사-동사 해리와 동일시하거나, 혹은 양자가 직접 연결된 것으로 암묵적으로 가정했다. 그러나 그것은 논증되어야
할 문제이지, 단순히 가정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앞서 제시된 증거만으로 존재론적 구분의 신경학적 기저가 존재한다고 결론내리
기에 충분치 않다. 그러한 결론을 위해서는, 먼저 양자를 개념적으로 구분해야하고, 그렇게 개념적으로 별개인 두 구분이 우연적으로, 신
빙성 있게 연결됨을 보여주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중해리의 존재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것에 본성은 여전히 논란거리라는
사실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중해리의 본성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것이 존재론적 구분과 맺는 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
다. 이중해리에 대한 주된 논쟁은 그것이 통사적이냐 아니면 의미론적이냐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형태학적이거나 음운론적 요소가
그런 이중해리에 기여하는 정도도 잘 이해되지 않은 실정이다. 명사-동사 이중해리의 본성에 대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은
이 절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는다. 대신, 이중해리에 대한 어떤 해석이 우리가 지금 그으려고 하는 존재론적 구분선을 지지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해석이 타당한지를 주의 깊게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대상과 사건의 구분은 명사와 동사의 구분과 상당히 높은 정도로 상관을 맺고 있다. 명사는 대체로 대상
과 물체들을 가리키고, 동사는 대체로 행동이나 사건을 가리킨다. 그러나 모든 명사가 대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사건이나 행동을
지시하는 명사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는 명사-동사의 구분이 대상-사건의 구분과 혼동되지 말아야할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근래 쏟아져 나오고 있는 명사-동사의 이중해리에 대한 경험적 자료들과 그에 대한 해석들을 살펴보면,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중해리
의 본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쉽게 알아챌 수 있을 뿐 아니라, 합의를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을 예감하
게 된다. 실험 결과와 그 해석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자극의 종류와 자극을 제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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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된 변수들, 실험 패러다임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35 예컨대, 이중해리의 본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극으로 사용되는
단어의 길이, 빈도, 친숙성, 그리고 상상가능성(imageability)의 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지만, 어떤 연구들은 일부 변수들을, 다른
연구들은 또 다른 변수들만을 통제한 채로 진행되었다. 상당수의 연구들은 그림 명명 과제(picture naming task)를 사용했지만,
어떤 연구들은 어휘 결정 과제(lexical decision task) 혹은 의미 범주화 과제(semantic categorization task)를
사용했고, 다른 연구들은 주의깊은 청취 패러다임(attentively listening paradigm)을 사용했다. 따라서 실험 결과와 그
에 대한 해석은 각 요소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달려있다. 이 중 몇 가지 연구들을 검토해볼 텐데, 당연히 매우 선택적일 수밖
에 없을 것이다.
풀버뮐러는 명사와 동사의 이중해리가 의미론적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Pulvermuller, Mohr, and
Schleichert 1999) 그들이 행한 실험에서, 실험참여자들에게는 세 종류의 단어들이 주어졌다. 시각적 명사, 행동 명사, 행동
동사이다. 단어들의 길이와 빈도는 통제되었다. 실험참여자는 어휘 결정 과제를 수행했는데, 실험참여자에게 특정한 문자열을 제시
하면 그것이 실제 단어인지 아니면 가짜 단어인지를 결정하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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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에 의해서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즉, 시각화가능한 대상에 대한 언어처리와 행동이나 과정에 대한 언어처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 결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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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단어들과 그렇지 않은 단어들의
차이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대안적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실험이나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풀버뮐러의 실
험은 이중해리가 의미론적 성격을 가짐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결정적이지 않다.
타일러와 동료들의 PET 연구는 단어들을 정교하게 맞추어 통제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Tyler et al. 2001) 그들은
두 가지 실험을 수행했는데, 첫 번째 실험에서는, 실험참여자들이 네 가지 종류의 단어들을 가지고 어휘 결정 과제를 수행했다. 자
극으로 제시된 단어들은 상상하기 쉬운 명사, 상상하기 쉬운 동사, 상상하기 어려운 명사, 상상하기 어려운 동사로 이루어졌다. 두 번
째 실험에서는 실험참여자들은 의미론적 범주화 과제를 수행했는데, 제시된 세 가지의 단서 단어를 읽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시된
표적 단어가 단서 단어들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때 자극은 네 종류로 이루어졌는데, 빈도가 높은 명
사, 빈도가 높은 동사, 빈도가 낮은 명사, 그리고 빈도가 낮은 동사였고, 단어의 길이와 상상가능성 변수는 통제되었다. PET 실험
결과, 그들은 두 실험 모두에서 상이한 단어 종류들 간의 어떤 신빙성있는 차이도 발견하지 못했다. 즉, 명사와 동사는 유사한 활성
화 패턴을 보여주었으며, 구체적으로 말해 그들은 공통적으로 좌측 전두엽과 하부 측두엽을 활성화시켰다. 게다가, 상상가능성과 빈도가
미치는 영향도 찾지 못했다. 결국, 그들의 연구는 이전의 연구 결과들이 재연되지 않은 경우를 보고한 셈인데, 이는 이중해리가, 적어도
단어를 산출하는 과제에 있어서는, 의미론적 성격이 있더라고 강건하고 보편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타일러는 다른 논
문에서 이중해리가 명사와 동사 사이의 형태론적 차이에서 기인할 수도 있음을 제안한다.(Tyler et al. 2004)
새피로와 동료들은 명사 처리와 동사 처리가 두뇌의 다른 부위에 국소화되는 것은 상이한 통사적 범주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
다.(Shapiro et al. 2006) 그들의 fMRI 연구에서 특이한 점은 그림 명명 과제, 어휘 결정 과제와 같은 의미론적으로 기울어
진 과제가 아니라 통사적으로 기울어진 과제를 실험참여자들에게 제시했다는 점이다. 실험참여자는 짧은 구나 문장의 맥락에서
명사와 동사를 산출하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이때 단어의 형태학적 굴절까지 신경써야 했으며 따라서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통
사적 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첫 번째 실험에서 실험참여자들은 실제 명사와 동사 뿐 아니라 의미가 없는 사이비 단어
들로 산출하도록 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구체적인 명사와 구체적인 동사, 추상적인 명사와 추상적인 동사를 산출하도록 지시했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규칙적 굴절 어미를 가진 단어들과 불규칙적 굴절 어미를 가진 단어들이 자극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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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패러다임’은 쿤적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심리학에서 정형화된 실험방식의 패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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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에 따르면, 명사를 산출할 때 왼쪽 전측 방추회(anterior fusiform gyrus)가 활성화되는 반면, 동사의 경
우에는 좌측 전두 피질과 좌측 상두정소엽(superior parietal lobule) 영역의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피로 등은 그들의
실험 결과가 상이한 두뇌 영역이 명사와 동사를 처리할 때 관여할 뿐 아니라 명사와 동사가 “별개의 문법적 범주로
서”(p.1644) 처리됨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왜냐하면, 단어의 의미, 구체성과 추상성, 굴절의 규칙성과 상관없이 명사
와 동사가 상이한 두뇌 영역에서 처리된다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다. 만일 이 연구가 명사-동사의 이중해리가 순수하게 문법적임을
보여준 것이라면, 대상과 사건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가 신경학적 근거를 갖는다고 주장할 수 없다. 첸은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신경학적 증거를 액면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새피로 등의 연구는 명사-동사 분리가 문법적 특징으로 환원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은 아니다. 이 연구가 사용한 과제는 다양한 굴절 형태들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문법적 차이를 탐지하도록 의도된 것
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새피로의 연구는 이중해리가 전적으로 의미론의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의미론적 환원주의”에 대한
반례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향의 환원주의인 “통사론적 환원주의”를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즉,
명사-동사의 분리가 부분적으로는 문법적 부류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의미론적 차이에도 책임이 있음을 배
제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비글리오초와 동료들은 자신들의 PET 연구를 통해 단어의 의미와 내용이 이중해리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얻었다.(Vigliocco
et al. 2006) 그들은 앞선 연구에서 사용되지 않은 실험 패러다임을 사용했는데, 실험참여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지 않고
다만 주어진 단어를 주의 깊게 듣도록 했다. 네 종류의 자극이 실험참여자에게 주어졌는데, 운동 명사, 운동 동사, 감각 명사, 감각 동
사이다. 특이한 점은 모든 단어들이 어떤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사건/과정과 관련된 단어라는 점인데, 실험자들은 그렇게 함으로
써 의미론적 구분과 문법적 구분의 혼동을 피하고자 했다. 자극은 친숙성, 습득 연령, 상상가능성에 대해서 통제되었다. 실험 결과, 그
들은 명사와 동사 사이에는 어떤 유의한 차이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운동 단어들과 감각 단어들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했다.
운동 단어들이 감각 단어들보다 좌측 일차운동피질(primary motor cortex)을 더 활성화시킨 반면, 감각 단어들은 전방 좌측
하전두회(inferior frontal gyrus, BA47)과 전방 하측두회(inferior temporal gyrus)를 더 활성화시켰다.
이 실험의 과제가 앞선 연구들의 과제와는 다르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의 깊게 듣는 과제는 명시적으로 어떤 산출값을
내도록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요구되는 과업량(task demands)를 최소화한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비글리오초의 실험에서는 단어의
산출이 아니라 단어의 이해(comprehension)에만 관여하는 두뇌 활동을 조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 선택은 중요한 의미
를 갖는데, 대체로 동사 산출이 명사 산출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demanding) 때문이다. 대체로 대상을 명명하는 것이 행동
을 명명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다. 또한 동사와 관련된 손상이 명사와 관련된 손상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들이 보고되었
다. 명사와 동사 사이의 이러한 비대칭성은 동사 처리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Matzig et al.
2009). 예컨대, 동사는 굴절하거나 격변화를 하는 등, 앞서 나온 명사의 형태에 영향을 받는다. 비글리치오의 실험에서 흥미로운
것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운동 명사와 감각 명사, 운동 동사와 감각 동사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했다는 점이다. 따
라서 (사건과 관련되는) 명사와 동사를 단순히 ‘이해’하는 데 관여하는 두뇌 활동의 차이는 문법적 종류가 달라서 생기는 것이기 보
다는 의미론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다만, 명사와 동사를 ‘산출’하는 데 관여하는 두뇌 활동에 대해서는 훨
씬 더 많은 요인들이 개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신경학적 연구가 제시하는 증거들을 살펴보았다. 대상와 사건을 명명하는 과제를 부여한 손상 연구에서는 명사와 동
사 사이의 이중해리 현상을 보여주었고, 이런 현상은 상당히 강건해보인다. 그러나 이후의 뇌영상 연구 및 전기생리학적 연구들은 이
중해리 현상의 본성에 대해 일치되는 해석을 제시하지 못했다. 명사-동사 이중해리가 문법적 종류가 달라서인지 아니면 단어의 의
미가 달라서인지는 큰 논쟁거리이다. 이 점에서 첸은 이중해리가 존재론적 구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점에서 성급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조심스러운 검토 이후에도 우리는 약간의 증거를 발견했다. 이는 언어 산출 능력과 언어 이해 능력
을 구분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언어 산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미론적, 통사적, 형태론적 요소 등 총체적인 언어 능력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적어도 언어를 암묵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의미론적 차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의미론적으로 다른 언어 부류들은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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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뇌 영역에서 처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존재론적 구분이 신경학적 근거를 가진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3. 왜 과학적 개념의 존재론적 차이가 문제인가?
3.1 존재론적 범주의 유형학
우리는 존재론적 구분이 이론적 근거를 가질 뿐 아니라 언어학적 근거와 신경학적 근거를 갖는다는 점을 보았다. 대상과 사건은 상이한
두뇌 영역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고, 언어적 인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된 존재론적 구분은 다양
한 과학적 개념들과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니었다. 대상과 사건의 이분법은 주된 존재론적 구분이기는 하지만, 과학적 개념을 다루는
데 있어서 다소 거칠다. 더 세밀하게 보면, 대상은 여러 하위 범주들의 대상들로 나뉠 수 있고, 과정은 상태, 사건, 과정, 활동,
상호작용, 그리고 메커니즘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이 절에서 나는 과학적 개념의 존재론적 범주에 대한, 조금은 더 상세한 유형화를 시
도한다. 그러나 여기서 제안되는 유형학이 모든 종류의 과학적 개념들을 망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 유형학이 하나의
형이상학적 존재론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도 아님을 미리 말해두고자 한다. 여기서의 목표는 과학적 개념들이 표상하는 대표적인
존재론적 범주들을 포착해내고, 그 범주들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가 과학활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대상 개념은 과학철학 논의에서 초점이 되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자세히 논의할 필요는 없다. 특히, 자연종 명사는 과학적
개념과 개념적 변화를 논의하는 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왔다. 대상은 여러 가지 하위 범주들도 세분화될 수 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카일의 존재론적 나무에 따르면, 물리적 대상은 고체의 대상(solid objects)과 집합체(aggregates)로 나뉘고, 고체
는 생명체와 인공물로 나뉘며, 생명체는 동물과 식물로 나뉜다. 대상 범주의 이러한 위계적 구조는 우리의 일상적인 개념틀에 내포되
어있지만, 그것이 과학자들이 가정하고 있는 존재론적 나무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과학사가 보여주는 바는, 존재론적 나무와 그 가지
들이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변화가 많은 역사가들과 철학자들을 사로잡아 왔다. 대표적으로, 쿤은 “분류학적 전환”
을 과학혁명과 같은 개념적 변화에서 본질적인 부분으로 간주했다.(Kuhn 1991)
지금까지 과정 혹은 사건이라고 거칠게 불렀던 존재론적 범주는 상태, 사건, 과정, 활동, 상호작용 등의 하위범주들로 세분화될
수 있다. 상태(state)는 어떤 대상이나 계가 특정 시점에 있는 어떤 사정(status)이나 조건(condition)을 말한다. 여기
서 상태는 대상이 지니고 있는 속성들과는 구별될 수 있다. 예를 들며, “운동상태”, “전자기 마당”, “열평형”과 같은 개념들은 대상
도 아니고 대상의 속성도 아니며, (주어진 대상이나 계의) 상태로 간주될 수 있다. 상태 개념들은 항상 넓은 의미에서 과정에 속하
는 개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간적 길이(temporal duration)을 갖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시간 차원이 0의 값
을 가지며 그 차원의 축을 따라서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상태는 시간의 함수가 될 수 있는 후보이다. 넓은 의미
의 과정과 구분되는, 좁은 의미에서 “과정”은 시간에 따른 상태의 연속적인 변천 혹은 상태의 시간적 계열이다. 예를 들어, “궤도
(자리길)”, “파동” 등은 과정 개념이다. 이들은 시간의 함수로서 주어지며, 각 시점에서 특정한 위상 혹은 상태를 가진다. 만일 우리
가 어떤 과정에서 종결점이나 최종점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것은 좁은 의미에서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다. 예컨대, “키스”나
“해돋이”는 사건 개념들이고, 이들은 대개 직접 셀 수가 있다.(“나는 산 정상에서 해돋이를 세 번 보았다.”) 때로는 그것이 균질적
인지 이질적인지가 과정과 사건을 구별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과정은 그것의 하부과정들이 동일한 종류의 것이
라는 점에서 균질적이지만, 사건은 그것이 상이한 하부사건들로 나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질적이다.
일반적으로 과정은 연속적인 상태의 변화를 표상하기 때문에 과학 활동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지만, 이 중에서도 특별히 흥미로운
것들은 변화의 이유 혹은 인과 관계를 포함하는 존재론적 범주이다. 과정의 하위범주들로서, 활동(activities)과 상호작용
(interaction)은 그러한 범주들이다. 활동은 변화의 생산자(producer of change)이며 변화를 일으키는 동적 과정
(dynamic process of bringing about)이다.(Machamer et al. 2000; Tabery 2004) 예컨대, “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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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하다”, “결합하다”, “확산하다” 등은 활동 개념의 사례들이다. 활동 개념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혹은 어떻게 변화
를 야기하는 상호작용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유관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과정이 상태의 시간적 변천이
라면, 활동은 상태 변천의 동학이다. 상호작용 개념 역시 과학에서 많이 사용된다. 상호작용이란 한 대상이나 존재자의 속성 변
화로 시작하여, 다른 존재자의 속성 변화로 끝맺는 일종의 사건이다. 글래넌에 따르면, 상호작용은 “[메커니즘의] 한 부분의 속성의
변화가 다른 부분의 속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occasion)”로, 어떤 반사실적 상황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
다.(Glennan 2002, S344) 예컨대, 입자물리학에서 “약한 상호작용”이나 화학에서 “이온-쌍극자 상호작용” 등이 여기에
속한다.
“메커니즘(mechanism)”은 가장 발달되고 세련된 형태의 과학적 개념들을 포함하며, 또 하나의 존재론적 범주로 간주될
수 있다. 여기에는 “자연선택”, “카르노 순환”, “DNA 복제”, “생합성”, “탈분극” 등이 포함된다. 근래 메커니즘과 관련된 다
양한 철학적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고, 메커니즘을 특징짓는 몇 가지 중요한 방식들이 제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정식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Glennan 2002; Machamer et al. 2000; Woodward 2002) 대신,
나는 메커니즘 개념의 중요한 특징들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메커니즘은 대상들과 사건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계이다. 그것은 나름의
속성들을 갖는 존재자, 대상, 혹은 부분들을 포함하고, 처음 상태에서 나중 상태로 변화하며, 그런 변화는 활동들과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
난다. 둘째, 그래서 메커니즘은 대상과 사건의 특징들이 혼재된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내가 메커니즘을 별도의 존재론적 범주로 도입하고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대상은 존재하고, 사건은 일어나며, 메커니즘은 일으키고 산출한다(produce). 대상은 공
간적으로, 사건은 시간적이지만, 메커니즘은 시간적 차원과 공간적 차원을 모두 가지며, 양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메커니즘을 올바로 기
술할 수 없다. 대상과 달리, 메커니즘은 지속적으로 변화하지만, 일정한 공간 속에서 자리잡는다. 이런 혼재된 특성들은 메커니즘의 독
특한 면모를 드러내기에 충분하다.36
이제 단순한 대상-과정의 이분법을 넘어선 보다 상세한 존재론적 범주들에 이르렀다. 대상 개념은 하위의 범주들로 (위계적인
방식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사건/과정도 상태, 과정, 사건, 활동, 상호작용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나는 메커니즘 개념도 과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3.2 메타정보로서의 존재론적 범주
존재론적 차이가 과학적 개념에서 왜 문제가 되는지를 논의하기 전에, 한 개념의 존재론적 범주가 어떻게 표상되는지, 또 존재론적
으로 다른 범주들을 나누는 일반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이미 앞선 논의에서 나는 대상과 사건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논
의했고, 방금 전에는 보다 상세한 존재론적 구분들에 관한 논의했다. 그러나 존재론적 범주가 어떻게 메타정보로 표현되는지를 살펴봄으
로써 존재론적 구분의 일반적인 기준을 세우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새 개념, 우산 개념, 그리고 키스 개념을 예로 들어보자. 새, 우산, 키스는 상이한 존재론적 범주에 속한다. 새 개념은 존재론적 나
무에서 대상-고체-생물-동물이라는 가지에 속하고, 우산 개념은 대상-고체-인공물이라는 가지에 속하고, 키스 개념은 사건이라는 나무에
속한다. 각 개념의 존재론적 범주는 어떻게 표상되고, 새 개념, 우산 개념, 키스 개념이 존재론적으로 상이한 범주에 속한다는 것은 어
떻게 확인되는가? 새 개념이 가리키는 지시대상인 새들이 동물 범주, 더 나아가 대상 범주에 속한다는 것은 새에 대한 믿음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새 개념의 메타정보일 수 있는가?
카일(Keil 1979)의 서술가능성 나무와 존재론적 나무를 떠올려보자. 서술가능성 나무의 각 마디는 존재론적 나무의 각 마디에
대응한다. 예컨대, 서술가능성 나무에서 {아프다, 죽었다}가 표시된 마디는 존재론적 나무에서 생물 범주에 대응한다. 서술가능성 나
36

여기서 나는, 존재적(ontic) 관점에서, 메커니즘이 대상과 과정으로 환원되지 않는 독자적인 그 무엇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메
커니즘은 대상들과 과정들의 복합체이다. 메커니즘의 존재적 독자성은 훨씬 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며, 본 논문에서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메커니즘을 단순한 과정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는 것은 과학적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66

무의 마디가 언어적인 형태의 술어들의 집합으로 특징지어져 있긴 하지만, 이것은 지시대상의 여러 특징들을 부호화하는 정보들의 집합
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 정보체 중에서 특정한 존재론적 범주에 대응하는 특징들을 존재론적 특성들(ontological attributes)이
라고 부를 수 있다.(Chi et al. 1994) 예를 들어, 인공물 범주에 속하는 물 주전자를 생각해보자. 물 주전자는 반드시 주둥이가 있어
야 하고, 전형적으로 철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런 특징들은 물 주전자가 인공물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직접 알려주지는 않는다. 즉, 해
당 범주의 구성원들이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특징은 존재론적 특성이 아니다. 그 대신, 망가진다
(is broken)는 속성은 인공물 범주의 존재론적 특성이다. 인공물은 망가질 수 있지만, 다른 존재론적 범주에 속하는 것들은 그럴 수 없
다. 존재론적 나무의 다른 가지에 속한 범주는 가질 수 없고, 해당 가지에 속한 범주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특징들이 바로 존재론적
특성들이다. 그래서 치(Chi)는 어떤 존재자가 특정한 존재론적 범주에 속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소유할 수도 있는 특징을 그 존재자의 존
재론적 특성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한 개념에 속한 존재론적 특성들의 집합이 그 개념의 지시대상이 속하는 존재론적 범주를 나타낸
다. 존재론적 특성들이 개념을 이루는 정보복합체의 부분집합이라면, 그런 존재론적 특성들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 하는 것은 메타정보이
므로, 존재론적 특성들이 특정한 존재론적 범주에 관한 것이라는 정보는 개념의 메타정보, 보다 정확하게는 개념구성적 정보체 가운데
일부 정보들의 메타정보가 된다.
다시, 새, 우산, 키스 개념으로 돌아가보자. 새는 전형적으로 날아서 이동하고, 날개를 갖고, 부리를 갖고, 나무에 서식한다. 그러
나 이런 정보들만으로는 새의 존재론적 범주를 결정할 수 없다. 새 개념을 이루는 정보들 중에서 존재론적 특성들이 새가 대상-고체-생물
-동물이라는 존재론적 범주에 관한 것임을 말해준다. 대상 범주에 속함으로써 새는 무거울 수 있고, 노란색일 수 있다. 생물 범주에 속
함으로써, 그것은 아플 수 있고 죽을 수 있다. 동물 범주에 속함으로써, 그것은 졸리거나 배고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공물이 아니기 때
문에 망가질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우산 개념의 존재론적 특성들(예, 망가진다, 수리된다 등)은 우산이 인공물 범주에 속함을 말해준
다. 키스 개념은 5분 걸린다, 발생한다 등의 존재론적 특성들을 가지며, 이런 특성들은 키스가 사건 범주에 속한다는 말해준다.
나는 특정한 존재론적 특성들의 집합을 통해 존재론적 범주를 특징짓는 이러한 방식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이 방식에 문제가 없
지는 않다. 한 가지 문제는 존재론적 특성들이 어떤 존재자가 한 범주에 속함으로써 잠재적으로 가질 수도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그
런 특성들이 개념을 이루는 정보체에 포함되는지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예컨대, 어떤 존재자 X가 대상 범주에 속하면 그것은 노란
색일 수 있는데, X가 잠재적으로 가질 수도 있는 노란색이라는 특성은 X의 개념을 이루는 정보인지 불분명하다. 이런 약점을 치료하
기 위해, 특징 목록 모형 대신 특성-특성값(혹은 차원-값) 모형을 채택하면 도움이 된다. 존재자 X가 실제로는 빨간색이며 가볍다
고 하자. 특징 목록 모형에 따라 기술하자면, 대상 범주에 속하는 X는 빨갛고 가볍지만, 노란색일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다. 이
때, 노란색이라는 특정한 색만이 존재론적 특성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대상은 초록색일 수도 있고 보라색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
은 어떤 색이든 간에 특정한 색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특성-특성값 모형을 통해 잘 포착될 수 있다. X의 개념은
실제로는 [색: 빨강, 무게: 가벼움, …]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나 X의 색 특성은 노랑이라는 값을 가질 수도 있으며, X의 무게 특
성은 무거움이라는 값을 가질 수도 있다. 반면, 대상이 아닌 사건 범주에 속하는 것들은 색이나 무게라는 특성을 가지지 않고, 그래서
빨간색일 수 없고, 무거울 수도 없다.
이렇게 보면, 존재론적 특성들은 여러 특성값들을 가질 수 있는 특성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고, 어떤 존재론적 특성들을 갖는지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존재론적 범주가 결정될 수 있다. 1절에서 대상과 사건을 구분하는 여러 근거들은 이러한 틀에서 이해될 수 있
다. 그리고 존재론적 나무의 여러 가지들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3.3 존재론적 차이가 왜 중요한가?
존재론적 범주와 그들 간의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의 언어 행위나 인지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과학적 개념의 존
재론적 범주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67

첫째,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과학적 개념을 다루는 철학 문헌에서 발견되는 어떤 편향을 바로잡는데 기여할 수 있다. 과학
적 개념을 단순히 유형화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종과 같은 대상을 표상하는 것 외에도 다른 종류의 과학적 개념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는 점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다양한 존재론적 범주를 고려하는 것은 과학활동에 대한 보다 정밀한 서술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다.
둘째, 존재론적 범주는 메타정보로서 개념에 저장된 구체적 정보를 탐구하는데 지침을 제공한다. 예컨대, 한 개념이 대상을 표
상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어떤 물질이나 요소로 이루어졌는지, 그것의 공간적 기하학적 구조는 무엇인지 물을 수 있다. 만일 한 개념이
과정을 표상한다면, 우리는 주어진 시점의 한 상태가 어떻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개되는지, 상태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등을 물을 수 있다. 어떤 것이 메커니즘 개념이라면, 거기에 참여하는 대상과 그 속성, 상호작용 및 활동들이 무엇인지 명세할 필요
가 있다.
셋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개념적 변화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촉진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개념 변화는 개체발생
적 개념 변화와 계통발생적 개념 변화로 구분해볼 수 있다. 전자는 한 개인이 성인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교육을 통해 개념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이고, 후자는 과학사에서 한 과학이론의 개념틀이 다른 과학이론의 개념틀에 의해서 대체되는 것을 가리킨다.
나는 이를 과학 교육에서의 개념 변화(4절)과 과학사에서의 개념 변화(5절)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4. 과학 교육에서의 개념 변화

그림 13. 운동에 대한 문제들과 그에 대한 답변 유형 (McCloskey et al. 1980)

당신이 과학 수업에 참여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금속 공 하나가 화살표가 표시된 얇은 금속관의 한쪽
끝으로 들어가서, 빠른 속도로 관의 다른 쪽 끝에서 튀어나온다. 이때 금속 공이 관에서 나온 이후 금속 공의 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
려보는 것이 과제이다.
그림에서 왼쪽이 제시된 문제들이고, 오른쪽은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학부생으로 이루어진 50명의 실험참여자들이 내놓은 결과물이
다.(McCloskey et al. 1980)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실험참여자의 1/3 정도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중세 자연철학에서 유행하던 임페투스(impetus) 이론과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명문대 학생들 중에서 물체의 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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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대학에서 하나 이상의 물리학 수업을 수강했다는 학생들 중 14%
도 오답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이는 어떤 과학적 개념들은 매우 배우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학생들은 왜 과학적 개념들은 어렵게 느끼는가? 과학 교사들이나 교육학자들에게 잘 알려진 사실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받으러 오기 이전에 이미 어떤 과학적 주제들에 대해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학생들은 백지 상태에서가 아니라
세계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이해를 가지고 과학 수업에 참석한다. 이러한 학생들의 선개념(preconceptions)은 대개 현재의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부정확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종종 소박 이론(naive theories)이나 오개념(misconceptions)로 불
린다. 학생들의 선개념들은 상당히 강건해서(robust), 때로는 교사들이 제시해주는 증거와 충돌하는 경우에도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
하는 과학적 이론에 저항하기도 한다. 물론, 오개념의 정확한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과학 교육 분야에서도 논쟁거리이다. 특히,
오개념이 이론과 같은 정합적인 지식의 형태를 가지는지 아니면 분절화(“knowledge in pieces”)되어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
이 계속되고 있다.(McCloskey 1983; diSessa 1988; 1993) 그럼에도 어떤 과학적 개념들이 배우기 어렵다는 사실
과, 그 사실이 학생들의 오개념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오개념의 존재로 인한 설명은 부분적인 설명에 그친다. 왜냐면 어떤 과학적 개념은 오개념을 상대적으로 쉽게 극복하고
학생들에게 잘 수용되는 반면, 어떤 과학적 개념들은 다른 것들보다 더 배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떻게 오개념이 새로운
과학적 개념을 배우는데 방해가 되는지, 오개념의 어떠한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변할 필요가 생긴다. 최근
연구들은, 과학적 개념을 배우기가 어렵거나 쉬운 것은 그 개념의 존재론적 지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말하
자면, 학생들이 과학적 개념을 학습하면서 겪게되는 어려움은 학생의 선개념이 속한 존재론적 범주와 그에 대응하는 과학적 개념의
‘진짜’ 존재론적 범주 사이의 충돌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Chi 1992; Chi et al. 1994) 이것이 옳다면, 존재론적 범주는
과학적 개념 습득의 어려움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존재론적 범주의 충돌을 통한 설명은 다음의 단계들로 제시될 수 있다.
P1. 학생들은 교실에 들어오기 이전에도 과학적 주제에 대한 선개념을 가지고 있다.
P2. 어떤 경우, 선개념을 구성하는 일상적 개념들과 새로 배워야할 과학적 개념들이 존재론적으로 불일치한다.
P3. 한 개념을 하나의 존재론적 범주에서 그와 다른 존재론적 범주로 직접 변환하는 인지 과정은 없다. 존재론적 불일치 개념
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존재론적 전환을 동반한 개념적 변화가 요구된다.
P4. 학생들은 새로운 개념을 배울때 친숙한 학습 메커니즘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고, 언제 존재론적 전환이 필요한지 모르거나,
혹은 전환해야할 대안적인 범주 자체를 모를 수 있다.
C. 따라서 일상적 개념과 존재론적으로 다른 과학적 개념은 학습하기가 더욱 어렵다.
P1-4의 전제들로부터 결론이 연역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C라는 현상에 대해 좋은 설명을 제시한다. 물론, 좋은 설명이
되기 위해서는 제시된 전제들이 모두 타당해야 하므로, 전제들을 하나씩 검토해보자. 첫 번째 명제인 P1은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
오기 전에 자연세계나 사회세계에 대해 나름의 이론이나 선개념을 가진다는 것으로, 과학 교육과 발달심리학 분야에서 널리 알려
진 사실이다.(Carey 1986) 아이들의 선개념은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데, 생물 영역, 물리 영역, 심리 영역에 관해 아이들
이 가지고 있는 소박한 믿음들은 흔히 통속 생물학, 통속 물리학, 통속 심리학 등으로 불린다. 많은 인지과학자들이 이런 믿음들의 본성에
관한 탐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P1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란거리가 없다.
두 번째 명제 P2는 소박한 이론들에 포함된 일상적 개념들이 때로는 그에 대응하는 과학적 개념과 존재론적으로 상이하다는
것이다. 이 명제는 ‘모든’ 과학적 개념이 선행하는 일상적 개념과 존재론적으로 불일치함을 주장하지 않는다. 존재론적 불일치가 어
떤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바로 그런 경우에 학습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열(heat) 개념을 통해, 존재론적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를 예시해보자. 현대적인 관점에 따르면, 열은 온도가 높은 계에서 온도가 낮은 계로의 에너지 전이, 혹은 계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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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온도차로 인해 야기되는, 한 계에서 다른 계로의 자발적인 에너지 흐름이다.(Schroeder 1999) 간단히 말해, 열은 에너지
전이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학생들이나 물리학 초심자들은 열을 어떤 물질적 실체(material substances)로 다룬
다.(Reiner et al. 2000; Wiser and Amin 2001) 라이너 등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물체 도식(substance
schema)’를 사용해 물리적 문제들의 해결을 시도하는데, 이때 물체란 전형적으로 밀거나 당기는 것이 가능하고(pushable), 마
찰을 가지며(frictional), 어떤 것에 담겨질 수 있고(containable), 써버릴 수 있고(consumable), 정확한 위치를 가
지고(locational), 움직일 수 있고(transitional), 갑자기 사라지거나 나타나지 않고(stable), 표면적과 부피를 갖는 입자
적 성질을 지니며(corpuscular), 질량이나 무게 등 가법적인 특징을 갖고(additive), 관성력을 가지고(inertial), 중력에
민감하다(gravity sensitive). 학생들은 열 개념도 그러한 물체 도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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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소(caloric)
와 같이 어떤 독립적인 물질적 실체로 간주한다.(Reiner et al. 2000) 냉은 열의 부재로 이해되기 보다는 별개의 물질적 존재
자로 여겨진다. 그것은 정확한 위치를 가지고, 공간을 통해 이동하며, 다른 물체에 도달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어떤 곳에 축적되며 담겨
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해 말하자면, 학생들은 열에 대해 물질적 관점(materialistic conception of heat)을 가진
다. 아이들이 가진 힘, 전기, 빛 등에 대한 오개념 역시 물질적 존재자에 기반한 이해에서 비롯된다. 열 개념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일상적 개념과 새로이 배우게 되는 과학적 개념이 존재론적으로 불일치하는 인상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세 번째 명제는 한 개념이 존재론적 지위가 다른 어떤 개념으로 변화하는, 특별한 종류의 개념적 변화에 관련된 주장이다.
그런 개념적 변화는 개념을 구성하는 몇 가지 특징들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기, 혹은 일반화하거나 유비추론하기 등과 같은 친숙한 인지
적 메커니즘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존재론적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과학적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 체
계의 재조직화가 일어나야 하며, 결국에는 새로운 존재론적 나무를 그릴 수 있어야 한다.(Chi 1992) 그러나 왜 존재론적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 개념 학습이 어려운지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네 번째 명제는 학습자의 학습 전략과 존재론적 지식을 밝힘으로써, 왜 학생들이 존재론적 전환을 동반한 개념적 변화를 어렵
게 느끼는지를 설명해준다.(Chi and Hausmann 2003; Chi and Roscoe 2002) 학생들은 평소에 존재론적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따라서 언제 존재론적 전환이 필요한지 알기 어렵고,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더라도 전환해
야 할 범주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이들의 존재론적 지식은 점차 성장한다는 것을 상
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어린 학생의 경우 사건이나 과정 등의 존재론적 범주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알 수도 있음을 뜻
한다. 이것이 학습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이르면 성인과 유사한 존재론적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존재론적 범주를
가로지르는 재조직화를 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언제 해야하는지는 분명치 않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첫
째, 우리는 흔히 폭넓은 존재론적 관점에서 현상을 분류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성인에게도 존재론적 전환은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
니다. 어린 아이들이 고래가 물고기가 아니라 포유류임을 배우는 것은 사실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둘째, 친숙한 학습 과정과 물질
적 관점이 일상생활에서는 잘 작동한다. 이는 그에 대응하는 과학적 개념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열
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창문을 닫곤 한다.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제공하
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그러한 학습 메커니즘과 선개념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이유이다. 셋째, 존재론적 전환 자체가 손쉬운 일이
아니다. 한 개념이 속한 존재론적 범주가 변화할 때면, 그 개념은 대안적 범주의 대부분의 속성들을 승계해야하기(property
inheritance) 때문에, 존재론적 전환은 상당한 인지적 자원들을 요구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어려운 작업이다.
이제 네 명제(P1-P4)는 어떤 과학적 개념들, 즉 그에 대응하는 일상적 개념과 존재론적으로 불일치하는 과학적 개념들이
왜 배우기 어려운지를 설명해준다. 물론, 이것이 과학적 개념 학습에 대한 유일하고 완전한 설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
나, 존재론적 차이의 존재와 그것이 인지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존재론적 범주가 과학적 개념의 학습의 용이성
을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인자임을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과학 교육의 증거가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존
재론적 설명 방식은 예측이 입증됨으로써 추가적인 지지를 받는다. 첫째, 존재론적 설명은 존재론적으로 불일치하는 개념과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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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배우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배워야 할 개념이 선개념과 존재론적으로 불일치하면, 그러한 선
개념은 강건하고 지속적으로 저항하며, 나이에 무관하게 분포하고, 다양한 학생들 사이에서도 폭넓게 존재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두 개념이 양립가능하면, 반대의 패턴이 예측된다. 즉, 선개념은 강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쉽게 동화되며, 나이나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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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교육적 개입을 통해 입증되었다.(Slotta and Chi 2006) 슬로타가 수행한 한 실험에는, 대학수준에서 전기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대학생 24명이 참여하였다. 그 중 절반은 실험군에, 나머지는 대조군에 배정되었는데, 두 집단은 SAT 점수나
평균 학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험 방법은 사전시험(pretest)에서 수행한 과제를 (그와 동일한 과제인) 사후시
험(posttest)에서 수행했을 때, 두 집단 사이의 차이를 보는 것이다. 사전시험과 사후시험의 내용은 전기 회로에 대한 여러 문제
들을 풀고, 이를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험군에는 적절한 존재론을 학습하도록 했는데, 먼저 과정이라는 존재론적 범주의 일반적 특
징을 배운 후,37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체의 팽창과 유체의 확산에 대한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지에 대한 감각을 지
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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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게 한 후, 사후시험에서 전기 회로에 대한 동일한 문제
를 풀게 했다. 실험 결과, 대조군의 실험참여자들은 사전시험에 비해서 사후시험의 결과가 나아지지 않았으나, 실험군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시험결과가 나아졌다. 특히, 훈련시간 동안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사람일수록 사후시험에서 더
많이 향상되었다. 이는 존재론적 범주에 대한 교육이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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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은 그 범주의 존재론적 속성들은 물려받는다. 따라서 존재론적 범위의 부여는 어떤 특성들이 개념에 저장되는지를 규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5. 과학사에서의 개념 변화
5.1 혁명적 변화의 한 양식으로서 존재론적 전환
만일 존재론적 범주에 따라 개념구성적 정보가 달라진다면, 앞 절에서 본 것처럼 과학적 개념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
칠 뿐 아니라, 통시적인 개념적 변화, 즉 과학혁명과 같은 역사적 사건에서 발생하는 개념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쿤은
자신의 후기 철학에서, 과학혁명을 일종의 “분류학적 전환”으로 묘사했다. 이에 따르면, 정상과학과 과학혁명의 구분은 한 분야
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의 연결망을 재조직화하지 않고서 일어나는 과학적 변화와 그러한 재조직화를 동반하는 과학적 변화로서 재해
석된다. 혁명에 대한 이러한 재규정은 사실 아주 놀라운 것은 아닌데, 쿤에게 개념적 구조의 주된 역할은 사물들을 유사성 집합들로
묶어 분류하는 데 있고, 유사성에 기반한 개념 이론은 쿤의 철학 사상을 통해 성숙되어 왔기 때문이다.(천현득 2013;
Andersen 2001) 분류학적 전환은 과학사의 혁명적 일화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방식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분류
학적 전환은 존재론적 나무의 일부를 재배열하도록 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존재론적 전환의 특수한 경우로 볼 수
도 있다.
쿤의 분류학적 전환은 대상 개념들 사이의 분류 구조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제한된 형태의 존재론적 전환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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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을 이를 창발적 과정(emergent process)라고 불렀다. 창발적 과정이라는 범주는 일반적으로 네가지 특징을 갖는데, 1) 분명한 인
과적 설명을 갖지 않는 체계 전체적 특징을 지니며, 2) 구성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평형 상태를 찾아가며, 3) 동시적이고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하위 과정들의 결합된 효과로서 나타나며, 4) 시작도 끝도 없는 진행형의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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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8 문제는 그것이 유일한 개념의 존재론적 변화 양상이 아니고, 이런 점이 지금까지 간과되어왔다는 것이다. 하나의 존재론적
범주(예, 대상)에 속하는 개념이 다른 주요 존재론적 범주(예, 사건)에 속하도록 변화한다면, 그러한 개념적 변형은 존재론적 전환을
동반한 급진적인 개념적 변화로 이해될 수 있다.39 따라서 대상 개념에서 과정 개념으로의 변화처럼 주요 존재론적 범주를 가로지
르는 존재론적 전환은 개념적 변화의 한 가지 중요한 방식을 제시한다.
열의 본성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그러한 존재론적 전환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이다. 18세기 열에 대한 과학적 논의에서
칼로릭 이론(caloric theory of heat)은 지배적인 이론이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열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
리스토텔레스주의에서 열 현상은 4원소 중 하나인 불에 호소하여 이해되었고, 가열된다는 것은 불 위에 놓인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고대의 원자론적 입장에서도 열에 대한 관점도 크게 다르지 않아, 열이나 불은 무게를 가진 하나의 실체로서 간주되었다.(Votsis
2004, 132) 세부사항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과거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열을 일종의 물질 원소 혹은 입자로 간주했다. 칼로릭은 그러
한 열의 물질성을 공유하는 이론이었다. 열의 물질성은 새로운 생각이 아니었지만, 전기나 자기, 빛과 같은 것을 다루는 과학분야들이
성장하면서 칼로릭 이론이 발전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했다. 18세기 당시 과학자들은 전기나 자기를 무게 없는 입자들로 이루어진
유체로 간주했는데, 이와 유사하게 칼로릭 이론가들은 열의 물질인 칼로릭을 무게없는 유체(imponderable fluid)로 간주할 수
있었다. 칼로릭은 무게가 없어서 직접 관찰할 수 없지만, 온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었는데, 물체에 칼로릭을 더하면 전
형적으로 그 물체의 온도가 올라가고, 칼로릭을 줄이면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칼로릭 이론가는 화학혁명의 주인공인 라부
아지에였다. 그는 흔히 연소에 대한 플로지스톤 이론을 전복하고 산소 이론을 확립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물론 그 말에는 잘못된 것이 없
다. 그러나 라부아지에의 이론에서 플로지스톤이 하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산소이기보다는 바로 칼로
릭이었다. 그의 새로운 화학 체계 내에서 칼로릭은 다른 원소들과 함께 하나의 원소로 간주되었을 뿐 아니라, 연소를 포함한 모든 열
현상에 책임이 있는 원소였다.
그러나 열의 칼로릭 이론은 19세기에 열의 운동 이론(kinetic theory of heat)에 의해서 대체된다. 운동 이론에서는 칼로
릭과 같은 특수한 실체를 가정하지 않고, 열을 일종의 에너지로서 보통 입자들의 운동 상태에 의해서 나타나는 운동 에너지(kinetic
energy)로 간주한다. 열 현상, 특히 열 흐름은 칼로릭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의 에너지 전이로 이해된다.
칼로릭 이론에서 운동 이론으로의 변화는 쉽지 않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톰슨(럼퍼드 경)은 포신 마찰 실험을 통해 무한한 양
의 열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칼로릭 이론이 갖는 문제를 보였지만, 칼로릭 이론은 그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주도적인 열 이론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대안 이론으로서 열의 운동 이론이 정교한 형태로 발전하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였지만, 열을 둘러싼 존재
론적 전환이 새로운 개념화를 쉽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었다.
빛에 대한 입자설이 파동설에 의해 대체된, 19세기 초 광학혁명은 존재론적 전환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인상적인 사례를 제시
한다. 입자설과 파동설은 빛에 상이한 존재론적 지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입자설에서 파동설로의 변화는 단순한 형태의 믿음 갱신
이 아니라 개념 변화를 동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편광(polarization) 현상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두 이론의 존재론적 차
이는 두드러진다. 입자설에서 편광은 빛 입자라는 대상의 속성으로서 이해되었다. 빛 입자는 면(side), 즉 공간적으로 비대칭적인
모양새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되었는데, 광선에 있는 모든 입자들이 질서있게 배열되어서 한 방향을 향하는 경우에 편광이 나타난다
고 여겨졌다. 반면, 파동설에서 편광은 광선의 두 직각 요소들 사이의 위상차(phase difference)와 진폭 비율(ampl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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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첸(Chen 2010, 190)이 분류학적 전환을 존재론적 전환과 양립불가능한 것처럼 다루는 것은 다소 부당해 보인다. 첸은 쿤의
분류학적 전환이 전체론적 형태의 변화 양상을 띠며, 그래서 점진적으로 부분적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존재론적 변화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후기 쿤이 형태전환의 비유를 더 이상 고수하지 않기 때문에, 형태전환과 같은 전체론적 변화와 분류학적 전환은 별개로 다루어질 수 있다.
즉, 분류학적 전환이 반드시 전체론적으로 변화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첸이 그의 동료들인 앤더슨, 바커 등과 공저한 논문들과 책에서 등장하는 개념
적 변화도 많은 경우 분류학적 전환의 사례이며, 그들은 그것을 연속적이고 점진적인 세부과정들로 분해하여 분석한다.
39
이 경우, 이를 주요 존재론적 전환(major ontological shift)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의미의 혼동이 없는 경우 단순히 존재론적 전환으로 부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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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해된다. 입자의 면이라는 개념에서 위상차와 진폭 비율을 포함한 과정 개념으
로의 변화는 광학 혁명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존재론적 전환의 사례이며, 이는 입자론자였던 허셜이 왜 파동론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
을 겪었는지를 설명해준다.(Chen 2003) 존재론적 전환이 발생한다고 해서 합리적 이론비교의 가능성을 차단되는 것은 아닐지라
도, 친숙한 개념이 전혀 다른 존재론적 지위를 갖는 경우 연구자들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근대 천문학 혁명의 사례를 다음 절에서 조금 더 상세히 분석하려 한다. 천문학 혁명을 사례 연구로서 선택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천문학 혁명은 흔히 대표적인 과학혁명 및 개념 변화의 사례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러한
개념 변화를 존재론적 전환의 사례로 다룰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유익하다. 둘째, 천문학 혁명은 19세기 이후 전문화된 여러 과
학 영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수월하다. 접근성이 좋은 사례를 제공하는 것은 과학사에 기초해 철학적 작업을 하는 경우
하나의 미덕이 된다. 셋째, 천문학 혁명에 대한 잘 알려진 역사서술인 쿤의 역사서술은 그 자신의 과학철학적 관점과 깔끔하
게 들어맞지 않는다. 천문학 혁명을 (존재론적 전환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세련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쿤이 처한 상황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5.2 천문학 혁명과 존재론적 전환
이 절의 사례 연구를 통해 보이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천문학 혁명은 존재론적 전환을 동반한 급격한 과학적 변화
로 잘 이해될 수 있다. 둘째, 그렇게 함으로써 천문학 혁명에 대한 논의에서 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먼저, 나는 천문
학 혁명에 대한 토마스 쿤 자신의 해석을 간략히 설명하고, 왜 그 사례가 쿤의 과학철학에서 하나의 문젯거리로 남게 되었는지를
보인다. 천문학 혁명에 대한 근래의 역사적 연구들을 재구성함으로써 우리 논의와 관련된 핵심 내용들을 간추려내고, 이것이 나의 주
장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보이겠다.
5.2.1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대한 쿤의 해석
천문학 혁명의 파급력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지만, 우주의 과학에 국한해보더라도 서구인들의 우주관을 크게 바꾸어놓았다. 우주의 구조와
크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천상계와 지상계의 구분이 사라졌으며, 행성의 운동이 등속원운동이 아니라 태양의 힘에 의한 부등속
타원운동으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모든 변화가 코페르니쿠스 한 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흔
히 코페르니쿠스가 본질적인 기여를 했으며 이후의 코페르니쿠스 추종자들은 부차적인 역할만을 수행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천문학 혁명을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 부르는 데서 잘 드러난다. 예컨대, 티코 브라헤는 정밀한 관측을 통해 코페르니쿠스주의에 기여한
바가 있지만, 태양중심설을 반대하고 일종의 타협안으로서 그 자신의 독특한 우주 구조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반동적인 인물이고, 케플
러는 운 좋게 손에 넣은 티코의 정밀한 관측자료를 통해서, 행성의 궤도가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임을 밝혀냈다는 식이다. 반면,
『코페르니쿠스 혁명(The Copernican Revolution)』(1957)에서 쿤은 이 같은 통념을 뒤집고 천문학 혁명과 코페르니쿠
스에 대한 수정주의적 해석을 제시했다. 우선, 그는 천문학 혁명이 코페르니쿠스에서 시작되었지만 뉴턴에 와서야 완성된, 150여
년 동안 진행된 지난한 과정이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코페르니쿠스에 대한 쿤의 재평가인데, 코페르니쿠스의 천문
학적 작업은 혁신적인 면모와 보수적인 면모를 모두 지녔으며, 따라서 혁명적(revolutionary)이기보다는 혁명을 촉발한
(revolution-making) 것이었음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하자면, 코페르니쿠스는 마지막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자이자, 동시에 최초
의 근대적 천문학자였던 셈이다.40
40

코페르니쿠스의 보수성은 여러 부분에서 발견된다. 그는 고대 천문학에서부터 가정되어온 원운동에서 자유롭지 않았고, 원운동을 끝까지 고집했다. 그러
나 원운동만으로는 행성 궤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고, 그가 비판하던 기존 체계와 마찬가지로 주전원이나 이심원 등 복잡한 수학적 장치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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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페르니쿠스 체계가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면 어떻게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쿤 자신이 지적했듯이, 코페르니쿠
스 사후 50년 동안 코페르니쿠스주의 옹호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태양중심설은 기존 체계보다 더 단순했다고 보기 어려웠고, 지구를 우주의
변방으로 옮겨놓음으로써 발생하는 수많은 지상계 역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그것이 예측하던 별의 연주시차는 당대 최고의 관
측자료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당대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나머지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돈다는 티코 브
라헤의 절충안이 폭넓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 체계는 케플러, 갈릴레오, 뉴턴 등 소수의 헌신된 코페르니쿠스주의자들을 끌어
들일 수 있었고, 이들의 천문학적, 역학적 연구는 결국 경쟁자를 물리치고 코페르니쿠스주의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런데 천문학 혁명에 대한 쿤의 재해석은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제시된 그 자신의 과학 발달의 일반적인 도식과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구조』에서 제시된 도식은 정상과학-위기-혁명-정상과학의 단계로 볼 수 있다.
한 정상과학 전통에서 해결되지 않는 변칙사례들로 인해 위기가 발생하며, 경쟁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위기가 심화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위기를 발생시킨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여 기존 패러다임을 대체하면, 혁명은 종결된다. 그러면
두 가지 물음이 제기된다. 행성천문학 분야에서 왜 또는 어떻게 위기가 도래했는가? 또한, 급진적인 단절을 가져온 혁명적 변화는
어디에 있었는가?
먼저, 위기에 대한 물음을 보자. 전형적으로 위기는 점증하는 변칙사례들로부터 발생한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 이전의 천문학에서
어떤 심각한 경험적 불일치가 존재했는지 집어내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구조』에서 쿤은 천문학 혁명을 경험적 변칙사례 없
이 위기를 맞이한 예외적인 경우로 묘사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과학혁명의 사례가 전형적인 발달 양식을 따라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쿤에게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는 혁명의 에피소드가 그 자
신의 과학 발달 패턴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한 패턴의 일반성을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할 것이다. 둘째, 천문학 혁명이 경험적
변칙 없이 위기를 맞은 예외적인 경우라면, 경험적 변칙이 아닌 무엇이 위기를 가져왔는지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41
위기에 대한 물음을 제쳐두면, 혁명적인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하는 문제가 남는다.42 물론 쿤 자신이 강조했듯이 과학
혁명은 한 순간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일종의 과정이지만, 그 과정의 정점을 찾아내 그것을 특징지
어볼 수 있다. “과학혁명이란 무엇인가”(1981)에서 쿤은 혁명적 변화를 전체론적 변화, 의미 변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유사성
양식의 변화로서 특징짓는다. 그래서 과학혁명은 “과학적 기술과 일반화의 전제조건인 분류 범주들의 변화”를 뜻하며, 이러한 변화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코페르니쿠스 체계는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만큼이나 복잡한 체계가 되었다. 또한 그는 수정 천구의 개념도 여전히 고수
하고 있었다. 즉, 행성은 자유로이 공간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천구라는 구껍질에 붙박여서 움직이는 존재였다. 그런데 만일 지구가 천구가 붙박여
서 움직인다면 지구 자전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고, 코페르니쿠스는 지구 자전축의 운동이라는 제 3의 운동을 별도로 가정하기에 이른다. 즉, 지구는
자전, 공전, 그리고 제 3의 운동이라는 세 가지 운동을 한다고 가정된 것이다.
41
이에 대한 쿤의 설명은 심각한 경험적 문제들이 위기를 초래했다기보다는, 미해결 문제에 오랫동안 매달렸음에도 진전이 없었고, 또한 보다 나
은 이론을 얻어야 하는 실용적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의 서문에서, 코페르니쿠스는 당대 천
문학자들이 제안한 우주 체계의 모형들이 복잡해져 가기만 할 뿐 매우 비일관적이어서 천체 현상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
결과물은 괴물과 같다고 썼다.(Kuhn 1970, pp.68-69, p.83) 쿤은 16세기 초, 점점 더 많은 유럽의 주요 천문학자들이 그러한 상황 인
식, 즉 기존의 천문학 패러다임이 문제해결에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같은 책, 69) 이러한 위기 인식은
새로운 체계를 탐구하는 전제조건이었다. 달리 말하면, 프톨레마이오스 이래로 천문학자들이 줄곧 매달려 왔지만, 정량적인 불일치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한 채 복잡성과 비일관성만 증대시킨 것이 위기의 한 가지 원천이었다.(같은 책, 82) 또 다른 위기의 원인은
달력 개정이나 점성술과 같은 과학 외적 요인들이었다.(같은 책, 75) 이러한 쿤의 설명은 두 가지 점에서 불만족스럽다. 첫째, 당시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위기 의식이 팽배했다는 쿤의 주장은 문헌 근거를 찾기 어렵다.(Gingerich 1975; Goldstein 1991) 둘째, 만일 코페르니쿠스
한 사람의 위기 의식에서 혁명이 촉발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쿤의 정상과학론과 어긋나 보인다. 코페르니쿠스가 불만을 품었던 상황은 프톨레마
이오스 천문학자들의 일상적인 과제였기 때문이다.
42
쿤의 철학에서 과학혁명이란 무엇인지 하는 다소 까다로운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지만, 여기서는 그가 후기에 정리한 혁명적 변화의 개념
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그것이 이미 전기 철학에도 일정부분 암시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공약불가능성 개념의 발달 과정
에 대해서는 Hoyningen-Huene (1993), Sankey (1993), 천현득(2013)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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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주화와 관련된 기준의 조정일 뿐 아니라, 주어진 대상과 상황들이 기존 범주들로 분류되는 방식의 조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
체론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Kuhn 1981, 25) 따라서, 쿤의 후기 사상에서 과학혁명은 패러다임 변동보다는 분류학적 전환
(taxonomic shift)으로 특징지어진다.(Kuhn 1991/2000; 1993)43
의미 변화와 분류학적 전환을 혁명의 지표로 볼 때, 우주 구조의 변화 및 행성 개념의 변화는 혁명적 변화를 상징한다. 쿤에
따르면, 코페르니쿠스주의자들은 ‘행성’의 의미를 바꿈으로써, 이전에 천체를 보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
다.(Kuhn 1970, 128-129) 쿤은 ‘행성’의 의미 뿐 아니라 ‘지구’의 의미도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지구가 움직인다는 주장을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단지 고집을 부렸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틀린 것도 아니고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다. 그들에게 ‘지구’의 의미는 고정된 위치를 포함하고 있
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들의 지구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코페르니쿠스의 혁신은 단순히 지구를 움직
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물리학과 천문학의 문제들을 고찰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었고, 필연적으로 ‘지구’와
‘움직임’의 의미 모두를 변화시킨 것이었다. 그러한 변화 없이는 움직이는 지구라는 개념은 미친 소리였
다.”(Kuhn 1970, 149-150)
이러한 의미 변화는 궁극적으로 유사성 관계의 변화에 뿌리를 둔 것이다. 쿤에 따르면, “모든 혁명의 한 가지 핵심적인 측면은
유사성 관계의 일부가 변한다는 것이다 [...] 코페르니쿠스 이전과 이후의 태양, 달, 화성, 그리고 지구를 생각해보라.”(Kuhn
1970, postscript, p.200) 혁명적 변화가 결국 분류학적 전환에 달려있다면, 지구를 우주의 중심으로 간주하고 태양, 화성,
금성, 달을 유사한 것(즉, ‘행성’)으로 간주하던 우주 체계에서,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며, 달은 지구의 위성이고, 지구와 화성, 금성을
행성으로 분류하는 체계로 변화한 것이 천문학 혁명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 그렇다면 코페르니쿠스야 말로 진정한 혁명가였다고 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에는 문제가 있다. 첫째, 천체 분류구조의 변화가 진정으로 혁명적인 단절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코페르니쿠스주의자들의 작업은 단지 그런 혁명적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봉사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천문학 혁명에 대한 쿤
자신의 역사서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쿤의 역사와 쿤의 철학이 충돌할 소지가 생긴다. 둘째, 쿤이 언급한 것처럼 천문학 혁명이란
“물리학과 천문학의 문제들을 고찰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가져다 준 것이었다면 (그리고 나는 이 점에 동의하는데), 의미 변화
와 분류학적 전환은 천문학 혁명의 실제 내용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이후의 천문학 및 물리학 연구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 부분적인
이해만을 제공하게 된다. 다음 절에서 나는 천문학 혁명을 재구성함으로써, 그 과정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쿤이
남겨놓은 두 가지 철학적 문제 - 변칙과 위기, 그리고 혁명 - 에 대한 대안적인 답변을 제시하겠다.
5.2.2 천문학 혁명과 존재론적 전환
이 절에서 나는 분류학적 전환이 커다란 변화였음에 틀림없지만, 케플러 전후에 발생한 존재론적 전환이 천문학 혁명에서 주목할
만한 국면이었음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쿤이 처한 어려움은 천문학 혁명이 존재론적 전환을 동반한 급격한 과학적 변화였음을 인식
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보다 상세한 역사적 서술은 부록에 있는 "천문학 혁명의 역사적-인지적 재구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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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생각이 <구조>에서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미 <구조>에도 과학혁명을 논의하는 많은 대목들에서 의미 변화와
관련된 공약불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후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유사성 관계 및 분류 체계의 변화라는 설명방식이 등장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구조>의 초판에서는 의미 변화와 유사성 관계의 변화 사이의 연결이 분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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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케플러의 존재론적 전환
고대 천문학에서 천구는 행성 운동의 물리적 근거였다. 코페르니쿠스도 천구를 고수했으며, 티코 브라헤는 고체 천구가 아닌 유체 천구라는 수
정된 존재론을 옹호하면서도 천구를 포기하지 않았다. 천구를 천문학에서 제거한 첫 번째 인물은 케플러였고, 그는 천구(orb)를 궤도
(orbit)로 대체했다. <새로운 천문학>에서 케플러는 1580년부터 1596년까지 화성의 위치와 거리를 연속적인 경로(path,
via)로 표현했다. 천구를 제거해버린 케플러는 행성들의 연속적인 경로에 대해 최소한의 물리적-우주론적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
지만, 케플러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 행성들이 물리적 원인에 근거한 운동을 하고, 그 결과 행성들이 각자의 궤
도(orbit)를 따라 돈다고 주장했다. 케플러의 궤도 개념은 존재론적 전환의 중요한 징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대로부터 내
려온 천구의 개념은 대상 개념이다. 천구이라는 대상과 그것의 속성들이 천체 현상의 가능한 근거를 제공했다. 하지만 궤도 개념은
대상이 아니라 과정 개념이다. 그것은 행성의 위치와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시간의 연속적인 함수로 표현된 것이다. 물론, 케플러가
지구중심설 하에서 그려낸 연속적 경로인 ‘프레첼’도 일종의 과정이다. 따라서 케플러가 일으킨 변화를 대상 개념에서 과정 개념
으로의 변화라고 단순히 특징지을 수는 없다.(cf. Chen 2010) 궤도의 특징은 그것이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설명된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궤도는 단순한 과정 개념이 아니라 인과적 메커니즘에 의해 뒷받침되는 과정 개념이다. 이러한 존재론적 전환이
야 말로, 천문학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였다.
(2) 천문학의 정체성
쿤은 코페르니쿠스의 혁신이 개념적 변화를 함축하는 “물리학과 천문학의 문제들을 고찰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근
대 천문학의 정체성에 가장 큰 변형을 가져온 인물은 코페르니쿠스보다는 케플러였다. 코페르니쿠스가 천문학 혁명을 시작한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그가 일으킨 분류학적 전환 없이는 천문학 혁명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대 천문학자들에게 코페르니쿠스는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를 전복한 파괴자가 아니라 두 번째 프톨레마이오스로 간주되었으며,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영향 하에서 코페르니쿠스도 자신의 작업
을 전통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간주했다.(Dear 2001/2011, 70-71) 그는 천문학적 설명이 물리적 제약을 만족해야 한다
고 보았지만44, 모든 천문 현상이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코페르니쿠스 개혁의 직접적인 동기는
물리적 실재론이 아니라 기존 천문학 이론들의 불필요한 복잡성과 부조화(“괴물”)였다. 따라서 코페르니쿠스의 작업은 천문학자들 사이
에서 격렬한 저항을 불어오지도 않았으며, 그것이 기존의 천문학이나 우주론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도 않았다.
이와는 달리, 케플러는 물리적 원인에 의한 설명만이 진정한 설명이라는 관점을 견지했다. 그의 물리적 천문학은 갈릴레오나
데카르트에 의해 무시되었을 뿐 아니라, 코페르니쿠스주의자인 그의 스승 메스틀린의 지지도 끌어내지 못했다. 특히, 메스틀린은 천문학적
현상이 천문학적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물리적 원인은 모두 제거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기하학과 산술이 아닌 물리적 추측은 오
히려 독자를 혼동스럽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Goldstein and Hon 2005, 102-103) 케플러는 기존 천문학의 방법과는
다른 기법을 통해 물리적 근거를 갖는 타원 궤도를 이끌어 냈고, 수리 행성천문학과 자연철학적 우주론의 조화를 추구했다. 이 두 가지 요
소, 즉 엄밀한 천문학적 방법과 새로운 천문학의 정체성이야 말로, 천문학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기여이며, 근대 천문학의 성격을 특
징짓는다.(Applebaum 1996) 케플러의 천문학에서 궤도 개념의 등장을 포함해 존재론적 전환이 일어난 것은 단지 우연이 아
니었다. 케플러의 천문학이 과거와 단절하는 지점을 개념적 차원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천구에서 궤도로의 변화였던
셈이다.45

44

당대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코페르니쿠스의 가장 큰 기여로 생각되었던 것은 등각속도점(equant point)를 제거한 것이었다. 프톨레마이오스 천
문학에서 행성의 운동은 이심을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면서 등각속도점을 중심으로 등각속도 운동을 했다. 이는 자연철학적 근거를 갖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
45
케플러의 저술과 그의 세 법칙은 즉각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다. 1627년 Rudolphine Table의 등장 이후 그것의 예측적 성공에 힘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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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기의 소재
이상의 논의들은 천문학 혁명의 지적인 단절을 케플러 전후에 위치시키기 위한 좋은 이유를 제공할 뿐 아니라, 천문학 혁명의 변칙과
위기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가능케 해준다. 쿤은 코페르니쿠스를 인용하여 당시 천문학의 위기를 시사한 바 있다. 코페르니쿠스에 따르
면, “태양과 달, 그리고 다섯 행성들의 운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동일한 원리나 가설도 사용하지 않고, 겉보기 운동과 회전
에 대한 동일한 증명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단지 동심원 모형만을 사용하고, 다른 이들은 이심과 주전원을 사용한
다”.(Kuhn 1952, 138에서 재인용) 그러나 코페르니쿠스 이전에 천문학에 위기가 있었다는 좋은 증거는 없다. 쿤은 코페르니쿠스
의 불만을 프톨레마이오스 전통의 다양한 모형들이 갖는 복잡성과 비일관성에서 찾고, 이것을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대안
적인, 그리고 더 그럴듯한 독법은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과 아베로에스주의의 차별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즉, 아베로에스주의는 아리스토텔
레스를 따라 물리학에 기반한 체계를 제안하지만 현상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반대로 프톨레마이오스주의는 현상을 잘 예측하지만
등속원운동이라는 원리를 위배한다는 것이다. 수리 행성천문학과 자연철학으로서의 우주론이라는 이분법이 강건하던 시절, 물리적 제약
을 어느 정도는 만족하는 행성천문학을 추구했던 코페르니쿠스가 그러한 불만을 가졌다는 것은 이해할만한 일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프톨
레마이오스 천문학 전통 안에서 어떤 변칙과 위기가 있었음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일단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1543)가 출판된 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46 저마다 추구하는 양상은 달랐지만,
수리 천문학과 자연철학의 경계를 흐려놓게 된 다양한 시도들이 행해졌기 때문이다. 티코 브라헤의 1577년 혜성 관측은 기존 천문
학-우주론에 변칙사례로 등장했다. 수정천구를 관통하는 천상계의 움직임은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우주론에서 전제
하던 존재론으로 포섭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티코는 수정된 존재론을 제안하는 것으로 자신의 천체 모형이 물리학과 충돌할 소지를 줄였
지만, 행성 운동의 원인을 밝혀야 할 새로운 문제를 떠안게 되었다. 태양중심설 하에서 천구의 배치 원리를 고려하던 케플러는 천구
들 사이의 간격을 발견했는데, 이런 개념적 문제는 그가 다면체 모형을 제안하는 동기로 작용했다. 이후, 티코의 정밀 자료를 가지고
화성 궤도를 정확하게 그리고 물리적으로 근거있게 예측하려 했던 케플러의 시도는 <새로운 천문학>을 낳게 되었다. 따라서 만일 위
기라고 할 만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에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케플러의 법칙들이 이후 세대에 받아들
여지기 전까지 코페르니쿠스 모형과 티코 모형, 그리고 케플러 모형이 서로 경쟁했던 상황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수리 행성천문학
내부만을 고려하면, 천문학 혁명은 경험적 변칙 없이 외적 요인에 의해 위기가 심화된 경우로 간주된다. 그러나 천문학과 자연철
학의 선명한 경계가 흐려지고 있던 상황에서, 다양한 경험적, 개념적 문제들이 발생했으며 이를 포용하기 위한 이론적 진전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천체 모형들이 경쟁하는 일종의 위기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기는 수리 행성천문
학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과학들”이라는 더 넓은 관점에서 올바로 이해될 수 있다.
이제 정리해보자. 나는 천문학 혁명의 사례 분석을 통해, 케플러를 전후하여 가장 심대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것이 천구
(orb)에서 궤도(orbit)로의 존재론적 전환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47 나는 그러한 존재론적 전환이 단지 "혁명적인" 단

수용되기 시작했지만, 자연철학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부등속 타원운동에 대한 (자기적 힘에 유비한) 설명도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런 점
에서 뉴턴은 케플러의 이상을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구현한 인물로 간주될 수 있다.
46
코페르니쿠스의 저서 이름이 "천구"의 회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47
내가 주장하지 않는 바를 언급하는 것이 주장을 명료하게 드러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천문학 혁명을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아니라 케플러
혁명이라고 불러야 한다거나, 케플러가 가장 혁명적인 인물이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천문학 혁명은 분명히 코페르니쿠스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말
할 수 있으며, 혁명이 완성되기까지 혁명적인 성과를 냈던 인물들은 케플러 혼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케플러는 가장 심원한 개념적 단절을 이
루어낸 천문학자였으며, 이는 존재론적 전환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이다. 둘째, 나는 존재론적 전환이 혁명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는 마
치, 공약불가능성이 혁명의 원인이 아닌 것과 같다. 그렇지만 쿤의 분류학적 전환은 혁명의 과정에서 가장 극적인 단면을 보여주며, 그로 인해 이
전 이론과 이후 이론 사이의 종사자들이 마주하게 되는 난점들을 지적한다. 분류학적 전환 이후로, 서로 다른 이론의 옹호자들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
며, 이론을 평가하는 방식도 그러한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의 이론 평가와 다르게 된다. 마찬가지로, 존재론적 전환은 혁명의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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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을 보여준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혁명적인지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케플러의 이론이 왜 그렇게 더디게
수용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48

6. 요약
존재론적 범주는 과학적 개념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메타정보이다. 이 장에서 나는 대상과 사건-과정이라는 주된 존재론적 구분의
이론적, 경험적 근거들을 제시하고, 그러한 구분이 인간 인지 과정에서 실제로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그리고 이를 과학적 개념에 적
용할 수 있는 조금 더 세밀한 존재론적 구분을 제안했다. 존재론적 범주를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발달과정과 과학사
에서 개념적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천문학 혁명을 존재론적 전환을 포함한 급진적 개념적 변화로 이해
할 때, 존재론적 범주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가장 극적인 단면을 보여주며, 일단 전환이 발생하면 연구자들에게 인지적 장애물로 등장한다. 따라서 분류학적 전환처럼 (혹은 분류학적 전환보
다 더) 존재론적 변화는 어떠한 변화를 혁명적이게 만드는 것이며 혁명을 구성하는 것이지만, 혁명의 원인은 아니다.
48
케플러 이후에 타원형 궤도와 부등속 운동의 수용에 대한 역사적 고찰로는 Applebaum (1996)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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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천문학 혁명에 대한 역사적-인지적 재구성
여기서 본문의 논의를 돕기 위해, 천문학 혁명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다룬다. 물론, 천문학 혁명의 묘사는 당연히 매우 간략하고 선택
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아래의 재구성된 역사에 대해 독창성을 주장할 것이 별로 없다. 그러나 최근의 역사적 성취에 대
한 나 자신의 이해와 해석을 덧붙여, 우리의 논의와 관련된 부분들을 강조할 것이다.
천문학 혁명을 이해하려면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하던 당대의 천문학을 언급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15세기 프톨레마이오스 천문
학은 포이어바흐(Georg Peuerbach)의 교과서(Theoricae Novae Planetarum)를 통해 널리 유통되었다.(Dear
2011, 47)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은 천문학적 원인과 가설들을 통해 천체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때 ‘천문학적’
이란 물리적 가설이나 원인이 아니라, 기하학적이거나 수학적인 가설 혹은 모형을 뜻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다양한 행성의 운동
을 설명하기 위해, 이심, 편심, 대심, 주전원 등의 수학적 모형 등이 사용되었다. 물론 우주론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었
다.49 천상계는 지상계와는 달리, 제5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원소의 상대적 밀도 차이로 인해 천문 현상이 발생한다고 믿
었다. 말하자면, 행성이나 별은 제5원소가 고도로 집적된 것이었다. 행성의 운동에 대한 물리적, 우주론적 토대는 천구(orb)를 통
해 제시되었다. 양파 껍질 혹은 러시안 인형과 같은 천구들을 통해 어떻게 천체가 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성적인 설명
(“how possibly explanation”)이 제시되었다. 예컨대, 어떤 행성이 운동할 수 있는 것은 그 행성이 붙박여 있는 천구가
존재하고, 그 천구가 회전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더 구체적인 설명은 우주론과 자연철학의 영역에 맡겨졌다.) 즉, 천구는
행성 운동의 기하학적-물리적 원인이었다. 문제는 천구의 두께와 우주 공간 속에서의 상대적 위치 문제였다. 우선, 각 천구의 두께는
각 행성이 지구와 떨어진 최단 거리와 최장 거리를 통해서 결정되었다. 그 다음, 천구들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프톨레마이오스의
배치 원리(nesting principle)는 한 행성의 최대 거리가 그 다음 행성의 최소 거리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원리에
따라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그리고 별들이 배치되었다.
그러나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은 아베로에스주의자(Averrroist)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Barker 2002, 210) 우주론
이나 존재론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자들과 다르지 않았으나,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엄격히 독해함으로써, 천체 현상이 물리적 원
인에 의해서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심원이나 주전원, 주전원을 나르는 대원(deferent) 등은 그들이 보기에 물리적인 근거
가 없는 것이었고, 따라서 그것들의 존재는 부정되었다. 아베로에스주의자들에게 물리적 제약을 만족하는 유일하게 가능한 대안은 지
구를 중심으로 하는 원운동 밖에는 없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동심원 모형(homocentric models) 만으로는 프톨
레마이오스 천문학과 같은 예측을 할 수 없었고, 이는 아베로에스주의자들에게 불편한 상황을 초래했다.
코페르니쿠스는 수리 행성천문학에 대한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의 비판을 인식하고 있었고(Barker 1999), 물리적 제약을 만족하
면서도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만큼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천문학을 야심차게 추구했다.(Barker 2002; Donahue 2006)
그는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에서 가정된 등각속도점(equant point)이 아리스토텔레스 물리학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고, 따라서 그
것을 거부했다. 이는 천문학이 물리적 원인에 근거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코페르니쿠스 나름의 응답이었다. 사실 등각속도점은 프톨레마
이오스 천문학에서 등속원운동의 조합으로 천문 현상을 정밀하게 예측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학적 장치였다. 행성은 이심
(eccentric)을 중심으로 원 운동을 하지만, 등각속도점을 중심으로 등각속도 운동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심을 가운데 놓고 등각속도점
의 반대편에 놓인 지구의 관찰자의 입장에서 행성의 위치를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그것은 “등속 원운동”이라는 이상을 고수한
것이기는 하지만, 원운동의 중심과 등속도운동의 중심을 분리하는 대가를 치른 것이었다. 그러한 모형이 제안되고 오랫동안 받아들여졌던
것은 천문학의 이상이 물리학적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 운동의 중심과 등속도 운동의 중심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코페르니쿠스는 등각속도점과 같은 것의 존재를 거부했고, 이는 그가 새로운 우주 구조를 제
49

여기에서 천문학과 우주론의 구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주의 학문 체계에서 천문학은 자연의 한 가지 측면만을 다루는 수학(혼합수
학)으로 분류된 반면, 우주론은 진정한 원인을 다루는 철학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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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코페르니쿠스는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의 정밀한 예측을 보존하고자 했다. 등각속도점 없는 태양중
심 모형의 예측은 기존의 예측과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그 차이는 무시할 만 했고, 등각속도점을 제거한 것은 유럽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큰 기여로 인정받았다.(Gingerich 2004, 55; Rabin 2010) 코페르니쿠스는 한때 티코의 모형과 유사한 모형을 생각한 적
이 있었지만, 결국 태양중심설로 돌아왔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절충안이 천구의 본성에 대한 통상적 관점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
었다.(Westman 1994, 91) 이는 코페르니쿠스가 물리적 근거에 어느 정도 민감했음을 보여준다.
코페르니쿠스가 수학적 천문학과 철학적 우주론의 구분을 의심했더라도, 그가 물리적 제약을 예측의 정확성과 동등한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는 그의 모형에서도 실제 태양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위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물리적 태양이 아닌 평균 태양(mean sun)이 행성 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그는 또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구 배치 원
리도 포기해버렸다.(Goldstein and Hon 2005, 77-79) 이는 그가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기는 했지만, 물
리적 실재론에 동조한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만일 그가 태양중심 구조를 물리적 실재라고 주장했다면, 물리적 원인에 의한 설명을
추구했어야 했을 것이다. 그 대신, 그는 예측의 정확성을 증진하는데 힘을 기울였으며, 태양과 달의 운동에 대한 몇 가지 기술적인 문
제들을 해결했다.(Barker 2002, 211) 예측의 정확성을 증진하는 것에 비해 진짜 실재인지 여부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했던
그의 태도는 태양중심 구조를 제안하는 할 때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주었을 것이고, 이후 그의 작업이 천문학자들 사이에 수용되는 데에
도 도움이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만일 그가 태양중심 구조가 진정한 물리적 실재라고 주장했다면, 더 큰 반발에 부딪혔을 것이
다.50
일찍이 코페르니쿠스의 작업을 수용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던 이들은 라인홀트(Reinhold), 포이세르(Peucer) 등 비텐베르크 대
학의 교수들이었다.(Westman 1975) 예컨대, 라인홀트는 새로운 천문학에 기초한 천문표(Prutenic tables)을 만들어 발표했
는데, 이는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유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포이세르의 학생들은 새로운 천문학을 다른 독일 대학에 퍼트렸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인 것은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 혹은 수학이었지, 태양중심설 같은 우주론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에게 코페르니쿠스는 뛰어난
수학적 기법을 가지고 아베로에스주의에 대항한 프톨레마이스 천문학자들의 동맹이자, 천문학의 개혁가로 보였다. 반면,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은 아리스토텔레스 물리학과 잘 들어맞지 않고 성경에도 위배된다는 이유로 비판받았다.5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우주론이 기존 이
론들이 가정해오던 존재론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았고, 천상계가 제5의 원소로 이루어졌다는 것과 천구의 존재는 그대로 유지
되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코페르니쿠스 체계에서 천구의 배치가 어떻게 될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결국, 동일한 존재론 하에서,
천구의 배열에 대한 상세한 구조만이 열린 질문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한 공유된 존재론에 균열을 낸 인물이 티코 브라헤였다. 브라헤와 메스틀린(Maestlin)은 1577년 혜성을 관찰했는데, 그
들은 그 혜성이 달 위쪽(즉, 천상계)에 위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들은 약 3개월 동안 혜성의 각운동 위치 뿐 아니라 지구
로부터의 거리도 기록했고, 이를 3차원 공간 속에서 연속적인 경로로서 표시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지구에서의 상대적 거리를 측정하고
설명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각운동 위치에서의 변화만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들의 천체 관측 및 기록 방식은 각운동
위치와 함께 상대적 거리를 연속적으로 측정한 첫 번째 천문학적 시도였다.(Barker 2002, 214; Voelkel 1999, 3031) 이는 우주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만일 혜성이 멀리서부터 지구 가까이 운동해 온 것이라면, 천구의 존재를 의심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이유로 티코가 곧바로 천구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천구와 천상계의 물질이 고체가 아니라 일
종의 연속적인 유체(Stoic vital air)일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천상계의 존재론을 수정함으로써, 티코는 자신의 절충적인 우주
구조(1588)를 제안하게 된다. 이때 천구는 물리적인 경계가 아니라, 기하학적인 경계로서 재기술된다.
티코의 이상은 물리적으로 가능하면서 예측적으로 정확한 천문학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될 수 있는 한 천문학은 물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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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회전>의 서문을 쓴 오시안더(Osiander)가 천문학과 우주론의 선명한 구분을 전제했던 것과는 달리, 코페르니쿠스 자신은 천문학을 어느
정도는 자연학의 영역으로 올려놓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나 물리적 실재론까지를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었고, 일종의 과도기적인 태도로 간주될 수
있다.
51
이를 두고, 웨스트만은 코페르니쿠스에 대한 비텐베르크 해석으로 부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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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멜랑크톤(Melanchton)이나 라인홀트 등 비텐베르크 학파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인 루터주의
(Lutheran) 자연철학을 공유했다. 루터주의에 따르면, 자연에 대한 지식은 곧 인과적으로 질서지워진 신의 섭리에 대한 지식
이었다. 따라서 신의 섭리는 자연의 인과적 질서로 표현된다고 믿었다. 티코가 이런 루터주의 자연철학을 공유했다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Barker 2002, 215-216) 첫째, 티코는 천상계의 존재론을 수정하기 이전에는 자신의 우주
모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출판을 미루었다. 그는 수정된 존재론을 받아들인 이후에야 자신의 모형을 제안할 수 있었다. 둘
째, 티코의 모형은 절충적인 타협안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당대에는 프톨레마이오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넘어서는 세계 전체의 구조에
대한 매우 급진적인 견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비쳐졌다. 그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견해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모형이 자
연의 인과적 질서에 대한 신의 섭리를 드러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케플러는 비텐베르크 천문학자는 아니었지만, 코페르니쿠스주의를 수용한 메스틀린의 제자였고, 루터주의 자연철학의 이상을 공유했던
인물이었다.(Barker and Goldstein 2001) 그는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행성의 경로(path)를 설명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신념에 따라, <우주의 신비>(1596)에서 케플러는 조화로운 우주의 구조를 드러내고자 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한 가지
는 천구들 사이의 간격이었다. 케플러는 태양중심설을 가정하고 천구를 배열하면 인접한 천구들 사이에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
견했다.52 그는 자연에 그러한 군더더기 공간(naturae luxuries)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이에 새로운 배치
원리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잘 알려진 정다면체 모형이다. 그는 신이 창조한 다섯 가지 정다면체들을 (8-2012-4-6) 적절히 배치하면 천구들 사이의 상대적 거리를 올바로 표현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왜 우주에는 지구를 포함해 여섯 가
지 행성 밖에는 없는지도 설명할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케플러는 태양중심설이 지구중심설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신의 섭리를 더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다면체와 천구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기하학적이라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천구는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 알맞게 배열되었지만, 행성의 운동 경로를 설명하는 데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
다.(Goldstein and Hon 2005, 80) 만일 천구가 운동의 원천이 아니라면, 행성의 경로를 설명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
요했다.
<우주의 신비>에서 케플러가 우주의 근본적 구조에 대한 형상인(formal cause)을 탐색했다면, <새로운 천문학>(1609)
에서 케플러는 행성의 운동에 대한 관측을 설명할 수 있는 물리적 가설과 질료인(efficient cause)을 탐색한다. <새로운 천문학
>의 첫 번째 장에서 그는 화성의 운동에 대한 정확한 묘사를 시도하는데, 먼저 지구중심설을 가정하고 경도와 지구로부터의 위치를
하나의 경로(path)로서 표현했다. 그 결과는 마치 프레첼(pretzel) 혹은 코일(coil)과 같았다. 이를 태양중심설을 가정하고 다
시 그려보니, 그 결과는 매우 단순해졌다. 케플러에 따르면, “코페르니쿠스는 지구에 하나의 연주 운동을 부여함으로써 행성들에게서 극도로
난삽한 코일들을 제거해버리고, 각 행성들을 각각의 (거의 원형인) 궤도(orbits, orbitas)로 안내했다. [...] 화성은 하나의 동
일한 궤도를 여러 번 통과한다.”(Donahue 1991, p.120; Goldstein and Hon 2005에서 재인용) 이는 단순성에
호소해서 코페르니쿠스를 옹호하는 주장으로 보인다. 케플러는 단순성과 조화로움에 호소하는 데서 더 나아가, 지구중심적 경로(프레첼)는 물리
적 추론에 의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프톨레마이오스, 코페르니쿠스, 티코 체계를 비교하면서, 그들 모두가
가정하고 있는 주전원 운동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평균 태양이 아니라 참된 물리적 태양이 행성 운동에서 인과적 역할
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케플러는 지구로부터의 거리와 속도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케플러의 1법칙과 2법칙을 발견하게 된다. 타원 궤도의 법칙
에 따르면,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돌고, 면적의 법칙에 따르면, 태양과 행성을 잇는 선은 동일한 시간
에 동일한 면적을 쓸고 지나간다. 이런 발견의 전제조건은 행성의 움직임을 3차원 공간에서의 물리적인 운동으로 간주하고 그것의 연
속적인 경로를 그려낸 것이었다. 여기서 두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타원’과 ‘궤도(orbit)’이다. 먼저, 왜 하필 타원
(ellipse)이었을까? 정확한 원이 아닌 계란형(oval) 경로들이 한 가지가 아니고, 실제로 타원형과 오차범위 수분 내에서 구
52

메스틀린은 태양중심설 하에서 천구들의 배치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코페르니쿠스 체계의 장점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 천구들의 상대적 거리를 계
산했던 케플러는 오히려 천구 사이의 빈 공간을 발견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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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할 수 없는 여러 경로들이 존재했음에도, 케플러는 타원형을 선택했다. 케플러의 판단에 따르면, 행성을 원 아닌 폐곡선을 따라
운동하게 하는 자연적 원인이 있다면, 그런 원인을 포착하는 인과 법칙은 오직 타원형만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케플러에게, 타원
형은 태양과 행성의 두 물리적 원인(power or virtue)들의 효과였다. 이제 행성의 운동은 물리적 원인을 표현하는 자연법칙에
따라 3차원 공간에서 자신의 ‘궤도’를 도는 것으로 간주된다.(Voelkel 2001, 188-189) 궤도는 단지 연속적인 위치의 변이
가 아니라, 물리적 원인에 의한 운동 경로를 뜻하는 새로운 용어였고, 이런 용어 상 변화는 케플러가 가져온 천문학적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국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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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장 메타정보 3: 기능

과학은 목표지향적 활동이다.(Laudan 1984) 과학은 새로운 현상의 발견, 알려진 현상의 이해와 설명, 새로운 현상의 창조
및 안정화, 참신한 예측 및 통제와 같은 목표들을 갖는다.53 과학적 개념의 기능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과학적 개념의 골격을 이루는 세 번째 메타정보로 간주한다. 여기서 한 과학적 개념의 기능이란, 관련 과학공동체에서 그 개념이
과학적 실행에서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 바, 혹은 그 개념의 사용을 통해 성취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를 부호화한 메타정보를 의미한다.
이 장에서 나는 과학적 개념의 기능이 과학적 실행과 변화를 다루는 철학적 작업에서 필수적인 부분임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를 논의를 전개한다. 먼저, 1절에서는 기능과 관련된 심리학 실험들과 문헌들을 검토함으로써, 기능에
대한 정보가 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2절에서는 왜 과학적 개념의 기능이 과학철학에서 왜 중요하게 간
주되어야 하는지 논의한다. 기술적, 규범적, 설명적 이유를 제시하고, 특히 개념의 기능이 개념 변화의 합리성을 설명하는데 필요함을
보인다. 3절에서는 “과학적 용어에 부여된 인식적 목적”을 개념의 의미론적 속성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브리간트(Brigandt
2010)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4절에서는 개념의 기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일반화된 원인론적
기능 정의를 제안한다. 5절에서는 고전 유전자 개념의 변화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과학적 개념의 메타정보로서 기능이 개념 변화의
합리성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예시한다.

1. 기능의 심리학
이 절에서 나는 기능에 관한 정보가 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심리적 증거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심리학 실험들은 사람들
이 어떤 개념들을 배우고 사용할 때,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혹은 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함께 고려한다는 것을 시사
한다. 기능과 관련된 심리학적 증거는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 종류는 이상형이 개념의 등위구조를 결정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부류는 기능에 대한 정보가 범주화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 번째 종류는
대상이 갖는 여러 속성들 중에서 어떤 속성이 기능을 갖는다는 정보가 여러 인지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자.

1.1 이상형과 전형성 판단
첫 번째 종류의 증거는 이상형(ideals)이 그 개념에 속한 사례들의 전형성을 결정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
으로, 한 범주에 속하는 어떤 사례는 그것이 수행하려던 기능을 더 잘 수행하는 경우, 더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이상형은
한 범주와 관련된 기능이나 목적을 가장 잘 충족하는 바람직한 사례들로서 규정될 수 있다.(Barsalou 1985, 630) 어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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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인간 주체가 목표를 갖는 것과 동일한 의미에서 과학이 목표를 갖는다는 주장은 어색하다. 따라서 과학이 목표를 갖는다는 주장은 해석을 필요
로 한다. 나는 두 가지 의미에서 과학이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첫째, 과학의 목표는 개별 과학자들이 공유하는 목표이다. 둘째, 과학의 목표
는 마치 기업과 같은 법인이 추구하는 목표와 같이, 집단으로서의 과학이 추구하는 목표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레스닉(Resnik 1993)의 네 가지
해석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해석에 대응한다.

83

례가 이상적인가 아닌가 하는 판단은 그 사례가 속한 범주의 기능을 얼마나 충족하는지에 달려있다. 예컨대, ‘다이어트 중에 먹는
음식’의 이상형은 제로 칼로리 제품들이다. 그것들이 다이어트의 기능인 체중 감량을 가장 잘 촉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심리학의 실
험결과들은 그러한 이상들이 전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앞 장에서는 범주화 및 귀납 등의 인지능력과 관련된 다양한 실험과제에서 발생하는 전형성 효과를 보여준 바 있다.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사례들이 모두 동등한 것은 아니며, 어떤 사례들은 다른 사례들보다 더 전형적이고, 어떤 것들은 비전형적이다. 예컨대,
북미 지역에서 울새(robin)은 전형적인 새이지만, 펭귄은 그렇지 않다. 개념이 등위 구조(graded structure)이 가진다는 주
장에 대해서는 세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첫 번째는 한 범주의 사례들에 대해 실험참여자들이 신뢰할만한 전형성의 순위를 가
지고 있는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전형성이 단지 사람들의 주관적인 느낌인지 아니면 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지
따지는 것이다. 앞 장(III장)에서 보인 것처럼, 전형성은 범주 학습, 귀납 추론, 언어 습득 등과 같은 다양한 실험과제에서 실험
참여자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전형성 효과는 많은 심리학자들이 개념을 정의로 간주하는 고전적 개념 이론
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개념의 등위 구조와 관련된 세 번째 문제는 왜 어떤 사례는 다른 사례들보다 더 전형적인 것
으로 간주되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을 더 전형적으로 혹은 덜 전형적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가설은 더 자주 마주친 사례들이 더 전형적이라는 것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사람들이 더 빈번하게 경
험할수록, 그 사례들은 더 전형적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예컨대, 닭은 새 범주 중에서 매우 빈번하
게 접하게 되는 부류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전형적인 새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유사하게, 자동차 경주는 핸드볼 경기보다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더 자주 접하지만, 사람들은 핸드볼을 자동차 경주보다 더 전형적인 운동으로 분류한다.(Rosch and Mervis 1975) 로쉬
등에 의해 제안된, 아직까지 영향력 견해는 중심경향성(central tendency)을 전형성의 근거로 지목한다. 이에 따르면, 한
사례는 같은 범주의 다른 사례들과 유사하고 대안 범주들의 사례들과 다를수록 더 전형적이다. 전형적인 사례들은 더 빨리 학습되고
더 쉽게 식별되는데, 중심경향성 견해는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설명을 제시한다. 그러나 중심경향성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더
라도, 그것이 모든 경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바살루(Barsalou 1985)는 목표파생적(goal-derived) 범주의 등위 구조를 결정하는 데에는 중심경향성의 역할이 별로
없음을 발견했다. 예컨대, ‘눈 올 때 입는 옷’ 개념의 등위 구조는 중심경향성이 아니라 이상형에 의해서 결정된다. ‘눈 올 때 입
는 옷’의 사례들은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일수록 더 나은 범주의 구성원이 된다. 오리털 잠바가 전형적인 이유는 그것이
다른 구성원들과 가장 닮아서가 아니라 체온을 유지해주는 데 가장 낫기 때문이다. 이상의 역할은 단지 목표파생적 범주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 다른 예로, ‘탈것’ 개념을 생각해보자. 가장 전형적인 탈것은 다른 탈것들과 닮은 것이면서 탈것 아닌 다른 범주들의
사례들과 닮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운송 수단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나는 전형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이상형의 역할과 그 의미를 강조하고자 한다. 물론, 여기서 중심경향성이 전혀 역
할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상형이 유일하거나 최우선적인 결정인자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주장은 이 글의 논의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다. 대신, 이상형이 전형성을 결정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중심경향성과 이상형의
차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Barsalou 1985, 631) 중심경향성은 사례들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지만, 이상형은 대개
구체적인 사례들과는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일단 이상형이 결정되면, 그것은 개념의 등위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이상적인지
판단이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때, 이는 기능이 전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지지한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론할 수 있다. 아마도, 제시된 증거는 특정한 종류의 범주들에서만 기능의 영향을 입증해주었다는 것이
다. 말하자면, 목표파생적 범주의 등위 구조를 결정하는 데 기능과 이상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통상
적인 분류 범주(common taxonomic categories)의 경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거나 그 역할이 제한적일 것으로 의
심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미 ‘탈것’의 사례를 언급한 바 있다. 그뿐 아니라, ‘무기’(얼마나 효과적인가), ‘스포츠’(얼마나 많
은 사람들이 즐기는가), ‘새’(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과일’(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등의 범주에 대해서도,
이상과 전형성의 상관관계는 확인되었다.(Barsalou 1985, 638) 따라서, 이상의 역할은 목표파생적 범주들에 국한된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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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인공물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게다가, 자연물 범주에서도 이상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이후의 실험들에서도 성공적
으로 재현되었는데, 이를 인상적으로 보여준 나무 전문가들의 전형성 판단 사례를 예를 들어보자.(Lynch, Coley, and Medin
2002).
린치 등의 실험에는 세 종류의 나무 전문가들(분류학자, 조경사, 공원관리인)과 비전문가 대학생들이 실험참여자들로 참여했다.
실험참여자들에게는 토착종과 수입종을 포함한 다양한 나무 종들이 제시되었고, 각 종에 대해서 그것이 나무 범주에서 얼마나 좋은 사
례인지(GOE, goodness of example)를 물음으로서 전형성 판단을 측정했다. 전형성 판단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들로서 중
심경향성, 친숙성, 잡초의 우거짐(weediness), 높이, 그리고 빈도를 가정하고, 각 변수들을 측정했다. 여기서, 높이는 나무 범주의
긍정적인 이상으로, 잡초의 우거짐은 부정적인 이상으로 상정된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이 두 요소가 전형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그리고 그런 영향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들과 비전문가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각 변수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을 일정하게 유지한 채 한 변수와 전형성(GOE) 판단의 상관관계가
어떤지를 살펴보면, 전문가들의 전형성 판단은 각 나무 종의 크기와 잡초의 우거짐에 의해서 상당히 잘 예측되었고, 이는 중심경향성
과의 상관관계보다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Lynch et al. 2002, p. 45, Table 2) 즉, 전문가들에게 나무 범주의 등위 구조는
크기와 우거짐의 이상을 중심으로 조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전문가들의 전형성 판단은 대부분 친숙성에 의해서 예측될 수 있었고,
다른 변수들은 전형성 판단을 거의 예측하지 못했다. 상이한 전문가들 사이의 차이도 볼 수 있는데, 공원관리인의 전형성 판단은 주로
우거짐에 의해서 예측될 수 있었다. 반면, 조경사와 분류학자는 그와는 다른 패턴을 보여주었는데, 높이와 우거짐의 두 변수가 전형성
판단을 예측했다. 실험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문가들과 비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기준에 의존해서 나무 개념의 등
위 구조를 결정하는 것 같다. 비전문가는 주로 친숙성에 의존해서 전형성을 판단하는 반면, 전문가는 중심경향성과 이상형들을 고려하
며, 특히 크기와 우거짐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나무는 목표파생적 범주도 아니고, 인공물도 아닌 자연적 분류 범주이
지만, 중심경향성이 개념의 등위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주된 요소가 아니며 이상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나무
개념의 등위 구조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이 실험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잘 보여준다. 먼저, 이 실험결과는 인공물 뿐 아니라 자연물 범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기능
과 이상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인상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전문가 집단의 판단이 비전문가보다 더 이상에 의존한다는 점
도 주목해볼 부분이다. 또한, 상이한 전문가 집단이 한 개념에 대해 상이한 기능을 부여하는 경우, 상이한 판단에 이를 수 있다는 점
을 보여주었다는 점도 흥미롭다. 비전문가와 서로 다른 전문가 집단을 나무 개념에 상이한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래서 비
전문가는 높이나 우거짐이라는 차원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나무에 보다 구체적인 기능을 부여하고 있어 높이나
우거짐이 그 기능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기능이 전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을 좋은 이유가 된다.

1.2 기능과 범주화 판단
첫 번째 종류의 증거는 기능이 이상형을 매개로 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종류의 증거는 기능에 대한
정보가 직접적으로 실험참여자의 범주화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험결과들이다. 린과 머피는 어떤 외래적인 인공물을 실험참여
자들에게 학습하도록 한 후, 그와 유사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를 범주화하도록 했다.(Lin and
Murphy 1997)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처음에 실험참여자들은 그림(Lin and Murphy
1997, Fingure 1.)에서 제시되는 것 같이, 외국(Quine)에서 쓰이는 어떤 인공물(터크, tuk)
에 대해 배운다. 실험참여자들은 두 집단(A와 B)으로 나누어, 동일한 인공물에 대해 서로 다른 정보를
주었다. 예컨대, A 집단에는 그 인공물이 동물을 잡는 장치, 즉 사냥 도구라고 말해주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은 터크를 가지고 동물(Bondu)을 잡는데, 손잡이(3)를 잡고 다니다가 동물이 발견되면, 고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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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터크(tuk)

를 동물의 머리에 씌워서, 재빨리 줄(4)을 잡아당겨 고리의 끝을 단단히 고정한다. 손잡이 앞의 뚜껑(2)은 동물이 물거나 할퀴는 것
을 방지해준다. 반면, 다른 집단 B에는 그 인공물이 농약을 분사하는 농사 도구라고 말해주었다. 그곳 사람들은 터크를 사용해서 농약을 뿌
리는데, 삼각형 모양의 탱크(2)에 농약이 저장되어 있다. 손잡이(3)를 돌리면, 호스(4)를 통해서 농약이 흘러나온다. 고리(1)는 터크를
저장할 때 벽에 거는 데 사용된다. 동일한 사례들의 그림을 보았지만, 두 집단의 사람들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상이한 기술을 배웠
던 것이다. 이제 물음은 이러한 지식의 차이가 실험참여자의 범주화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린과 머피는 터크의 본래 모습에서 하나 이상의 부분이 생략된 물건들을 만들어냈다.(Lin and
Murphy 1997, figure 2, p.1157) 하나는 중간의 삼각형 부분(2)이 생략되고(Consistent A), 다른 것은 맨 위의 고
리 부분(1)이 생략되고(Consistent B), 또 다른 것은 둘 다 생략된 형태이다(Control). 그리고 실험참여자들에게 이런 생
략된 물건들을 터크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는지 물었다. 실험 결과, 어떤 부분이 생략된 인공물을 터크로 간주하는 데 있어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처음에 제시된 동일한 인공물을 사냥 도구로 배운 사람들(A 집단)은 고리 부분이 빠진 물건을
터크로 범주화하지 않았지만, 농사 도구로 배운 사람들(B 집단)은 터크로 분류했다. 반대로, A 집단의 사람들은 삼각형 부분이 빠진
물건을 기꺼이 터크로 범주화했지만, B 집단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삼각형 부분(2)은 농약을 뿌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동물을 사냥하는 데에는 덜 중요하다. 반대로, 고리 부분(1)은 동물을 잡는 데는 필수적이지만, 농약을 뿌리는 데에는 필수적이지 않다. 이
런 지식이 범주화 판단에 영향을 준 것이다.
이 실험이 말해주는 바는 사람들이 동일한 사례들을 경험했지만, 어떤 부분이 그 사례를 본래의 범주에 속하기 위해 더 중요한지
에 대해서 상이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실험의 과제는 숙고를 통한 판단이 아
니라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게 범주화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그런 차이가 오랜 시간의 생각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라면,
그 차이는 디폴트 정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배경 정보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반면, 재빠른 판단을 요구하는
실험에서 그러한 차이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디폴트 정보에 의해서 그러한 차이가 발생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결국, 이 실험의 결
과는 인공물의 경우에 기능의 차이가 범주화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인상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1.3 기능적 속성이 갖는 효과들
첫 번째 부류의 연구는 기능이 이상형을 매개로 개념의 등위구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연구는
대상의 기능에 관한 정보가 (한 범주에 속하는 여러 사례들이 얼마나 전형적인 사례인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떤 사례가 해당 개념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실험들은 대상 자체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즉 대상의 기능에 관한 정보가 인지과정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잘 보여준다. 세 번째 연구는 한 범주에 속하는 대
상들이 갖는 속성들 중, 기능을 갖는 속성이 그렇지 않은 속성에 비해 더 중요하게 간주되는 현상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말해, 기능적 속성
을 결여한 경우 비기능적 속성을 결여한 경우보다 해당 범주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상이 갖는 어떤 속성의 기능에 관
한 정보가 여러 인지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롬브로조와 레더(Lombrozo and Rehder 2012)는 생물체가 그 자체로 기능을 가지기보다는 생물체의 부분이나 생물체의
어떤 속성이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런 속성의 기능이 인지과정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탐구했다. 예컨대, 얼룩말의
줄무늬는 위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캥거루의 꼬리는 균형을 잡는 기능을 가진다. 그렇게 기능을 갖는 속성이 해당 생물종을 분류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탐구하기 위해, 롬브로조와 레더는 다양한 방식으로 변수들을 조작했다. 그들은 다섯 가지 변수를 사용하였다. 기능 변수
(기능적인 속성인지 비기능적 속성인지 여부)54 , 인과적 역사 변수(계통발생적인 진화 과정의 결과물인지 아니면 개체발생의 결
54

기능 변수는 기능에 대한 특정한 이론이나 정의에 의존하지 않는다. 예컨대, 그들의 실험에서 P라는 속성이 Q라는 기능을 갖는다는 것은 속성 P
를 가진다는 것이 Q하는데 도움이 되고 유용하다는 것만을 뜻한다. 내 생각에, 이 점이 실험 해석에서 약간의 문제를 일으킨다. 원인론적 기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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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물인지 여부), 현재 빈도 변수(현재 구성원들 사이에서 흔한 속성인지 아니면 드문 속성인지 여부), 영속성 변수(미래에도 해당 속
성을 지속적으로 가질지 여부), 그리고 범주화 판단이다. 그들은 새로운 생물종 범주를 만들어서, 각 변수들이 범주화 판단과 다른 변수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주어진 생명체에 네 가지 특징을 부여하고, 각 특징들이 기능적이거나 비기능적이도록 한 다음, 범주화 과
제, 역사성 판단, 빈도 판단, 지속성 판단을 하도록 했다. 범주화 과제에서는 각 범주의 네 특징 중 하나가 결여된 사례를 제시하
고 그것이 해당 범주에 속할 것 같은지를 판단하도록 했다. 역사성 판단 과제에서는 네 특징 중 어떤 것이 진화과정의 결과물이고
어떤 것이 개체발생적 과정의 결과물인 것 같은지 판단하도록 했다. 빈도 판단 과제에서는 100마리의 개체가 있다면 그 중
얼마나 많은 개체들이 각 특징을 가질 것 같은지 판단하도록 했다. 지속성 판단 과제에서는 각 특징에 대해 해당 범주의 구성원들
이 미래에도 그 특징을 가질 것 같은 정도를 판단하도록 했다. 실험 결과, 기능적 특징을 결여한 개체들은 비기능적 특징을 결여한 개
체들보다 해당 범주로 범주화될 가능성이 낮아, 기능적 특징이 범주화 판단에서 비기능적 특징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능적 특징은 비기능적 특징보다 진화과정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고, 현재 구성원들에서 더 많이 공유되고 있으며, 미래에도 지속적으
로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험 1은 기능이 범주화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인과적 역사, 현재 빈도, 지속성이 그런 영향을 매
개하는 중간변수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래서 실험 2-5에서는 각 변수들을 통제함으로써, 기능과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탐구한다.
결론만 간추려 말하면 다음과 같다. 빈도를 통제해도 인과적 역사는 범주화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실험2b). 인과적 역사를 통제
해도 현재 빈도는 범주화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실험3). 인과적 역사와 빈도를 통제해도 지속성은 범주화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실험5). 지속성을 통제해도 인과적 역사는 범주화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실험1에 대한 회귀분석). 지속성을 통제해도 빈도는 범주
화에 영향을 미친다(실험1,3,4에 대한 회귀분석). 이를 종합해보면, 인과적 역사, 빈도, 지속성이 모두 독립적인 변수이라는 사실
과 이 세 변수에 의해서 기능이 범주화 판단에 미치는 효과 대부분이 설명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롬브로조와 레더는 기능은 인과적 역사, 빈도,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럼으로써 범주화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한
다. 그러나 우리의 논의에서 실험 결과는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실험에서 사용된 변수인 기능적 특징은 그 특징을 가진 개체
에 도움이 되거나 유익하다는 것만을 뜻한다. 그러나 나는 기능에 대한 원인론적 정의를 채택한다. (이에 대해서는 4절을 보라.) 원
인론적 기능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무엇이 기능을 구성하는지와 기능이 어떤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별하지 않는다. 아마도, 원
인론적 기능은 실험에서의 기능 변수와 인과적 역사 변수가 결합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여기에 (그들의 논문에서는 시험되지 않
았지만) 인과적 역사가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매우 그럴듯한 가정을 도입하면, 원인론적 기능을 가진 속성은 현재 전형적으로
소유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소유하게 될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범주화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기능과 독립적으로, 현재 빈도와 지속성이 범주화 판단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의 영향은 원인론적 기능과는 직접 관련되지 않은, 독립적인 영향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요컨대, 롬브로조와 레더의 실험은 기능이,
특히 나의 재해석에 따르면, 원인론적 기능이 생물체의 경우에도 범주화 판단을 비롯한 인과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
을 보여준다.

2. 개념의 기능이 왜 중요한가?
2.1 대상의 기능과 개념의 기능
지금까지 검토한 심리학 연구들은 대상이 기능을 갖든지, 아니면 대상의 부분이나 어떤 속성이 기능을 갖든지 간에, 기능에 관한 정보
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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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러 인지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때 기능 정보는 해당 범주나 대상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념을
이루는 정보체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개구리의 초록색이 자신의 몸을 적이나 먹이로부터 감추는 위장 기능을 갖는다고 하
자. 이때 청개구리 개념은 다리가 넷, 긴 혀, 초록색 등의 정보를 포함할 뿐 아니라 “초록색은 위장을 위한 것”이라는 정보도 포함할
수 있다. 이런 기능 정보는 메타정보가 아니며 청개구리 개념을 이루는 정보에 포함된다.
생명체나 인공물의 기능 정보가 인지과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개념이 특정한 기능을 갖는다는 정보도 그 개념과
관련된 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정보는 대상 범주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개념구성적 정보체에 관한 정보
라는 의미에서 메타정보가 된다. 따라서 나는 이후의 논의에서 메타정보로서의 개념의 기능을 논의하고자 한다.
물론 앞 절에서 살펴본 기능에 관한 심리학적 실험들이 개념의 기능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대상
의 기능 정보에서 개념의 기능 정보로 확장할 수 있는 두 가지 연결점이 존재한다. 첫째, X는 (체계 Y에서) Z라는 기능을 갖는다
는 도식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심리학 연구들은 X가 생명체이든 인공물이든 아니면 생물의 한 가지 특징이든 간에, 기능 정보
가 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X 자리에 개념의 지시대상이 아니라 개념 자체를 놓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든) 메타적인 작업이지만, 위의 도식을 적용하는데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대상의 기능 정보가 그 대상과 관련된
인지과정에 영향을 주듯, 개념에 기능에 관한 메타정보도 그 개념과 관련된 인지과정에 영향을 주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론이다.
둘째, 개념의 지시대상의 기능에 관한 정보는 개념의 기능을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대상의 기능은 그 대
상이 속한 체계에 의존한다. 우리는 흔히 심장의 기능은 혈액순환이라고 말하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심장을 가진 생명체 안
에서 심장의 기능은 혈액순환이다. 다른 예로, 청개구리의 녹색이 위장을 위한 보호색이라면, 녹색 자체의 기능이 위장이라기보다는
청개구리에게 녹색의 기능이 위장이다. 이와 유사하게, 개념의 기능도 그 개념이 사용되는 맥락 혹은 더 큰 체계에 의존한다. 예를 들
어, 일상적인 맥락에서 망치 개념의 기능은 그 개념의 소유자가 망치 관련 상황에서 적절한 인지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과학적
탐구의 맥락에서라면, 망치 개념의 기능은 망치가 못박기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강제적
이지는 않다. 망치의 내적인 구조에 관심을 가지는 과학적 탐구의 맥락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대상이 기능을 가지는 경우
라면, 그 대상이 어떻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탐구의 주된 관심이 된다. 그래서 심장의 기능이 혈액순환이라
면, 과학적 탐구의 맥락에서 심장 개념의 기능은 심장의 형태와 구조를 통해 그것이 어떻게 혈액을 순환시키는지, 즉 심장이 자신
의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55

2.2 과학적 개념의 기능이 중요한 이유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과학적 개념의 기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나는 과학적 개념의 기능을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
다고 믿는다. 이를 각각 기술적, 규범적, 설명적 이유라 부를 수 있다. 먼저,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 기능을 고려함으로써, 과학
적 개념이 과학적 탐구라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고안된 지적인 도구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과학적 개념에 어떤 정보
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구별되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은 과학자들은 그 개념들을 가지고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가를 묻는 것이다. 후자의 의미에서, 과학적 개념의 기능은 왜 그 개념이 고안되고 사용되는지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과학활동을 기술
하는데 중요하다. 둘째, 규범적 측면에서, 개념의 기능은 그 개념의 성공적인 사용을 평가할 수 있는 준거를 제공한다. 즉, 한 개념의
기능은 개념 사용의 규범을 제시한다. 기능은 단지 그것이 하는 것(what it does)가 아니라 그것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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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개념이 기능을 갖기 위해 개념의 지시대상이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지시대상에 기능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는
해당 개념의 기능에 관해 말할 수 있다. 예컨대, 자연선택 개념은 생명의 다양성과 적응의 편재성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이지만, 자연선택
자체가 어떤 기능을 가질 필요는 없다. 따라서, 대상의 기능과 개념의 기능 사이의 연결은 직접적이거나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대
상이 기능을 가지는 경우, 개념의 기능이 될 수 있는 유력한 후보군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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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supposed to do)와 관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물컵의 기능이 물을 담는 것이라면, 어떤 물컵이 물을 제대로 담지 못
하는 경우 우리는 그것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린다. 마찬가지로, 어떤 개념이 그것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평
가는 부정적일 것이다. 셋째, 개념의 기능은 개념적 변화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그 중요성이 두드러진다. 예컨대, 어떤 과
학적 개념이 그것을 통해 목적했던 바를 이루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그 개념의 사용은 실패로 간주될 것이고, 이는 개념을 변화시키
거나 폐기해야 할 이유를 제공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개념의 기능은 과학철학자들 사이에서 주목받지 못했다. 한 가지 예외는 이론적 개념의 인
식적 목적을 강조한 브리간트(Brigandt 2010)이다. 그는 이론적 개념의 내용이 지시대상과 추론적 역할(뜻 혹은 의미)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있다는 기존 견해를 비판하고, 한 용어의 사용에 의해 추구되는 인식적 목적(the epistemic goal
pursued by a term’s use)이 개념의 세 번째 의미론적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그가 주장하는 이론적 개
념의 인식적 목적이 매우 중요한 의미에서 개념의 기능과 닮아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분자유전자 개념의 사용에 의해 추구되는
인식적 목적은 어떻게 DNA 서열이 RNA 혹은 폴레펩티드와 같은 상이한 분자 구조물들을 부호화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분자유전자 개념의 기능이 그러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의미의 손실이 별로 없다. 무엇보다 내가 그의 견
해에 공감하는 부분은 인식적 목적 혹은 기능이 과학적 개념의 변이나 변화의 합리성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다.56
현대 과학철학에서 개념적 변화의 합리성이 중요한 철학적 문제로 부각된 데에는 쿤과 파이어아벤트의 공약불가능성 논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Kuhn 1962; Feyerabend 1962) 개념적 변화 중에서도 고약한 경우에는 공약불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공약불가능한 두 개념 체계(이론, 패러다임, 혹은 연구프로그램)는 직접 비교될 수 없고, 서로 다른 체계의 옹호자들은 의사소통의
장애를 겪게 된다. 그렇다면, 공약불가능한 개념 체계들 사이의 변화는 합리적일 수 있는지, 그런 변화를 통해 과학이 진보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게 된다. 공약불가능성에 반대하는 실재론자들이 공약불가능성의 상대론적 함축을 피하기 위해 취하는 대표적
인 전략은 소위 “지시적 대응(referential response)”이다.(Scheffler 1967; Sankey 1994) 지시적 대응에 따르
면, 한 개념의 의미, 추론적 역할, 혹은 인지적 내용이 변하더라도, 그것의 지시대상이 변하지 않고 상당히 중첩되어 있을 수 있다.
만일 개념적 의미론적 변화가 지시의 변화를 함축하지 않는다면, 공유된 지시를 기반으로 합리성과 진보를 구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실재론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다. 서로 다른 개념들을 사용하는 상이한 이론들이 동일한 대상들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들을 합리적으
로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런 비교 결과 이론을 선택한 것이라면 과학적 진보에 대해서도 의미 있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
다.57
지시에서의 공유와 안정성이 개념 변화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주장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개념들이 서로 다
른 대상들을 가리키는 경우라면, 양자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알기 어렵고, 그렇다면 경쟁하는 비교 대상인지도 불분명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조건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성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실재론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개념적 변화가 합리적이려면, 두 개념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킬 뿐 아니라, 개념 변화 이전과 이
후를 비교했을 때, 수용되는 개념 체계가 버려지는 것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예컨대, 실험적 예측에서의 비교, 두 이론의
단순성 비교 등이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부아지에의 산소 혁명을 생각해보자. 플로지스톤에서 산소로의 개념 변화가 합리적이려
면, 지시적 안정성이 확보될 뿐 아니라 산소를 바탕으로 하는 이론의 경험적 예측과 이론적 미덕이 플로지스톤을 바탕으로 하는 이론보다
우월해야 한다. 이런 비교는 플로지스톤과 산소 개념을 통해 화학자들이 얻으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 혹은 두 개념의 기능에 대한 고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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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적 목적과 고유 기능은 다음 절에서 세밀하게 구분될 것이지만, 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대부분의 맥락에서는 두 용어를 혼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한 가지 논쟁은 실재론자과 칸트주의자 사이의 메타-공약불가능성 논쟁이다. 이 논쟁은 HoyningenHuene et al. (1996)의 문제제기로 촉발되었는데, 메타-공약불가능성이란 지시적 대응이 그 자체로 실재론적 형이상학을 가정하고 있기 때
문에 논점 회피(begging the question)이며, 따라서 반실재론에 대한 적절한 반론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후의 논쟁을 위해서는
Devitt (2001); Hoyningen-Huene and Oberheim (2009); Sankey (1997; 2009a; 2009b)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Cheon (2014b)에서 개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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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한다. 만일 두 개념의 기능이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면, 그래서 두 개념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공통의 인식적 목적이 없다면 (혹은
두 개념을 통해 추구하는 바가 상이하다면), 두 개념을 활용하는 상이한 이론들의 비교는 부질없는 일이 되고 만다. 따라서 개념 변화
의 합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시적 안정성 외에도 공유된 인식적 목적 혹은 기능이 필요해 보인다.
일단, 공유된 인식적 목적을 도입하게 되면, 지시적 안정성이 (개념 변화의) 합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인지 되묻게 된다.
앞 장에서 나는 코페르니쿠스가 촉발한 천문학 혁명이 천구(orb)에서 궤도(orbit)로의 존재론적 전환을 동반한 급진적인 개념 변
화였음을 보였다. 그 경우에 개념의 의미 및 인지적 내용이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지시대상도 바뀌었기 때문에, 지시적 안정성
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천문학에서 케플러가 이루어낸 변화를 비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한 존재론
적 전환은 공유된 목적에 호소함으로써 합리적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케플러가 추구하던 물리적 천문학에서, 궤도 개념은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고 동시에 행성의 경로를 매우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다. 그러한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궤도 개념은 천구 개념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천문학 혁명에서의 개념 변화는 지시적 불일치와 존재론적 전환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시적 안정성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도 아니다. 개념적 변화의 합리성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인자는 개념의 인식적 목적 혹은 기능이다.
개념의 인식적 목적에 호소해서, 개념 변화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가장 단순한 경
우는 개념의 인식적 목적이 불변하는 경우이다. 개념 변화를 전후에서 인식적 목적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선 개념의 인지적 내용
과 뒤따른 개념의 인지적 내용이 그러한 목적을 얼마나 잘 만족시키는지 비교 평가함으로써, 개념 변화의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다.
주어진 인식적 목적을 성취하는 데 더 크게 기여하는 개념을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합리적이다. 물론, 이러한
평가 방식은 합리성에 대한 도구론적 관점에 의존하고 있다. 합리성이 순수하게 도구론적 차원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지는 논란거리가
될 수 있고, 도구적 합리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라도 비도구적인 인식적 합리성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존재한다.58 그러나 그런 논쟁은 도
구적 합리성을 통해 개념 변화의 합리성을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를 위협하지는 않는다. 도구적 합리성이 성립하기 위해 비도구적 합
리성이 필요하다는 것과 개념 변화가 도구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조금 더 복잡한 경우, 개념의 인식적 목적이 변화하되, 점차적으로 혹은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는 개념적 변화
의 합리성을 도구론적 합리성 개념에 호소해서 규정했으므로, 인식적 목적의 변화를 합리적이라고 말할 밑천이 마땅치 않다. 그러나
인식적 목적이나 기능의 변화가 합당하다(reasonable) 혹은 정당하다(warranted)고 말할 수 있는 좋은 이유들이 있다. 다음
의 두 가지 경우에, 개념의 인식적 목적 변화는 정당한 변화에 해당한다. 첫 번째 경우는 한 핵심 개념을 활용한 이론이 그것이
원래 의도했던 어떤 제한된 영역에 대해서 더 이상 경험적 성공을 성취하지 못하고, 성공의 전망도 보여주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둘 이상의 이론을 비교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는 상대적인 퇴행성일 수도 있고, 심각하고 누적된 반증사례로 인한 철저한
실패일 수도 있다. 성공하지 못한 이론과 함께 그 이론의 핵심 개념들이 포기될 수도 있겠지만, 그 개념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정시킴으
로써 한 이론 혹은 대안적 이론에 봉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개념의 기능 중 일부분을 포기하고 일부만 유지할 수 있다. 두 번
째 경우는 한 이론이 그 개념의 사용으로 인해 경험적 성공을 이룬 후, 과학자들이 보다 세부적인 과제나 아직 설명되지 않은 현상
에 주의를 돌려, 기존 이론을 확장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이다. 새롭게 연구의 방향이 설정되면, 개념은 그것을 사용하는 연구공동체가 공유
하는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을 수 있다. 첫 번째 경우는 성취될 수 없는 목적에 대한 포기라면, 두 번째 경우는 이미 성취한 목적과 연
관된 새로운 목적의 추구라고 요약할 수 있고,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목적의 변화는 정당하다. 그리고 인식적 목적 변화를 동반한 개념
변화의 합리성은 목적 변화의 정당성과 더불어 설명될 수 있다.
18세기 산소 혁명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라부아지에의 산소 이론에서 산소는 연소와 하소(calcination) 뿐만 아니라 산
성(acidity)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었다. 애당초, 산소는 산성의 원리라는 뜻을 담은 용어였다. 그의 이론에서 산소는 칼로릭
(caloric)과 결합했을 때에, 산소 기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초에 이르면, 모든 산들이 산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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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반론은 Siegal (1996), Kelly (2003)에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Laudan (1990), 천현득 (2006)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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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산성에 대한 라부아지에의 이론은 포기되었다. 따라서 산성과 관련된 내용들은 산
소 개념의 인지적 내용에서 제거된다. 그러나 산소의 개념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 “산성 설명하기”라는 인식적 목적만이 산소 개
념에서 탈락되었다.(Kuhn 1970, 56; Chang 2009) 이러한 변화는 정당한 목적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를 도식적으로 보자. 라부아지에 당시 시점 t0에서, 산소 개념의 인지적 내용을 {O1, O2, O3}, 그것의 인식적 목적을
{F1, F2}라고 하자. 19세기 초에 시점 t1에서는 산소를 가지지 않은 산들이 다수 발견됨으로써, 산소의 인식적 목적에서 F2가
탈락되고, 뒤이은 시점 t2에서 산소의 인지적 내용은 {O1, O2}로 축소되었다고 하자. 시점 t0에서 t1으로의 변화는 산소 개념을 통
해서 산성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가망성이 없다는 과학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인식적 목적의 정당한 변화로 볼 수 있
다. 일단 인식적 목적이 변화하면, t1에서 t2로의 개념 변화는 합리적이다. 축소된 목적 {F1}을 위해서는 {O1, O2}가
{O1, O2, O3}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t1에서 그 개념의 인식적 목적이 변화하고, t2
에서 그 개념의 인지적 내용이 변화했을 때, 인식적 목적의 변화가 정당하고, 변화한 인식적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인
지적 내용이 변화했다면, 그러한 개념적 변화는 합리적이다. 따라서 개념의 인지적 내용과 인식적 목적이 함께 변화한 경우에
도, 개념적 변화의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다.

3. 용어의 사용에 의해 추구되는 인식적 목적
이 절에서는 브리간트와 내가 가진 공통점에 불구하고, 그가 주장하는 “이론적 용어의 사용에 의해 추구되는 인식적 목적”이 불만족스럽
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그는 이론적 용어는 지시와 추론적 역학이라는 두 가지 의미론적 속성 외에도, 이론적 용어에 의해 추구되는 인식
적 목적이라는 세 번째 의미론적 속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적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서 더 나아
가 그것이 의미론적 속성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취약하다. 브리간트는 개념의 지시, 뜻, 기능을 모두 동일한 의미론적 차원에서 바라보지
만, 내 입장에서 개념의 인지적 내용(뜻)은 개념구성적 정보체 자신이고, 개념의 지시대상은 개념구성적 정보체의 내용적 메타정
보이며, 개념의 기능은 맥락적 메타정보이다. 브리간트가 주장한 “인식적 목적”이 어떤 점에서 불만족스러운지 살펴보자.
먼저, 목적과 기능의 용어 상의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흔히, “X는 기능 Z를 갖는다”와 “X는 목적 Z를 갖는다”는 혼용가능한
것으로 사용되곤 하지만, 차이가 없지 않다. 한 가지 차이는 기능이나 목적의 담지자이다. 개념이 기능을 갖는다면, 그런 기능의 담
지자는 그 개념 자신이다. 그러나 개념이 목적을 갖는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목적의 담지자는 개인이거나 집단적인
행위자, 혹은 그것의 행동이다. 개념의 사용에 의해서 추구되는 인식적 목적이란, 사실 과학공동체가 그 개념의 사용을 통해서 추구하
는 목적이다. 그래서 브리간트도 “개념이나 용어의 사용에 의해 추구되는 인식적 목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목적의 담지자는 과학공
동체이지 개념 자신이 아니다. 우리가 개념의 인식적 목적을 말한다면, 그것은 과학공동체가 가진 목적을 개념에 부여한 것에 불과
하다. 그렇게 부여된 목적은 개념의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개념의 인식적 목적이란 개념에 저장된 정보들에 외래적인
어떤 것이고, 따라서 개념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개념의 인식적 목적이 개념구성적 정보들에 외래적이라면, 그것이 갖는 지위가 불명료해진다. 브리간트는 지시나 의미(추
론적 역할)라는 두 가지 의미론적 속성에 더하여, 개념의 인식적 목적이 세 번째 의미론적 속성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
념의 인식적 목적이 개념과 세계의 관계에 관한 속성도 아니고, 의사소통 및 추론에서 개념의 사용에 관한 것도 아니라면,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의미론적” 속성인지 알기 어렵다. 인식적 목적이 적어도 둘 중 한 가지에 관여한다거나, 아니면 그 밖에 어떤
중요한 의미에서 의미론적이라는 것을 옹호하는 논변이 없다면, 인식적 목적이 의미론적 속성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 가지 가능한 대응은 그가 “의미론적”이라는 용어를 느슨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론적임을 증명할 어떤 부담도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개념적 내용과 의미론적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다. 따라서 최대한 호의적으로 그의 주장을 읽자면, 개
념의 인식적 목적이 엄밀한 의미에서 의미론적 속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론적이든 개념적이든 간에, 개념을 이루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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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해석도 만족스럽지 않다. 우선, 이 해석은 인식적 목적이 “진정한 의미론
적 속성(a genuine semantic property)”이라는 주장(2010, 19-20)에서 후퇴한 것이다. 게다가, 인식적 목적이 왜
지시나 의미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보충 논변도 필요하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가 인식적 목적이 개념의 “내용”의 일부
라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개념 자신은 인식적 목적의 담지자가 아니고, 인식적 목적은 개념에 외래적인데, 어떻게 개념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반면, 본 논문은 개념의 기능이 의미론적 속성이라거나 개념의 요소라고 주장하는 대신, 기능은 개
념구성적 정보복합체에 관한 정보로서 다른 정보들을 규제하는 메타정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기능이 인식적 목적보다 더 적절
해 보이며, 기능이 의미론적 속성들과 다르면서 동시에 개념에 저장된 다른 정보들과도 다른 독특한 지위를 가진다는 점도 드러낸다.
셋째, 인식적 목적을 둘러싼 이러한 문제들은 브리간트의 제안이 여전히 언어적 접근을 취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는 과학적 개념과 이론적 용어를 동일시한다. 예컨대, 그의 글에서 “개념의 사용에 의해서 추구되는 인식적 목적”이라는 표현과 “용
어의 사용과 더불어 추구되는 인식적 목적”이라는 표현은 혼용해서 사용된다. 따라서 그의 논의에서, 지시는 한 용어의 지시로, 추론적 역
할은 한 용어의 의미로 자연스럽게 읽힌다. 그에게 추론적 역할은 과학적 실행에서 “그 용어”의 성공적인 사용을 해명하는 추론들과
설명들로 구성된다. 그의 언어적 접근은 그가 인식적 목적을 의미론적 요소로 간주하는 이유의 원천이다. 언어적 접근 하에서, 개념은
언어적인 것이기 때문에, 용어의 인식적 목적이 그것의 언어적 속성이려면, 통사적이거나 의미론적이거나, 아니면 화용론적이어야
한다. 인식적 목적은 통사론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화용론적인 것으로도 분류되기 어렵다면, 남겨진 대안은 인식적 목적이 의미론
적 속성이라는 주장뿐이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그는 지시와 추론적 역할 이외의 세 번째 의미론적 속성으로 인식적 목적을 도입한 것
같다. 따라서 앞서 제기된 문제의 원인은 부분적으로 그가 취한 언어적 접근에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나는 인식적 목적에 주목한 그
의 기여가 언어적 접근에서 탈피함으로써 더 부각될 수 있다고 믿는다. 여기서 제안되고 있는 이론이 그가 봉착한 문제를 피하는 더욱
적합한 대안이 될 것이다.
이제, 개념의 기능이 왜 더 적절한 대안이 되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개념의 사용에 의해 추구되는 인식적 목적이 개념의 내용
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논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인식적 목적이 개념의 의미론적 속성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과
도하다고 비판했으므로, 개념의 내용에 포함된다는 다소 약화된 형태로 제시해보자.)59
P. 개념의 인식적 목적은 의미론적 변화와 변이의 합리성을 설명해준다.
G. 따라서 인식적 목적은 개념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논변은 지나치게 단순하며, 타당한 추론이 아니다. 우선, 인식적 목적이 어떤 것을 설명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해명할 필요가 있고, 둘째, 인식적 목적이 개념의 내용이라는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결론의 내용, 즉 인식적 목적을 개념의
일부로 도입하면, 현상에 대한 최선의 설명을 제공한다는 것을 논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논변을 재구성해볼 수
있다.
H. 과학사의 개념적 변화들 중 어떤 변화들(e.g., R1, R2, ...)은 합리적이고, 어떤 변화들(e.g, IR1, IR2, ...)은
그렇지 않았다.
EX. 인식적 목적을 개념의 한 요소로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R1, R2 등이 왜 합리적인 변화였는지, IR1, IR2 등은 왜
그렇지 않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G. 따라서 인식적 목적은 개념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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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vel feature of my approach is to introduce the epistemic goal pursued by a terms’ use as an
additional semantic property of a term (as a component of a concept), because it accounts for the
rationality of semantic change and variation.”(Brigandt 201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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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는 과학사에서 개념적 변화의 사례들이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판단이다. EX는 개념의 한 요소로서의 인식적 목
적이 개념적 변화의 합리성을 설명한다는 주장이다. G는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주장이다.60 간략히 말하자면, G는 EX를 통
해서 H에 대한 좋은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에, G에 대한 믿음은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브리간트가 제시한 유전자 개념의 사례는
위의 논변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유전자 개념의 변화를 위의 논증에 대입해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H-Gene. 고전유전자 개념에서 분자유전자 개념으로의 전환은 합리적인 개념 변화였다.
EX-Gene. 인식적 목적을 개념의 한 요소로 도입함으로써, 유전자 개념의 변화가 왜 합리적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다.
G-Gene. 따라서 유전자 개념의 인식적 목적은 유전자 개념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
비록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례들이 많지는 않지만, 만일 이런 도식이 유전자 개념의 사례를 적절히 나타내고, 그 사례가 대표성
을 갖기 때문에 다른 사례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면, 우리는 개념의 인식적 목적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
지 그의 결론(G)에 대한 좋은 증거를 확보한 것은 아니다. 좋은 증거를 얻으려면, 그가 제시한 설명이 개념적 변화의 합리성에 대한
유일하거나 최선의 설명이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 문제는 그의 설명(EX)에 대한 손쉬운, 그리고 상당히 그럴듯한 대안적인 설명
(EX2)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H. 과학사의 개념적 변화들 중 어떤 변화들(e.g., R1, R2, ...)은 합리적이고, 어떤 변화들(e.g, IR1, IR2, ...)은
그렇지 않았다.
EX2. 인식적 목적을 개념의 한 요소가 아니지만 개념과 관련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R1, R2 등이
왜 합리적인 변화였는지, IR1, IR2 등은 왜 그렇지 않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NG. 따라서 인식적 목적은 개념의 한 요소가 아니라 개념과 관련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설명은 브리간트의 설명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이 대안적인 설명에서는, 개념의 한 요소인 인식적 목적이 아니라, 개념
과 관련된 외적 요소로서의 인식적 목적(NG)이 H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러한 대안적 설명을 배제하지 못하면, EX가
EX2보다 더 나은 설명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 EX가 H에 대한 최선의 설명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G를 믿을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주의할 것은 EX2 역시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EX가 최선의 설명이 아닌 것처럼,
EX2도 최선의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념적 변화의 합리성이라는 현상에 대해 인식적 목적을 개념의 한 요소로 포함
하는 설명과 외적 요소로 간주하는 설명은 미결정적이다.
반면, 개념의 고유 기능에 호소하는 설명 전략은 다음과 같다.
H. 과학사의 개념적 변화들 중 어떤 변화들(e.g., R1, R2, ...)은 합리적이고, 어떤 변화들(e.g, IR1, IR2, ...)은
그렇지 않았다.
EX3. 과학적 개념의 메타정보인 기능에 호소함으로써, 우리는 R1, R2 등이 왜 합리적인 변화였는지, IR1, IR2 등은
왜 그렇지 않았는지는 설명할 수 있다.
F. 문제의 과학적 개념은 그것의 메타정보 중 하나로 기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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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나는 인식적 목적을 개념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이 “무엇이 목적을 갖는다”는 문장에 대한 자연스러운 사용과 일관적이지 않음을 보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인식적 목적을 갖는다는 것을 단지 일상적인 용법이 아니라 전문적인 용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개념이 그것의 일부로서
인식적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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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앞에 제안된 인식적 목적에 호소하는 설명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EX3는 F가 H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는 것이고, 그것
이 최선의 설명이라면, 우리는 F를 믿을, 즉 과학적 개념이 기능이라는 메타정보를 갖는다고 믿을 좋은 증거를 갖는다. 최선의 설명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럴듯한 대안적 설명을 배제해야 한다. 대안적 설명은 아마도 고유 기능이 과학적 개념의 메타정보가 아니
라는 가정에 의존하는 설명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안적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이것은 EX3가 앞서 제안된 설명 EX1과
EX2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4. 과학적 개념의 기능에 대한 명료화
앞 절에서 나는 브리간트가 제안한 “이론적 용어의 인식적 목적”이라는 틀에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나는 인식적 목적보다는 메타정보
로서의 기능이 더 나은 대안임을 주장했다. 그렇지만 개념의 기능이 뜻하는 바를 철학적으로 분석해 명료한 의미를 부여하는 일은 미뤄놓
은 상태이다. 이 절에서는 개념의 기능을 명료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과제에 착수한다.

4.1 라이트 기능과 커밍스 기능
개념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기능’에 대한 기존 이론들을 검토하는 데서 출발해보자. 흔히, 생물학과 그 밖의 학문에서 사용되는 ‘기
능’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두 종류의 기능 개념인 라이트 기능(Wright-function)과 커밍스 기능(Cummins-function)이
구별되어 왔다. 먼저, 라이트 기능은 다음과 같이 진술될 수 있다.(Wright 1973)
(WF) 다음의 경우 그리고 오직 다음과 같은 경우, X의 기능은 Z이다.
(WF1) Z는 X가 거기 존재한 결과이고,
(WF2) X는 그것이 Z를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존재한다.
흔히 원인론적 기능 이론(etiological theory)로 불리는 라이트 류의 이론에서, 기능은 인과적 역사를 통해 선택된 효과로 간
주된다. 이에 따르면, X의 기능이 Z라는 것은 Z는 X가 거기 있음으로 인해 생겨난 효과이고(WF1), X는 그것이 Z를 결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이다(WF2). 예를 들어, 심장 박동은 몸 전체로 혈액을 흘려보내면서 동시에 특정한 소리를 내지만, 우
리는 심장의 기능이 혈액의 순환에 있지, 그것이 내는 소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두 가지가 모두 심장 박동의 효과이더라도, 오
직 혈액 순환만을 우리는 심장의 고유한 기능으로 간주한다. 심장은 그것의 혈액 순환 역할이 생명체의 생존에 필수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거미줄의 기능은 먹이를 잡는 것인데, 그것이 거미줄이 거기에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이트 기능이 기능에 대해 모든 담론들을 다 포괄하지는 못한다. 생명과학에 국한하더라도, 뇌신경과학, 발생생물학, 생
화학에서 기능은 선택이나 진화를 언급하지 않고도 의미있게 사용되는 것 같다. 이 분야들에서 사용되는 기능은 커밍스의 이론에서 잘
포착될 수 있다.(Cummins 1975) 커밍스에 따르면, 기능은 그가 기능적 분석이라고 부르는 특정한 종류의 설명과 관계된다. 기
능적 분석은 어떤 복잡한 계가 가진 역량(capacities)을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단순한 역량들의 집합을 통해 설명하려고 시도할
때 적용된다. 만일 한 계의 전반적 역량이 계를 이루는 부분들의 하부-역량들에 의해 설명된다면, 우리는 전체 역량에 대한 그 부분
들의 기여를 그것의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기능은 왜 어떤 것이 거기에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효과가 아니라, 복잡한 계의
성향이나 역량에 대한 설명에 기여하는, 하부계가 지닌 효과 혹은 능력이다. 따라서 커밍스 기능은 어떻게 한 계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는지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한 유기체의 섭식(feeding) 능력은 섭취, 저작, 소화, 흡수 등의 능력과 같은 더 단순한 능력들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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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되고, 그것들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문제는 두 가지 기능 개념들의 관계이다. 둘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기능 개념을 제안하려는 시도가 없지 않지만(Kitcher
1993), 라이트 기능과 커밍스 기능은 사실 상이한 설명 전략과 상이한 피설명항을 가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조인래
2001; Godfrey-Smith 1993; Millikan 1989) 라이트 기능은 한 계의 여러 효과들이나 수행들 중에서 그 계의 고유한
기능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왜 그 계가 거기에 존재하는지를 설명해준다. 반면, 커밍스 기능은 한 계가 어떻게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그것들의 하위계의 기능들에 의해서 설명해준다. 두 기능 개념은 단지 다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라이트 기능과 커밍스 기능은 상호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도 있다.
이제 기능의 두 의미에 유비해, 과학적 개념의 기능에 대해서 말해보자. 이 장에서 내가 과학적 개념의 기능이라고 말할 때
는 라이트 기능과 유사한 것을 어떤 것을 뜻한다. 즉, 과학적 개념의 기능은 한 과학공동체가 그들의 과학적 실행에서 그 개념을 소유
하고 사용하는 이유, 즉 그 개념의 존재 이유와 관계된다. 과학자들은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개념을 창조하고 사용한다. 예를
들어, 자연선택의 개념은 생명계의 다양성과 적응의 편재성을 설명하기 위해 생물학에 도입되었으며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진화
의 핵심 개념이다. 그래서 자연선택 개념의 기능은 그것이 설명하기로 되어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고전 유전학
에서 (멘델 식) 유전자 개념의 기능은 대물림의 양식을 예측하는 것이다. 물론 한 개념이 기능을 갖는다고 해서, 주어진 목적을 성공적
으로 달성한다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자연선택 개념이 생명 다양성을 설명하는데 충분한지, 고전적 유전자 개념이 대물림의
양식을 예측하는데 충분한지는 얼마든지 논란거리가 될 수 있으며, 이를 결정하는 것은 경험적 문제이다.
방금 언급된 기능의 의미는 다른 의미의 기능과 구별될 필요가 있는데, 용어 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개념의 기능적 역할로 부르기
로 하자. 이때, 과학적 개념의 기능적 역할은 주어진 과학적 연구의 맥락에서 그 개념이 수행하는 인과적 설명적 역할이다. 이
는 너세시안이 자신의 의미 도식을 주장할 때, 의미 도식의 네 요소 중 하나로 기능을 언급했던 것에 대응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
다.(II장 참조) 너세시안은 기능을 그 어떤 것이 하는 것(what it does)로 정의한 바 있다.(Nersessian 1984, 157)
예를 들어, 전자기 마당의 개념은 공간을 통해서 전자기 작용을 연속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다.(see also, Andersen and
Nersessian 2000, S235) 이런 의미의 기능은 어떠한 문제 상황에 대한 설명에서 그 개념이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지를 명
세한다. 커밍스-기능에서와 유사하게, 개념의 기능적 역할은 설명이나 예측과 같은 과학적 실행의 전반적인 인식적 역량에 기
여하는 인과적 설명적 정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과학이 갖는 인식적 역량은 그것에 관여하는 개념들의 기능적 역할에 의해서
설명된다.
요약하자면, 과학적 개념의 기능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이 장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과학적 개념의 기능적
역할이 아니라 고유 기능이다. (따라서 의미의 혼동이 없는 한, 앞으로 ‘기능’이라고 말할 때는 개념에 대한 라이트 기능을 뜻한다.)

4.2 원인론적 기능 정의
라이트-기능에 유비해 과학적 개념의 기능을 개념의 메타정보로서 주장하려면, 두 가지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첫 번째 과제는
라이트의 기능 정의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는 일이고, 두 번째 과제는 주로 생물학적 담론에서 사용되는 기능, 즉 생물학적 기능에 대
한 이론을 (일종의 집합적 인지 상태인) 과학적 개념에 대한 담론과 의미있게 연결하는 것이다.

(1) 생물학적 기능에 관한 원인론적 이론의 명료화
라이트의 기능 정의에서 X의 기능이 Z라는 것은, Z는 X의 거기 존재함으로 인해 생겨난 효과이고, Z는 왜 X가 거기에 존재한지를
설명한다는 것이다. 라이트가 제시한 정의에서 눈여겨볼 것은 X가 Z를 수행한다고 말할 때, 그가 그 동사를 무시제적 형태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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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과거에 수행했거나, 지금 수행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수행할 것으로 독해될 수 있다. 라이트가
이러한 무시제적 용법을 사용한 것은 기능이 (단지 생물학의 영역 뿐 아니라) 다양한 담론과 논의에서 부여될 수 있도록 의도했기
때문이다. 정확히 어떤 시제가 사용되어야 하는지는 문제 상황의 구체적인 인과적 역사가 무엇인지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부분이 맥락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적절한 맥락적 요인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능
의 부여는 지나치게 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부어스가 제시한 사례를 보자.(Boorse 1976) 어떤 급류에서 작은 바위가 그보다 더 큰 바위를 받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만일 작은 바위가 큰 바위를 떠받치지 않았다면, 그것은 급류에 휩쓸려 내려갔을 것이다. 작은 바위는 큰 바위를 받쳐주는 일
을 할 뿐 아니라, 왜 작은 바위가 거기에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따라서 라이트의 정의에 따르면, 큰 바위를 떠받치는 것은 작은
바위의 기능이 된다. 이는 라이트의 두 조건이 너무 느슨하여 기능 부여가 너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시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바로 첫 번째 과제이다.
이를 피하는 유력한 방식은 생물학의 영역에 국한해, 기능을 조금 더 엄밀하게 규정하는 것이다.(Neander 1991;
Millikan 1984; 1989; 1993)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경우, 기능 부여 대상(X)이 거기 존재함을 설명하는데 통상 자연선택
과 같은 선택 과정을 언급해야 한다고 요구한다.61 또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은 재생산이나 복제 관계를 통해서 정의되는 계
통 (즉, “재생산을 통해 확립된 가족”) 안에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덧붙임으로써, 부어스의 반례와 같은 것은 즉각적으로 피
할 수 있게 된다. 그 바위 사례에는 어떤 자연선택 과정도 없고, 재생산 관계도 없기 때문이다.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다. 생물학적 기능은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기능 정의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어떤 대상이 애초
에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선택되었지만 지금은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예컨대, 펭귄의 지느러미의 기능은 자맥질을 하는 것
이지만, 펭귄 선조들의 앞다리는 비행을 위해 선택된 것이었다. 이 경우, 펭귄의 지느러미는 그것이 애초에 비행을 위해 선택되었
더라도 비행의 기능을 갖는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흔적 기관들은 생명체에서 흔히 발견된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근대사
(modern history)” 이론은 기능은 모든 역사가 아니라 가까운 역사 하에서의 선택 과정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제안한
다.(Godfrey-Smith 1994; see also Griffiths 1993) 이 이론에서는 기능의 가변성이 허용되며, 퇴화한 기관의 문제
도 적절히 다룰 수 있다. 이제 비교적 엄밀한 생물학적 기능에 대한 원인론적 이론에 도달한 것 같다.
이상의 생각을 정리해, 다음과 같은 기능의 정의로 요약해볼 수 있다.(Millikan 1984; Griffiths 1993;
Godfrey-Smith 1994)
(EF, Etiological notion of Function) x의 기능은 Z이다 iff
(EF1) x는 (재생산을 통해 확립된) 가족 X의 구성원이고,
(EF2) X의 선조들은 Z를 수행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X가 속한 생물학적 체계의 적응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까닭에)
가까운 과거의 선택 하에서 성공적이었다.
(EF3) X의 선조들이 그렇게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왜 X의 구성원들이 지금 존재하는지 설명한다.
원인론적 기능 정의를 이루는 세 조건을 각각 가족 조건(EF1), 선택 조건(EF2), 설명 조건(EF3)로 부를 수 있다. 심장의
예를 들어보자. 심장의 기능은 혈액을 순환시키는 것이다. 심장의 이전 구성원들은 혈액을 순환시켰고 그로 인해 가까운 과거의 선택
압에서 성공적이었으며, 이 사실에 의해 심장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어떤 이의 심장이 잘 기능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것의 기능은 여전히 혈액을 순환시키는 일이다.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도 그것이 여전히 심장인 까닭은 그것이 재생산을 통
해 확립된 심장 가족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심장 가족의 일원임을 확인해주는 것은 그 기능을 실제로 수행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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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니안더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어떤 유기체 O의 어떤 대상 X의 고유기능은 X와 동일한 유형들의 대상들이 O의 선조들의 포괄적
응도를 높이는데 기여했고, 그래서 자연선택 과정에서 표현형 X의 유전형이 선택되도록 했던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Neander 1991,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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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 계통에 속하는지 여부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가족 조건이 너무 엄격하게 독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일차적인 의미에서 가족은 복제에 의한 재생산을 통해 확립된다. 엄격한 의미의 복제는 유전자나 모방 행동 사이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유전자 복사본과 같은 것만이 일차적인 의미의 가족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이차적인 의미에서 가족은 일차적 의미의 가족
을 매개로 재생산되는 것으로, 재귀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예컨대, 심장은 유전자를 매개로 닮은 꼴들이 재생산된다. 그렇다면 심장
뿐 아니라 심적 표상 같은 것들은 이차적인 의미에서 가족을 이룰 수 있다.(Millikan 1984) 라이트 기능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과제는 완수된 것 같다.
(2) 일반화된 원인론적 기능에서 과학적 개념의 기능으로
이제, 두 번째 과제로 화제를 돌려보자. EF을 통해 우리는 생물학적 기능의 관념을 상당히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는 두 번째 과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 같다. 생물학적 기능이 세부적으로 규정될수록 다른 영
역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기능이 흔히 부여되는 대표적인 영역은 인공물이다. 예컨대 망치의 기능은 못을 막는 일이고, 물
컵의 기능은 물을 담는 것이다. 인공물의 기능에 EF가 곧바로 적용되는지는 따져볼 문제이다. 궁극적으로는 EF 혹은 그와 유사한 정식화
가 과학적 개념의 기능에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이 이 절에서 우리가 할 일이다.
그 일에 착수하기 전에, 이 절에서 하지 않는 일을 미리 말해두는 편이 좋겠다. 첫째, 우리의 두 번째 과제는 기능 일반에
대한 통합적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논문의 범위를 훨씬 넘는다. 대신, 나는 비교적 엄밀하게 규정된 생물학적 기능에서
영감을 받은, 과학적 개념의 기능에 적용가능한 기능 정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나는 모든 과학적 개념이 기능을 가진다고 주장
하지 않는다. 유기체 혹은 그것의 부분들이 모두 기능을 가지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예컨대, 지금은 아무런 기능을 갖지 않는 퇴화 기
관도 있을 수 있고, 유전체 속에는 수많은 정크 DNA가 존재한다. (생물학적 기능 정의가 말해주는 바는, 만일 어떤 생물학적 기
관이 기능을 가진다면, 그것은 EF에서 규정된 조건들을 만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주장은 만일 어떤 과학적 개념이 기능
을 갖는다면, 그것은 개념의 메타정보로서 기술적, 규범적, 설명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적 개념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공물의 기능에 대해 논의해보자. 기능 일반에 대한 통합 이론에 회의적인 철학자들은 생물학
적 기능과 인공물의 기능의 차이에 주목해왔다.(Vermass and Houkes 2003) 생물학적 기능은 대개 큰 생물학적 체계의 부
분에 부여되는 반면, 인공물 기능은 인공물 자체에 부여된다. 생물학적 기능과 달리 인공물의 기능은 인간의 제작 및 사용 의도가 결정
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생물학적 기능은 재생산 가능한 대상들에 부여되지만, 인공물은 그렇지 않다. 생물학적 기능은 진화적 역사
의 경쟁 하에서 선택된 효과이지만, 인공물의 경우 생물진화에 대응하는 진화적 역사나 경쟁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생물학적 기능과 인공물 기능에 모두 적용되는, 조금 더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기능 논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생물
학적 기능과 인공물 기능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되는 것도 아니다. 첫째, 인공물 자체에 기능이 부여되는 경우, 그 인공물이 자신이 속한 더
큰 기술-사회 체계(socio-technological system)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과 관련해 생각해볼 수 있다. 심장이 혈액
순환 기능을 통해 신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듯, 물컵은 물을 담는 기능을 통해 물-물컵-사람의 체계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심장을 가진 신체에서 심장의 기능이 혈액 순환이듯, 물컵-사람의 체계에서 물컵의 기능은 물을 담는 것이다. 둘째, 모든
인공물의 기능이 인간의 의도에서 직접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인공물의 형태나 구조가 시행착오를 통해 변화해왔고 그 결과 현
재의 상태로 고정되었다면, 그 인공물의 기능은 인간의 직접적인 설계 의도와 무관하게 결정된다. 기술의 진화를 진화론에 비유하는
기술진화론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바살라 1996) 셋째, 인공물이 일차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을 매개로
이차적으로 재생산된다고 말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 특히, 시행착오를 통한 기술 변화에서는 생물학적 기능의 진화적 역사에 대응
하는 선택 과정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인공물이 기능이 생물학적 기능과 정확히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시행착오에 의해 발달해온 인공물에는 EF의 변형
된 정식화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많은 인공물의 경우 설계자 혹은 사용자의 의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인공물의 구조, 속성,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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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결정된다면, 실제 선택의 역사에 호소하는 전략은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까지 포괄할
수 있는 길이 존재한다. 그것은 설계 의도나 사용자의 의도를 가상적 선택 과정 하에서의 선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인공물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자는 몇가지 가능한 대안들을 상상해보고 그것들 중에서 특정한 결과를 더 효과적으로 산출할 것 같은
선택지를 택한다. 제한된 범위의 가능한 대안들이 있고, 그들 사이에 상상된 경쟁이 존재하며, 각 선택지들은 재생산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차별화될 수 있다. 이는 실제 자연선택은 아니지만 가상적인 선택 과정으로 묘사할 수 있을 만큼, 실제 선택 과정
과 닮아 있다.(Griffiths 1993) 이렇게 조금은 추상적인 수준에서 선택 과정을 말할 수 있다면, 보다 일반적인 원인론적 이
론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안할 수 있다.
(GEF, Generalized Etiological notion of Function) x의 기능은 Z이다 iff
(EF1) x는 가족 X의 구성원이고,
(EF2*) (a) 실제로 X의 선조들이 Z를 수행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까운 과거의 (자연적 혹은 사회문화적) 선택 하에
서 성공적이었거나, (b) 가상적으로, X의 구성원들이 Z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었고 그럼으로써 가까운 가상적 선택
하에서 성공적이었다.
(EF3) X의 선조들이 그렇게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왜 X의 구성원들이 지금 존재하는지 설명한다.
우산은 비를 받치는 기능을 가진다. 우산은 고차적으로 재생산 가능한 가족의 일원이고(EF1), 비를 받칠 것으로 기대되었고 그럼
으로써 선택되었으며(EF2*), 그 사실은 왜 우산이 존재하는지를 설명한다(EF3). 따라서 GEF는 인공물에도 적용될 수 있는 더
욱 일반적인 원인론적 기능 정의이다. 그러면서도 부어스의 반례와 같은 것을 피하며, 지나치게 방만하게 기능이 부여되는 것도 방지
한다. 예컨대, 부어스 사례에서 작은 바위는 가족 구성원 아니며, 어떤 실제적이거나 가상적인 선택의 역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EF2*)에서도 기원이 아니라 최근의 역사에서 선택될 것을 요청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공물의 경우에도, 최초
의 기능이 아닌 새로운 기능이 부여되기도 한다. 예컨대, 인공물들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장식적 기능을 갖는 경우가 흔하다. 이는 기
능의 변화가능성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조금 전 정의된 일반화된 원인론적 기능은 과학적 개념에도 잘 적용된다. 과학적 개념이 생물학적 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경
쟁하고 재생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고차적으로 재생산된다고 볼 수 있고, 어떤 과학적 개념이 갖는 인식적 효과로 인해 그것
이 실제적 혹은 가상적 선택 상황에서 선택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를 과학적 개념에 대한 원인론적 기능
(Etiological Notion of Function of Scientific Concepts, EFSC)이라고 부를 수 있다. 고전 유전학의 유전자
기능을 사례로 예시해보자.
(EFSC-Gene) 유전자 개념의 기능은 대물림 양식의 예측이다. iff
(가족 조건) 유전자 개념은 가족을 이룬다.
(선택 조건) 유전자 개념을 통해 대물림 양식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고 실제로 대물림 양식을 성공적으로 예측함으로
써 가까운 과거의 (인식적) 선택 하에서 성공적이었다.
(설명 조건) 이 같은 사실은 왜 유전자 개념이 지금 거기에 존재하고 사용되는지를 설명한다.
이 절에서는 과학적 개념의 기능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게 만들고자 했다. 라이트 기능의 기본 정신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에
대한 가해진 비판을 피할 수 있는, 보다 세련된 원인론적 정의를 제안했다. 그리고 이를 과학적 개념에 대한 논의에 적용했다. 실
제적, 가상적 선택 과정의 효과에 호소하는 원인론적 기능 정의에 따라, 우리는 과학적 개념의 기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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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전자 개념의 변화: 고전 유전자에서 분자 유전자로
개념적 변이의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은 개념의 기능에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이다. 이제, 개념의 기능에 대
한 원인론적 정의에 기초해, 앞에서 논의된 합리적 개념 변화의 도식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검토해보자. 이 절에서 우리는 유전
학의 역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유전자(gene)라는 과학적 개념이 변화해온 과정의 일부를 살펴본다. 고전 유전학에서
의 유전자 개념을 고전 유전자(classical gene) 개념으로, 분자 생물학에서 사용되는 유전자 개념을 분자 유전자 개념으로 부를 수
있는데, 분자 유전자 개념은 다시 고전적 분자 유전자(classical molecular gene) 개념과 현대적 분자유전자(modern
molecular gene concept) 개념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다룰 개념적 변화는 고전 유전자에서 고전적 분자 유전자로의 변화
이다. 이 변화는 지시대상과 개념의 인지적 내용 뿐 아니라 개념의 기능까지 모두 변화한 매우 흥미로운 사례를 제시한다.62

5.1 고전 유전학의 유전자 개념
유전자라는 개념은 20세기 초 멘델의 재발견 이후 유전학(genetics)이 성립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20세기 초 유전학자들은
멘델에게서 “단위 형질의 유전”이라는 핵심적인 사상을 발굴해냈다. 63 다윈을 포함해 이전의 생물학자들은 부모의 형질이 서로
섞여서 대물림된다는 혼합 유전설을 받아들였던 것에 반해, 멘델주의자들은 형질이 독립적인 단위로 존재하며, 그러한 단위 형질이
안정적으로 후대에 전달된다고 보았다. 이들에게 유전(대물림)이란 안정적인 단위 형질이 세대를 거쳐 전달되는 과정이었다. 초기
에는 유전 단위와 형질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아 혼동도 있었으나, 요한센(Wilhelm Johannsen)이 유전형(genotype)과
표현형(phenotype)의 구분을 도입함으로써 유전 단위는 표현 형질과 분명하게 구분된다. 이런 구분 덕택에, 초기 유전학자들은 개
체의 발생 과정(과 그 과정에서 유전자가 수행하는 역할)에는 괄호치고, 유전 단위가 세대 간에 전달되는 과정만을 다루는 독립적
인 분과학문으로서 유전학을 확립할 수 있었다.(Rheinberger and Muller-Wille 2010) 고전유전자 개념에 부여된 임무
는 대물림의 패턴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었다.
고전 유전학을 하나의 연구 프로그램으로 확립하고 발전시킨 것은 토마스 모건(Thomas Hunt Mogan)과 그의 동료들이었다.
모건은 초파리(Drosophila melanogaster)의 돌연변이를 이용한 매우 정교한 번식 실험들을 통해, 초파리의 유전자 지도를 그
릴 수 있었다.(Kohler 1994) 이 같은 유전자 지도를 통해 유전학자들은 초파리가 가진 네 쌍의 상동염색체 중에서 어떤 염
색체의 어떤 자리에 어떤 대립유전자들이 위치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었다. (예컨대, 초파리의 빨간색 눈 유전자는 2번 염색체
의 특정한 자리를 차지한다.) 유전형에 대한 이러한 지식들을 통해, 다양한 변이를 가진 개체들을 교배했을 때, 후손들이 가질 표현
형질의 패턴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고전 유전학의 성공적인 활동은 유전자에 대한 여러 가정들에 의존했다.(Sterelney and Griffiths 1999, chap 6)
핵심적인 가정들로는 표현형과 유전형의 구분, 각 형질은 한 쌍의 유전 인자들(대립유전자 allele)과 관계한다는 생각, 유전자의
전달에 대한 원리들(분리, 독립, 연관, 재조합), 염색체 내에서의 유전자의 선형 배열, 같은 자리를 차지하는 대립유전자들 사이
의 관계(우성, 열성) 등이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두 법칙만 간략히 설명해보자. 분리의 법칙에 따르면, 두 대립유전자는 생
식세포를 형성할 때 분리되어서, 각 생식세포는 하나의 대립유전자만을 포함한다. 부의 생식세포와 모의 생식세포에서 온 대립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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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 대한 분석은 주로 Rheinberger and Muller-Wille 2010; Sterelny and Griffiths 1999; Waters
1994에 크게 빚지고 있음을 밝혀둔다.
63
멘델 자신이 얼마나 멘델주의자였는지는 논란거리이다. 멘델은 교배를 통해 새로운 종이 생겨날 수 있는지를 탐구했으며, 그런 점에서 그의 관심은
유전학보다는 진화에 가까웠다.(Olby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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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접합체에서 결합되지만, 섞이지 않고 분리된 채로 다음 세대에 전달된다. 독립의 법칙에 따르면, 생식세포의 한 유전자
자리에 특정 대립유전자가 위치할 확률은 다른 자리에 어떤 대립유전자가 위치하는지와는 독립적이다. 예컨대, 어떤 완두콩 종의
표면색이 무엇인지와 키가 얼마나 큰지는 독립적일 수 있다. 그러나 모건 학파가 확립한 고전 유전학은 단순히 독립의 법칙을 엄격히
고수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정교한 형태를 지닌 것이었다.
모건과 동료들은 다양한 교배 실험을 통해 유전의 “법칙”이 지켜지는지 아니면 예외적인 상황이 일어나는지 밝힐 수 있었고, 독
립의 법칙은 빈번히 위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유전학에 위기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교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여기서
세포에 대한 지식이 관여한다. 유전 물질이 각 염색체 내에 일렬로 배열되어 있다면, 서로 연관된 유전자들은 하나의 염색체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연관군을 만든다.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들은 독립적이고, 동일한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들
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 동일한 염색체에 있더라도 유전자들 사이의 연관 강도는 다양할 수 있다. 감수분열시 상동염색체들은 교차
(cross-over)하고 재조합해서, 각 염색체의 부분들이 다른 염색체의 부분들과 교환된다. 연관된 유전자들이 교차로 인해 분리될
확률(즉, 연관이 깨질 확률)은 염색체 내에서 그들이 얼마나 가까이 위치해 있는지에 달려있다. 말하자면, 한 염색체 내에서
가까이 위치한 유전자들은 연관이 강하고 함께 대물림되는 경향이 강하고, 멀리 위치하면 연관이 약하고 깨어지기 쉽다. 모건과
동료들은 이런 원리에 입각해 초파리 유전자의 지도를 그릴 수 있었다. 그들은 상동염색체들 사이의 재조합 빈도(즉, 감수분열 시 교차의
발생빈도)를 통해 유전자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동시에 유전자를 재조합의 단위로 정의할 수 있었다.
1920-30년대 확립된 고전 유전자 개념은 대물림 패턴을 예측하는데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 그것은 재조합의 단위이자 변이
의 단위였고, 또한 (발생적 및 생리학적) 기능의 단위였다. 고전 유전자 개념은 기능적 역할에 의해 정의된 개념이었으며 도구적
인 개념이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Griffiths and Stotz 2007) 유전자의 물질적 본성에 대한 내용은 개념에 포함
되지 않았다. 이 주장은 조심스럽게 이해되어야 한다. 첫째, “유전자와 관련된” 어떤 물질적 조건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
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포학적 지식도 고전 유전학에서 중요하게 사용된다. 예컨대, 유전자는 염색체 안에서 일렬로 배열되
어 있다고 가정되고, 염색체 내에서 배열의 차이가 표현형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동원된다. 그러나 그것은 “유전자의” 내적인 물
질 구조에 대한 것이 아니다. 둘째, 유전자의 내적 구조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예컨대, 유전자 구조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각 유전자는 염색체 분열 이전에 복제되며, 유전자에서 일어난 돌연변이도 복제된다는 가정은 고전 유전학에서
도 받아들여졌다.(Waters 1994, 170) 그러한 가정들은 유전자의 내적 구조에 대한 것이지만, 물질적 구조에 대한 것은 아니
다. 셋째, 고전 유전학자들이 유전자의 내적 물질적 구조에 대한 아무런 신념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유전학자
들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질 수 있었지만, 폭넓게 합의된 의견은 없었고, 대부분 사변적이고 유비적인 데 그쳤다. 따라서 과학적
개념으로서 고전유전자는 내적인 물질적 구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64
고전 유전학에서 유전자의 물질적 본성에 대한 물음이 중대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당대 유전학의 연구 방법을 통해 대답될
수 없는 종류의 물음이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당시 고전 유전학의 유전적 분석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념의 인지적
내용은 어떻게 한 개념이 과학적 실행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다. 그러나 유전자의 물질적 구조에
대한 정보는 고전 유전학의 실행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다.(Waters 194, 169-170) 대물림의 패턴을 예측하는 일은 유전
자가 후대로 전달되는 과정과 표현형-유전형 관계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었다. 예컨대, 부모의 유전형으로부터 후손들의 유전형 분포를
계산하고, 이로부터 후속 세대들의 표현형 분포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했다. 구조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염색체 내에서 일어나는 다
양한 세포적 과정들에 호소할 수 있었다. 모건을 비롯한 유전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았다. 모건은 자신의 노벨상 수상 연설
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전자가 무엇인지, 그것이 실재하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가상적인지에 관해 유전학자들 사이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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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델의 재발견자 중 하나인 코렌스(Correns)는 유전자의 자리는 염색체에, 발생의 자리는 핵 밖의 원형질에 부여하는 공간적 분리를 통해
유전과 발생을 분리하고자 했던 반면, 요한센은 유전자를 세포나 염색체 등의 구체적인 공간에 갇히지 않은 추상적인 존재로 간주했다. 요한센에
게 유전자는 위치나 물질적 구성에 대한 “어떤 가설에서도 자유로운 개념”이었다.(Johannsen 1909; Rheinberger and MullerWille 20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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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의견은 없다. 왜냐하면 유전자가 가상적인 단위인지 아니면 물질적 입자인지는 유전학 실험이 수행되는 수준에서 아무런 차이
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이다.”(Mogan 1933; Falk 1986, p.148에서 재인용)
유전자의 물질적 구조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유전자가 그와 관련된 형질을 어떻게 산출하게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
았다. 초기에는 하나의 표현 형질이 하나의 유전형에 대응되는 것으로 가정되었지만, 곧 다면발현 유전자(pleiotropic genes)
과 다인자적 형질(polygenetic traits)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한 대립유전자가 여러 형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한
표현 형질이 여러 대립유전자의 작용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65 유전형과 표현형의 관계가 일-대-일이
아니라 다-대-다인 것은 이미 고전 유전학에서 알려졌지만, 각 유전자의 유전적 효과가 무엇인지, 각 유전자가 표현 형질에 대
해서 기여하는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시 말해, 고전 유전학의 설명은 메커니즘 설명이 아니었다. 엄밀히 말하면,
고전 유전학의 유전적 분석이란 유전자를 통해서 형질을 설명했던 것이 아니라, 유전적 차이를 통해서 형질의 차이를 설명했
다.(Waters 1994; Rheinberger and Muller-Wille 2010) 도브잔스키에 따르면, “[고전] 유전학은 유전자 차이에
관계한다. 유전자를 발견하는데 사용되는 방식은 이종교배(hybridization)인데, 어떤 형질에서 차이를 보이는 부모들을 교배하고,
후손들에서 형질의 분포를 관찰하는 것이다.”(Dobzhansky 1970; Hull 1974, 23에서 재인용)

5.2 분자 유전자 개념
분자 유전자의 개념이 확립되는 데에는 개별 유전자들의 (발생적, 생리학적) 기능과 내적 구조에 대한 발견들과 이론들이 중요한 역
할을 했다. 첫째, 1940년대 미생물 연구에서는 어떤 개별 유전자들의 돌연변이가 효소를 생성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는 효소를
생성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발견들은 개별 유전자가 표현 형질에 기여하는 바를 알려줌으로써, 특정한 효소를 생산하는 것
이 각 유전자의 일차적인 효과라고 간주하는 한 유전자-한 효소 가설로 정식화된다.(Beadle and Tatum 1941) 둘째, 유
전 물질의 후보였던 DNA의 분자구조에 대한 모형이 왓슨과 크릭에 의해서 밝혀졌다.(Watson and Crick 1953) 유전자
는 네 가지 염기(A, G, C, T)를 가진 뉴클레오티드의 선형 배열이 두 가닥으로 꼬여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두 가닥은 상호보완적
이어서 유전자의 복제 과정에 대한 자연스러운 설명을 제공했다. 셋째,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유전자 변이와 재조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수행되었는데, 이를 통해 변이와 재조합에 대한 지식이 증진되었다. 특히, 유전자의 부분으로 간주되었던 개별 뉴클레오
티드의 변화로 인해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음이 밝혀졌고, 재조합이 유전자들 사이에서 뿐 아니라 한 유전자 내에서도 발생한다
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들로 인해, 유전자는 시스트론(cistron)으로 간주되기에 이른다.(Benzer 1957) 시스트론은 독립
적인 생리적인 효과를 가지는지를 시스-트랜스 시험에 의해서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DNA 서열을 말한다. 이런 유전자 개념
의 변화로 인해, 한 유전자-한 효소 가설은 한 시스트론-한 폴리펩티드 가설로 정교화된다.
고전 유전학은 유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 대물림 패턴을 설명하고자 했던 반면, 분자 유전학은 유기체 내에서 발생하는 분
자적, 세포적, 발생적 과정들을 이해하고자 했다. 따라서 분자 유전자 개념에 포함된 정보는 고전 유전자 개념을 이루는 정보와는
차이를 보이게 된다. 첫째, 분자 유전자에 부여된 기능은 유전자들이 어떻게 분자적 산물들을 생성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자 유전자 개념에서는 유전자의 물질적 구조에 대한 정보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유전자의 분자 구조에 대한 정보
는 분자 유전자 개념에 중요한 일부로 포함된다. 예컨대, 유전자는 연속적인 DNA 서열로, 두 가닥의 사슬로 이루어져 있고, 각 사슬
은 네 종류의 뉴클레오티드가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 둘째, 유전자의 분자적 역할에 대한 정보도 개념의 중요한 일부를 차지한다.
DNA 뉴클레오티드의 선형 배열 안에 부호화된 유전 정보는 전령 RNA의 서열로 전사된다. mRNA는 일차적인 유전자 발
현의 산물, 즉 일차 전사체(primary trascript)로, 전사된 RNA의 코돈(뉴클레오트 삼중체)의 서열은 다시 폴레펩티드의 아미
65

예컨대, 모건 연구팀에 따르면, 흰 눈 대립유전자는 흰 눈 뿐 아니라, 무색의 고환 표피, 둔한 행동, 짧은 수명 등과도 연관되어 있고, 초파리의
눈 색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자리는 25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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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산 서열로 번역된다. 이런 과정은 분자생물학의 중심 원리(central dogma)로 요약될 수 있다. 셋째, 유전자 표현과 관련
된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예, 전사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도 유전자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정보들을 포함하여, 1970년대
에 이르면, 유전자는 흔히 열린 해독틀(ORFs, open reading frames)과 동일시된다. 열린 해독틀이란 프로모터 뒤에 위치하
면서, 시작 코돈과 중지 코돈 사이에 위치한 연속적인 DNA 서열을 말한다. 분자유전자 개념은 유전자의 근접 효과에 주목함으로써,
고전유전자가 남겨놓은 설명적 공간(유전자가 어떻게 표현 형질에 기여하는지)을 메우게 된다. 직접적으로 유전자는 자신의 분자적
산물을 생산하는 메커니즘 설명을 제공하고, 보다 간접적으로 발생 과정과 표현 형질의 발현 과정에 대한 설명에도 관여한다.
고전 유전자가 분자 유전자 개념으로 변화한 이러한 과정이 매우 흥미로운 것은 개념의 인지적 내용이 변화했을 뿐 아니라 지
시대상도 변화했으며, 심지어 개념의 기능도 변화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떻게 고전 유전자 개념으로부터 분자 유전자 개념이 생겨
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어떻게 합리적일 수 있는지를 해명하는 일이다. 개념의 기능이나 목적이 변하지 않은 경우,
공유된 목적에 기초해서 개념적 변화의 합리성은 설명할 수 있지만, 유전자 개념의 변화는 그렇게 단순한 상황은 아니다. 앞 절에
서 나는 목적이 변화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개념적 변화가 합리적일 수 있는지 도식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주어진 목적에 대한
합리적 개념 변화와 목적 자체의 정당한 변화가 핵심적이다. 유전자 개념의 변화 과정에서는 이러한 두 요소를 어렵지 않게 포
착해낼 수 있다.66
고전 유전자로부터 분자 유전자로의 변화는 두 단계로 분석될 수 있다. 고전 유전자 개념의 기능은 대물림의 패턴을 예측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고전 유전자는 변이의 단위, 재조합의 단위, 그리고 기능의 단위로 규정된다. 1940년대와 50년대, 유전자의 분자 구조와
그것의 인과적 역할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면서, 유전자는 DNA 서열이고, 변이와 재조합은 시스트론 내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으며, 한 유전자-한 효소 가설이 제안된다. 이런 새로운 정보들은 유전자의 인지적 내용으로 포함된다. 이러한 개념적 변
화는 고전 유전자가 기능의 단위라는 측면에서, 유전자의 생리적 효과를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볼 때, 합리적인 변화로 간주된다. 이
단계는 안정적인 목적에 대한 합리적 개념 변화로 이해된다. 두 번째 단계는 1960-70년대에 이루어진다. 열린 독해틀
(ORF), 프로모터, 조절 영역 등 유전자 기능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구조들이 발견됨으로써, 분자 유전자 개념이 확립되는데, 이를 통
해 유전자의 분자적 기능을 설명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개념의 지시대상, 인지적 내용, 기능이 모두 변화한다. 분자 유전자는
재조합이나 변이의 단위도 아니고, 발생 및 생리 기능의 단위도 아니다. (재조합과 변이의 단위는 단일 염기이고, 기능의 단위는 코돈
이다.) 전사되지 않는 조절 영역은 표현형질의 차이를 낳지만 분자유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전자의 분자적 기능에 대한 연구는
고전 유전자의 목적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던 것은 아니고, 유전자 기능이라는 목적이 분자적 수준에서 강조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
다. 이런 목적의 변화가 정당한 것은 이미 고전 유전자 개념을 통해 대물림의 패턴을 예측하는 상당히 적합한 이론을 가지고 있었으
며, 유전자의 분자적 기능을 탐구함으로써, 세포적, 생리학적, 발생적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수정된 유
전자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지시대상과 인지적 내용의 변화는 여전이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6. 요약
나는 이 장에서 과학적 개념의 기능을 개념구성적 정보체의 메타정보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적 개념의 기능은 라이트기능에 유비해서 이해될 수 있고, 이는 커밍스-기능에 유비해서 이해될 수 있는 과학적 개념의 기능적 역할과는 구별된다. 개념의 기
능은 개념 사용의 규범성을 제시하며 동시에 개념 변화의 합리성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고전유전자에서 분자유전자로의 개념적
변화는 기능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인상적인 사례로 제시되었다. 그렇지만 브리간트가 제안한 “인식적 목적”은 적절한 틀이 아니며,
원인론적 기능 정의에 따른 개념의 기능이 더 나은 대안임을 주장했다. 이러한 논의는 종국적으로 언어적 접근보다는 인지적 접근을 통
66

여기서 목적은 모두 기능으로 바꾸어쓸 수 있지만, 유전자의 생리적 발생적 기능 등 유전자 기능이라는 말과 혼동될 것을 우려하려 목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과학자공동체가 그 개념에 부여하는 인식적 목적은 결과적으로 그 개념의 기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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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과학적 개념이 더 잘 이해될 수 있다는 본 논문의 중심 주제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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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장 비판과 대응

지금까지 나는 인지적 메타정보 이론이 과학적 개념을 다루는 이론으로서 상당한 근거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이론이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모든 측면에서 완벽한 이론임을 보인 것은 아니다. 이 장에서는 메타정보 이론에 대해 가해질 수 있는 세 가지 반론들을 고려하고, 이에 대
응한다. 첫째, 구조적 이질성 논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 개념 제거주의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구조 다원론은 그 자체로는 개
념 제거주의를 함축하지 않으며 제거주의를 받아들일 좋은 이유는 없다고 주장한다. 둘째, 과학적 개념의 이론이라면 과학적 개념이 어떻게
세계 속 대상을 지시할 수 있는지를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에 대해, 인지적 메타정보 이론과 양립할 수 있는 두 가지 지시 이론을 제시한다.
셋째, 과학적 개념의 이론은 과학적 개념의 특이성에 민감해야 한다. 과학적 개념이 일상적 개념과 다른 점은 무엇이고, 그 차이가 메타
정보 이론에 의해 적절히 포착되는지 검토한다.

1. 개념 제거주의의 우려
본 논문에서 내가 제안하고 있는 과학적 개념에 대한 인지적 접근의 한 축은 구조적 이질성 논제이다. 구조적 이질성 논제에 따르면, 과학적
개념은 구조적으로 이질적인 복수의 정보구조들로 이루어진다. 구조적 이질성이 상당히 그럴듯해 보인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는데 주저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는 구조적 이질성 논제가 결국 과학적 개념에 대한 제거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상적 개념을 철학적
으로 분석하면서, 마셔리(Machery 2009)는 "개념"이라는 용어는 이질적인 대상을 가리키며, 자연종이 아니고, 결국에는 과학적 심리학
의 어휘에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과학적 개념도 일상적 개념과 마찬가지로 자연종이 아니라면, "과학적 개념"도 제거해
야 하지 않을까?
나의 대답은 마셔리의 개념 제거주의는 정당한 근거를 결여하며, 따라서 과학적 개념은 제거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보기 위해
먼저, 마셔리의 개념 제거주의 논증을 살펴보고 그 논증이 왜 성공적이지 않은지를 논의한다. 그 다음, 개념의 자연종 지위를 둘러싼 논쟁의 모호성
을 지적하고, 끝으로 과학적 개념과 관련해서 물어야 하는 중요한 물음이 무엇인지 지적하겠다.
마셔리에 따르면, 제거주의 논증은 구식 제거주의 논증과 과학적 제거주의 논증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구식 제거주의 논증은 전통적으로 철학에서
명제태도나 통속 심리학에 대한 제거주의를 주장할 때 활용해왔던 논증 방식이다. 이를 개념에 관한 논의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P. ‘개념’의 정의를 만족하는 것은 없다.
C. 따라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논증은 특정한 지시 이론(이 경우, 기술주의적 지시론)이 올바르다는 가정 하에서만 성립한다. 형이상학적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시 이론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정당화되지 않은 한, 이 논증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마셔리는 이러한 구식
제거주의 논증에 반대한다. 마셔리가 그 대신 제시하는 것은 그가 과학적 제거주의 논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전제 1. 한 용어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제거되어야 하는지는 그것이 그 분과학문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기여하는지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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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A) 분류적 목적, 즉 자연종을 집어내는 일은 많은 과학에서 이론적 용어의 주된 기능이고, 어떤 이론적 용어가 자연종을 집어내지
못하면,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추정(presumption)이 가능하다.
(1-B) 그 용어를 유지하는 것의 이득이 비용보다 크지 않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
전제 2. 개념은 자연종이 아니다.
(2-A) 개념이 자연종이려면, 복수의 정보체들이 과학적으로 중요한 속성들을 다수 공유하고, 그 공유된 속성들은 공통의 인과적 기제에 의
한 것이어야 한다.
(2-B) 사람들은 각 범주에 대해 원형, 본보기, 이론 등 이질적인 정보체를 가지며, 이들은 공통점이 별로 없다.
전제 3. "개념"이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이 이득보다 많다.
결론. 따라서 과학적 심리학에서 "개념"은 제거되어야 하고, 대신 "원형", "본보기", "이론"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간략히 말하자면, '개념'이 인지과학에서 보존되려면, 그것이 자연종 용어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인지과학 연구에
유익해야 한다. 그런데 마셔리에 따르면, 개념은 자연종 용어가 아닐뿐더러, 인간 인지에 대한 연구에 오히려 혼동만 초래하므로 제거하는 편
이 더 유익하다. 하나의 ''개념'을 상정하고 그것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동안 불필요한 논란을 해온 셈이다. 따라서 "개
념"을 제거하고 "원형", "본보기", "이론"으로 바꾸어 사용한다면, 원형 이론, 본보기 이론, 이론 이론 사이의 생산적이지 않은 논쟁은 종식될
것이다. 또한, "개념"을 제거하면, 앞으로 인지과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여러 문제들을 제기한다. 첫째, 관련된 정보들 중에서 어떤 요
소가 원형, 본보기, 이론에 포함되는 정보인지, 어떤 것은 배경지식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인자가 무엇인지 탐구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원형
이론들, 본보기 이론들, 이론 이론들 중에서 어떤 것이 올바른 원형 이론, 본보기 이론, 이론 이론인지를 탐구해서, 원형, 본보기, 이론의 본성을 밝혀야
한다. 셋째, 범주화나 귀납에 대한 다중과정 이론을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정교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물론 의사소통에서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편익이 더 크기 때문에 "개념"은 제거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 논변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간단한 유비를 들어서 그것이 가져오는 불편한 귀결을 살펴보자. 지금 문제는 개념의 규정(OC)를 만족하는
존재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셋 이상이라는 것이며, 그 셋은 공통점이 별로 없는 이질적인 정보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과
학에서 흔히 발견되는 상위종들의 상황과 유사하다. 예컨대, 화학의 "금속" 개념을 고려해보자. 지금까지 알려진 화학원소들 중에서 대략
3/4 정도가 금속으로 분류되는데,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전이 금속 등 여러 하위부류로 나누어지고, 그 부류들은 다시 여러 원소들을 포함한다. 예
컨대, 알칼리 금속인 나트륨, 알칼리 토금속인 마그네슘, 전이 금속인 아연 등은 모두 금속에 해당하지만,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매우 다른 이질적
인 원소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화학에서 "금속" 개념을 제거해야 한다는 결론이 따라나오는 것은 아니다. (‘공기’가 하나의 원소가 아니라 여
러 원소들의 혼합물임을 발견한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공기’가 이질적인 물질들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공기’를 제거할 필요는 없다.) 물론 사
정이 다르다고 반박할지도 모른다. 인지과학자들은 통합적인 개념 이론을 추구하면서, 개념에 대한 원형 이론, 본보기 이론, 이론 이론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속의 사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항을 말해준다. 첫째, 상위종의 동일한 규정을 만족하는 복수의 존재자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상위종을 제거하기 위한 좋은 근거가 아니다. 둘째, 상위종의 제거는 그것이 가져오는 편익과 비용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다. 사실 마셔리의 실용적 기준은 어느 정도 이러한 고려사항들을 감안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상위종의 제거가 비생산적인 논쟁 상황을 종
식하기 위한 최선의 방식인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념에 관한 연구를 금속(혹은 원소)에 관한 연구와 같이 만드는 일이다. 인지과학자들이 개념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되, 각 이론(원형 이론, 본보기 이론, 이론 이론)이 개념에 대한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하기 보다는 그것의 일부 영역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세 이론들은 비생산적인 논쟁이 아니라 보다 생산적인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
개념"을 제거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는 화학에서 "금속"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화학에서 공유된 인식은 금속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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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아니라 여러 종류라는 것이므로, 지금 개념 이론에서 필요한 것은 구조적 이질성 논제가 주장하는 것, 그리고 오직 그만큼의 구조적 다원론이다.
즉, 개념은 구조적으로 이질적인 정보체들의 집합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개념 제거주의를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유사한 이득을 가져올 것이고, 동
시에 "개념"을 제거하는 불필요한 비용도 치르지 않을 것이다.
구조적 다원론을 고수하는 이러한 대안의 장점은 자연종 문제를 비켜간다는 것이다. 개념이 자연종이 아니라는 주장은 매우 흥미롭고 도발적으로
보이지만, 일단 구조적 이질적 논제를 받아들이고 나면 그 주장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분명치 않다. 개념이 자연종이 아니라는 주장의
가치는 개념 제거주의의 잠정적인 증거로 사용된다는 것인데, 나는 개념 제거주의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면, 구조적 이질적 논제와 별도로 자
연종 문제를 논의해야 할 이유도 없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조적 이질성 논제를 받아들인 후에, 개념의 자연종 지위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간략히 묘사해보자.
마셔리는 원형, 본보기, 이론이 서로 상이하며 과학적으로 흥미로운 일반화를 끌어낼 수 있는 공통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의 자연종을 이
루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사무엘스는 항상성을 지닌 속성다발종(HPC kind)으로서의 자
연종이라는 관념을 통해 개념을 구출해내고자 한다.(Samuels and Ferreira 2010, 222-223)
· 만일 자연종이 HPC 종을 의미한다면, 개념도 HPC 종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개념들은 정보체이고, 장기기억에 있으며, 비독점적이다. 개념들은 인지과정에서 사용되는 디폴트 정보들이고, 시간에 따라 주체에 따
라 가변적이며, 내적으로 정합적이다.
· 원형, 본보기, 이론은 이러한 속성 다발을 공유하며, 이런 속성 다발은 장기기억의 작동방식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 그렇다면, 개념은 HPC 종이고, 또한 자연종이다. 다만, 개념은 원형, 본보기, 이론보다는 상위종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여주는 규칙성보
다는 더 적은 규칙성을 보여줄 뿐이다.
이에 대해 마셔리는 HPC 종인 것이 자연종의 충분조건은 아니며, 과학적으로 중요한 다수의 일반화들을 지지해줄 수 있어야 자연종일 수
있다고 대응한다. 이런 논쟁에서는 무엇이 자연종에 대한 적절한 규정인지, HPC 종은 자연종에 대한 규정으로서 충분한지가 논의되어야 한
다. 그러나 자연종에 대한 철학적 논쟁을 차치하고서라도, 개념이 실제로 HPC 종의 규정을 만족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
적인 문제는 얼마만큼의 속성다발을 공유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귀납이나 일반화를 지지해야 하는지 전혀 분명치 않다는 데 있다. 이를 결
정하기 위한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판단의 결과가 가지고 올 실익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대부분이 동의하는 기본적인 요점이 있다. 원형, 본보기, 이론은 각각 자연종이며, 개념은 그것의 상위종으로서 일종의 기능종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는 마셔리와 그의 비판자들이 모두 동의한다. 그렇다면, 개념이 자연종인지 아닌지 따지는 문제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별로 없다. 우리
가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는 구조적으로 이질적인 정보체들이 도대체 어떻게 상위인지과정에서 사용되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마셔리의 <이질
성 가설>은 다중과정 이론을 그 일부로서 포함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한 구조적 이질성 논제는 다중과정 이론과 혼종 이론에 대해 중립적
이다. 본 논문의 목적을 위해서 다중과정 이론과 혼종 이론 사이에서 긴급하게 선택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 둘 사이의 생산적인 경쟁을 고무하
며 지켜보는 일도 유익할 수 있다.
요컨대, 구조 다원론을 채택한다고 해서 개념 제거주의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마셔리의 개념 제거주의 논증을 살펴보고, 그것이
타당한 논증이 아님을 보였다. 따라서 과학적 개념에 대한 구조적 이질성 논제에서 과학적 개념을 제거해야 한다는 당혹스런 함축이 따라
나온다는 비판을 근거가 없다.

2. 과학적 개념의 지시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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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개념에 대한 메타정보 이론은 일상적 개념에 대한 경험적 이론에 기반한, 철학적으로 의미 있는 이론으로 의도된 것이다. 그러나 나는
II장에서 일상적 개념에 대한 경험적 이론과 철학적 이론을 구별하고, 개념의 철학과 개념의 심리학이 대체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음을 보였
다. 문제는 과학적 개념에 대한 이론이 두 영역 모두에 걸쳐있다는 점이다. 과학자들은 특정한 개념들을 사용해 범주화하고 추론할 뿐 아니라,
그 추론의 대상이 세계 속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언어적 접근에 따르면, 과학적 용어들은 세계와 지시 관계로서 연결된다. 과학
적 용어에 대한 지시 이론이 도입되고 활용되어 왔던 것은 개념적 변화에 대한 실재론적 대응과 관련이 있다. 과학적 실재론자들은 과학적
용어가 세계 속에 존재하는 대상을 지시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인다. ‘전자’는 세계 속의 전자를 지시하고, ‘유전자'는 실제로 존재하는 유전자를 지
시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개념이 그것에 의해 표상되는 지시대상 혹은 지향적 내용(intentional content)를 갖는다는 생각은 매우 자연스
러워 보인다.(Fodor 2000; Prinz 2002) 그런데 지금까지 개진된 과학적 개념에 대한 메타정보 이론은 심리학적 근거들에 뿌리를 두
고 개념 변화의 동학과 합리성 같은 과학활동의 중요한 국면들을 설명했지만, 과학적 개념이 어떻게 세계의 대상에 관한 것일 수 있는지
말하지 않았다.67 바로 그것이 이 절의 과제이다. 이 절에서 나는 개념의 지향성이라는 문제가 과학적 개념에 대한 인지적 관점에서 다
루어질 수 있는 방식을 개략적으로 소개한다.
과학공동체가 하나의 과학적 개념을 가진다는 것은 그들이 그 개념을 통해 다루고자 하는 세계 속의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범주화하고, 추
론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과학적 개념의 특성화(SC)에 따르면, 하나의 개념이 대상을 표상하거나 지
시한다는 것은 그 개념이 그 대상의 유형이나 범주에 관한 정보체라는 말이다. 예컨대, 나의 강아지 개념이 강아지 범주를 지시한다는 것은
나의 강아지 개념이 강아지들의 범주에 관한 정보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개념의 지향적 내용은 개념을 이루는 정보들이 무엇에 관한 정보인
가(information-about-what)에 의해 결정되고, 그러한 지향적 내용에 의해 그 개념은 부분적으로 개별화된다. 강아지 개념이 고양
이 개념과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강아지 개념은 강아지 범주에 관한 것인 반면 고양이 개념은 고양이 범주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68
이어지는 논의에서 나는 프린츠의 이중 내용 이론과 합리적 공동체주의를 두 가지 가능한 선택지로서 제안한다. 두 이론은 모두 메타정보 이론과
양립가능하다. 이는 지향적 내용에 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와는 별개로 과학적 개념에 관한 메타정보 이론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뜻한다.
이 절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개념의 지향적 내용에 관한 복수의 이론이 가능함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69

2.1 지시 이론의 두 조건
지시에 관한 이론들은 흔히 사람들의 의미론적 직관에 호소한다. 그러나 지시에 관한 의미론적 직관이 보편적으로 성립하리라는 가정은 경험적
증거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Machery et al. 2004) 이는 보편적이라고 가정된 직관에만 의지하여, 지시 이론을 확립하기 어렵다는 뜻
이다. 그러나 과학적 개념이나 이론적 용어에 관한 지시 이론이 만족시켜야 할 제한조건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면, 이에 기초해 지시에 관
67

만일 그런 작업에 실패한다면, 나의 논의는 개념의 심리학에 그칠 뿐 어떤 철학적 통찰도 제공해주지 않는다고 비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러
한 비판이 가정하고 있는 암묵적인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논의해온 과학적 개념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들, 예컨대 존재론적 다양성
이나 정의 없는 과학적 진보 등을 설명하는 일은 그 자체로 철학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자연주의적 과학철학은 철학하는 중요한 한 가지 방식
이며, 지향성이나 지시 관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단순히 철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개념이 세계와 맺는 관
계를 해명하는 일 역시 하나의 철학적 과제임에 틀림없고, 이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철학에 조금 더 가까운 일이 될 것이다.
68
개념에 대응하는 세계의 사물들은 개별자로서 인식되거나 아니면 한 범주의 사례로서 인식되기 때문에, 개별자와 개념의 관계, 그리고 범주와 개념의 관
계를 따로 물어야 할 테지만, 여기서는 개념과 범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에 대해 성공적이라면, 개념이 개별자를 표상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게 다
룰 수 있다고 믿는다.
69
이 절의 목표는 지시 문제에 관해 언어적 접근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비해 인지적 접근보다 낫다는 결론에 도달하려는 것도 아니다. 인지
적 접근이 취약하다고 우려할 수 있는 지시의 문제를 검토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중 내용 이론과 합리적 공동체주의가 완벽
한 이론임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가망성 있는 이론임을 보이는데 강조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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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론화를 시도해볼 수 있다. 과학적 개념에 대한 이론이 만족시켜야 한다고 흔히 언급되는 두 가지 조건에서 출발해보자.70
I. (지시의 이론의존성) 한 과학적 개념이 지시하는 바는 그 개념이 주된 요소로 등장하는 이론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결정된다.
II. (지시의 연속성 및 관용성) 동시에, 과학적 개념은 서로 다른 이론에 관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대상을 지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
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는다. 즉, 서로 다른 이론에 등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과학적 개념은 일상적인 개념과는 달리 감각에 의해 직접 관찰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따라서 그 개념의 사례와 단순히 인과적 접촉
을 하는 것만으로는 그 개념이 무엇을 지시하는지를 결정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적 개념이 가리키는 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이
이론에서 수행하는 추론적 역할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과학적 개념의 지시는 이론에 의존적이다. 그렇지만 개념의 지시가
이론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되면, 과학이 동일한 대상에 대해 더욱 올바른 이야기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보한다는 생각이 유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과학의 진보를 위해서는 개념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시에서의 어떤 연속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과학적 개념의 지시에 관한 이론은 이
러한 두 가지 제한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문제는 두 조건이 요구하는 바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언어적 접근 하에서 지시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면서,
왜 두 조건이 함께 만족되기 어려운지 보자. 표준적인 두 가지 유형의 지시 이론들은 하나를 만족하는 대신 다른 조건을 만족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먼저, 순수 기술주의적 지시 이론에서, 한 용어의 지시대상은 그 용어와 연관되어 있는 기술구를 만족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조건 I을 만족시키는 반면, 조건 II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상이한 이론에서 등장하는 용어가 동일한 지시대상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
이다.71 그렇다면 과학이 진보한다는 주장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는지 어렵게 된다. 진보란 동일한 대상 영역에 관해 우리의 지식이 더 늘어
난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순수 인과적 지시 이론은 조건 II를 자연스럽게 만족시킨다. 순수 인과적 이론이란 기술적인 요소나 분류 메커니즘 등을 도입하지 않은
채 용어가 대상을 지시하는 방식을 인과적 역사를 통해 설명하는 시도이다.(Kripke 1980; Putnam 1975) 이에 따르면, 하나의
자연종 용어 ‘t’는 어떤 종류의 샘플을 가리켜 ‘이것은 t이다’라고 진술함으로써 도입되고, 그 용어는 그 샘플과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거나 동일부류
관계가 성립하는 것들을 지시한다.72 우리는 흔히 물이나 금과 같은 자연종 용어에 대해 상세한 지식이나 과학적 정의를 알기 전에도 그 용어를
도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인과적 이론에서는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 이론에서는 같은 용어가 다른 이론에서 등장하더라도 동일한
지시대상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지시적 연속성은 과학적 실재론을 옹호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순수한 인과적 이론은 주어진 용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조건 I을 만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기
서는 “자격 문제(qua-problem)”와 지시 실패의 문제를 살펴보자. 먼저, 자격 문제는 임의의 자연종의 샘플이 실상 (자연종과 비자연종
을 포함해) 여러 가지 종들을 예화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Devitt and Streleny 1999) 한 자연종의 샘플은 자연종의 사례이면서
동시에 비자연종의 사례로 간주될 수 있거나(QP1), 혹은 한 자연종의 샘플은 여러 자연종의 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QP2). 은화(silber
coin)의 사례를 들어보자. 은화의 사례들은 은(silver)이라는 자연종뿐만 아니라 동전(coin), 둥근 물체 등의 비자연종도 동시에 예화한다.
은화의 어떤 사례를 통해 ‘은’이라는 자연종 용어를 도입하려면, 은화의 한 사례가 예화하는 은, 동전, 둥근 물체 중에서 왜 하필 ‘은’은 다른
비자연종이 아니라 은이라는 자연종을 지시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순수 인과적 이론은 이것에 필요한 요소를 결여하기 때문에,
70

실로스(Psillos 2009, 212)는 이론적 용어에 관한 지시 이론이 만족시켜야 할 두 가지 조건을 정리한 바 있는데,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실로스가 과학에서의 이론적 용어에 대해 말하는 반면, 나는 인지적 존재자로서의 과학적 개념에 대해 말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71
이는 오류나 무지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우리는 때로 어떤 대상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나 무지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을 성공적으로 지시한다. 순수 기술주의 지시
이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
72
여기서는 크립키와 퍼트남의 지시 이론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세밀하게 검토하기보다는, 크립키-퍼트남 류의 순수 인과적 지시 이론의 요점과 그것이 처하게 되
는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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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이라는 용어의 지시대상은 비결정적으로 남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자격 문제(QP1)이다. 두 번째 자격 문제(QP2)는 한 자연종의
사례가 사실은 여러 자연종의 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발생한다. 예컨대, 은의 사례들은 은뿐만 아니라 금속도 예화하고, 은의 특정
한 동위원소(197Au)도 예화한다. 은의 사례들이 예화하는 여러 자연종 중에서 어떤 것을 지시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순수 인과 이론에는
없기 때문에, ‘은’의 지시대상은 비결정적이게 된다.
순수 인과적 이론이 갖는 두 번째 난점은 지시 실패의 문제이다. 순수 인과적 이론에서, 하나의 이론적 용어를 도입할 때 고려되는 어떤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 용어는 그 원인을 지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무지나 오류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성공할 수 있으
며, 이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시가 연속적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의 진정한 원인을 잘못 아는 경우에도 지시에 성공할 수
있지만, 반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 알고 있어도 지시에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즉, 과학사의 사례에서 우리는 지시가 실패하는 경우를 볼 수
있지만, 순수 인과 이론에서 지시는 너무 손쉽게 성공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고, 일단 지시에 성공하면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은 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지시 이론을 통해 실재론을 옹호하려는 철학자들은 기술주의와 인과주의 이론을 결합한 인과기술주의
(causal-descriptivism)를 제안해왔다.(Sankey 1984; Psillos 1999) 여기서 인과기술주의가 얼마나 성공적인지 평가하려
는 것은 아니다. 대신, 언어적 접근이 아니라 인지적 접근 하에서 과학적 개념의 지향적 내용에 대한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시 이론이 어
떻게 가능한지를 간략히 묘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프린츠의 이중 내용 이론과 그 대안으로서 합리적 공동체주의를 검토할 것이다.

2.2 이중 내용 이론
2.2.1 명목적 내용과 실재적 내용
개념을 인지적 존재자로 다루는 접근에서도 순수 기술주의와 순수 인과주의에 대응하는 이론들을 찾아볼 수 있다.(Prinz 2002, 9장) 지향적 내
용에 대한 유사성 이론에 따르면, 한 표상은 그것과 닮아있는 것들을 지시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순수 기술주의 이론과 유사한 난점을 지니게 된
다. 지향적 내용에 대한 인과역사 이론에서는 한 표상의 내용이 그 표상의 인과적 역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이 이론은 순수 인과적
이론의 인지적 버전에 해당하고, 따라서 동일한 문제를 승계한다. 따라서 보다 세련된 지시 이론이 필요하다.
프린츠는 인과적 역사가 아니라 개념과 대상범주 사이의 법칙적 공변관계에 호소하여 개념의 내용을 설명하는 정보적 의미론에 기초하여,
그 자신의 이중 내용 이론을 전개한다. 그의 이론은 지향적 내용에 대한 로크적 이중 이론(Lockean dual theory)으로 부를 수 있는데, 명목
적 본질(nominal essence)과 실재적 본질(real essence)이라는 로크의 구별을 재해석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Locke
1690, II.xxxi.6; Prinz 2000; 2002) 이 이론에서 개념은 명목적 내용과 실재적 내용이라는 두 가지 지향적 내용을 갖는다.
먼저, 개념의 명목적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나는 개념이 인간의 고등인지 능력이나 과학활동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정보체라고 주장했
다. 이와 유사하게, 프린츠는 개념을 탐지기(detector) 혹은 탐지 매커니즘으로 규정한다. 물론, 개념의 역할이 대상을 탐지하는 일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범주화에 사용되는 정보는 귀납이나 추론 등 다른 영역에도 사용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개념을 탐지기로
간주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없지 않다.73 아무튼, 개념이 탐지기라면, 한 개념이 실제로 탐지하는 것들이 그 개념의 명목적 내용을 이룬다.
개념은 내용에 의해 개별화되므로, 개념은 그것이 탐지하는 바, 즉 외양에 의해 개별화된다. 74 탐지란 대상이 등장하는 것과 개념이 사례
73

단 여기서 메커니즘이냐 정보냐 하는 차이가 여전히 남아있다. 나는 개념이 그 자체로 메커니즘이 아니라 정보체이며, 그 정보체를 활용하는 다양한 인지
과정이 메커니즘을 형성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현재의 논의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74
개념이 탐지하는 바, 혹은 외양이나 외양종은 인지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속성이나 대상, 범주를 말하는 것임을 주의할 필요
가 있다. 그래서 개념의 명목적 내용은 지향적 내용이지, 단지 머리 속에 있는 “좁은 내용”이 아니다. 즉, 개념은 그것이 탐지하는 바를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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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tokening)되는 것 사이의 법칙적 공변관계에 의해서 포착된다. 즉, 대상이 사례화될 때 그로 인해 해당 개념이 사례화되고, 대상
이 사례화되지 않을 때 해당 개념이 사례화되지 않으며, 이런 관계는 법칙적이어야 한다. 법칙적 공변에 의해 심적 표상이 내용을 가진
다는 이러한 접근 방식은 흔히 내용에 대한 정보적 이론(informational theories)로 알려져있다.(Stampe 1977; Dretske
1981; Fodor 1990; Prinz 2000) 이 이론을 따르면, 한 개념의 내용이란 그 개념이 사례화되도록 법칙적으로 야기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심적 상태 혹은 정보체들이 동일한 대상과 법칙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면, 동일한 명목적 내용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런데 개념은 명목적 내용 뿐 아니라 실재적 내용도 가지며, 그것에 의해서도 개별화된다. 개념은 단지 그것이 탐지하는 것, 개념을 사
례화하도록 야기하는 외양종에 의해서 개별화될 뿐 아니라, 근본 속성을 공유하는 것들에 의해서도 개별화된다. 예를 들어, 물 개념의 명목적 내
용은 단지 H2O 뿐 아니라 쌍둥이 지구의 XYZ를 포함해 물처럼 보이는 외양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물 개념의 실재적 내용은 H2O만을
가리킨다.75 개념은 자연종을 실재적 내용으로 가지며, 그것에 의해서 개별화된다. 예컨대, 물 개념의 내용은 물을 물 되게 만드는 것이면서 물
의 표면적 속성들에 책임있는 어떤 근본적 속성들일 것이다. 이것은 어떤 개인이나 심지어 한 공동체가 유사해보이는 것들을 실제로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다. 느릅나무와 너도밤나무를 구별하지 못할지라도, 느릅나무 개념은 너도밤나무를 가리키지 않고 오직 느릅나무
만을 가리킨다. 따라서 실재적 내용은 개념 소유자의 인지상태에 수반하지 않는다.
프린츠는 개념의 지향적 내용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고, 개념은 명목적 내용 뿐 아니라 실재적 내용도 가진다고 주장한다. 개념이 실재적
내용을 갖고, 그것이 정신독립적인 세계 자체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각은 개념 실재론으로 부를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이중 내용 이론은
탐지기로서의 개념, 정보적 의미론, 그리고 개념 실재론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개념 실재론에 따르면, 개념이 지향하는 범주의 경계는 임의적
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자체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과학적 탐구의 기본 가정으로 흔히 생각된다. 프린츠에 따르면, 개념은 “현재
나를 비롯한 우리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도 분명히 말할 수 없는 지향적 내용을 갖는다. ... 이는 많은 과학적 추구의 밑바탕에 놓은 원리이며, 실
험적으로 보여진 인간 범주화 경향에서도 암시되어 있다”.(Prinz 2002, 5-6) 그런데, 개념이 명목적 내용만을 가지면 안 되는가? 우리는
왜 (본질주의 혹은 그와 유사한 실재론적 형이상학을 가정하는) 개념 실재론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논거 중 하나는 오류불가능성 논
변이다. 개념이 단지 명목적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실수나 오류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어느 날 공원에서 어떤 남자가 동물 한 마리와 함께 산책하는 것을 보고, 그 동물의 생김새를 보고 개라고
판단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 동물의 주인이 그것은 어릴 때부터 집에서 길러온 늑대였다고 알려주었다고 하자. 그러면 당신은 그 동물이 개가 아
니라 늑대임을 인정할 것이다. 당신은 실수를 한 셈이다. 그런데 당신의 범주화 판단이 변화한 것은 당신의 개 개념의 지시대상이 변화했
다는 것을 함축하는가? 개념 실재론자는 이를 거부한다. 만일 개념의 지시대상이 변했다면, 왜 당신이 원래 개념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마음을 바꾸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 실제로 범주화하는 방식에 의해 지시가 결정된다면, 실수 같은 것은 없다. 이는
과학적 실재론자들이 성공적인 이론의 주된 과학적 용어가 지시적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꼭 닮아 있다. 그들은 이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용어는 동일한 대상을 가리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념 실재론에 따르면, 나의 개 개념은 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에도 개를 가리키고, 전자 개념은 19세기 말 한 물리학자가 그것에 대한 ‘틀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전자를 가리킬 수 있다.
개념을 구성하는 정보의 변화와 함께 그 개념의 지시대상이 변화했다면, 변화 이전의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류가능성을 확보하는 한 가지 방식은 바로 개념 실재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2.2.2 이중 내용 이론에 관한 평가
75

여기서, 로크와 프린츠의 중요한 한 가지 차이가 드러난다. 로크에게 실재적 본질이란 사실상 인식자에게 알려질 수 없는 것인 반면, 프린츠는 현대 과학
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음을 가정한다. 따라서 어떤 자연종 개념의 실재적 내용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의해 발견된 근본
구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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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중 내용 이론이 과학적 개념의 지향적 내용에 관한 좋은 설명을 제공하는지 보기 위해, 앞서 제시된 두 조건을 만족하는지 검토해보자.
먼저, 이중 내용 이론은 조건 II, 즉 지시의 연속성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개념과 관련된 이론적 지식이 변화하더라도, 그 개념은 동
일한 실재적 내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돌턴의 원자 개념은 현대적인 원자 개념과 다르고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틀린 정보들도 포함하고
있지만, 돌턴의 원자 개념은 현대 원자 개념과 동일한 실재적 내용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예로, 전자 개념을 이루는 정보들이 시간
이 지남에 따라 변화해왔고, 틀린 정보를 많이 포함한 전자1 개념이 현대의 올바른 전자 개념인 전자2 개념으로 바뀌었다고 하자. 그러
면 전자1 개념과 전자2 개념은 상이한 명목적 내용을 갖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공통적으로 자연종 전자를 실재적 내용으로 갖는다고 말할 수 있
다. 동일한 실재적 내용을 통해 조건 II이 만족되는 이러한 방식은 매우 그럴듯하다.
둘째, 이중 내용 이론은 조건 I도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 개념의 내용이 단지 명명식과 인과역사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고, 개념이
탐지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면, 자격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된다. 어떤 샘플이 여러 종들을 사례화하더라도, 한 개념은 그 가운데 하나
의 종만을 탐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격 문제 뿐 아니라, 지시 실패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 같다. 순수한 인과적 지시 이론에서는 플로지스톤빠진-공기 개념이 지시에 실패했다고 말하는 대신, 산소를 성공적으로 지시했다고 말할 것이다. 반면 프린츠의 이론에서는 플로지스톤-빠진-공기
개념이 탐지하는 것은 산소나 다른 어떤 자연종도 아니기 때문에, 지시에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중 내용 이론이 지시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지 않다. 예컨대, 플로지스톤-빠진-공기 개념이 산
소를 지시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따져보자. 아마도 한 가지 단순한 답변은 플로지스톤-빠진-공기 개념의 명목적 내용이 자연종
인 산소를 탐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1 개념도 자연종인 전자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돌턴의 원자 개념도
원자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단순한 답변은 충분치 않다. 충분한 답변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1 개념은 전자라는 자
연종을 실재적 내용으로 갖지만, 플로지스톤 개념은 실재적 내용을 갖지 않음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전자1 개념과 플로지스톤 개념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플로지스톤 개념은 실재적 내용을 갖지 않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런 설명이 제시되기 전까지, 이중 내용 이론은 조건 II를 만족시
킨 것이 아니다.
전자1 개념과 플로지스톤 개념이 모두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지만, 전자는 실재적 내용을 가지지만 후자는 갖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연
종을 지시하도록 의도된 어떤 과학적 개념이 실재적 내용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할 정보가 있다고 제안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언
어적 접근에서의 인과기술주의와 유사한 전략을 취할 수 있다.(Psillos 1999) 즉, 한 개념은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들을 포함하거나 올바른
정보를 결여할 수도 있지만, 그 개념과 관련된 현상이 그 현상에 책임이 있는 심층적 속성들에 의해 일어나는 방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만 지시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정보를 인과적 설명 정보라고 불러보자. 예컨대, 전자 개념은 전기 현상이 전자의 심층 속성에 의
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관한 인과적 설명 정보를 갖는 경우에만 전자라는 자연종을 성공적으로 가리킬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자1
개념은 틀린 정보(예, 전하의 기본 단위)를 포함했더라도, 올바른 인과적 설명 정보(예, 전자가 어떻게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지)를 포함했다
면, 실재적 내용으로서 전자를 가진다. 반면, 플로지스톤 개념은 그것의 심층 속성에 의해 어떻게 연소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올바른 인과
적 설명 정보를 결여하기 때문에, 지시에 실패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제안을 보다 구체화시켜 하나의 이론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76 요점은 만일 이러한 제안이 설득력이 있다면, 이중 내용 이론은 과학적 개념의 지향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이 될 수 있고, 만
일 언어적 접근에서 인과기술주의가 지시 문제에 있어서 성공적이라면, 인지적 접근도 유사한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
혹자는 이중 내용 이론이 가정하는 개념 실재론이 개념에 관한 인지적 접근 안에서 주장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개념의 실
재적 내용은 행위자의 실제 인지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76

다만, 무엇이 하나의 개념에 필수적인 올바른 인과적 설명 정보인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그것을 결정하는 보편적인 방법
이 있는지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즉, 무엇이 올바른 인과적 설명 정보에 포함되는지는 사후적으로만 평가될 수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은 지시적
성공을 임시방편적인 것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그러한 우려를 물리치고 이러한 전략이 성공할지를 검토하려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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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답변할 수 있다. 우선, 개념 실재론이 인지적 접근 안에 적절히 위치할 수 있는지가 설사 논란거리가 되더라도, 그
것이 인지적 접근과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어떤 자연종 용어가 실제 자연종을 지시하는 방식이 순수한 언어학적 과정을 통
해 결정된다고 보지 않지만, 그것이 지시 이론에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어떤 자연종 개념이 그것의 실재적 내용
인 자연종을 지시하는 방식이 순수한 인지적 과정을 통해 결정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명목적 내용 역시도 순수한 인지적 과정을 통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명목적 내용은 “좁은 내용”이 아니며, 세계 속에
존재하는 외양종이다. 개념과 그것의 명목적 내용 사이의 법칙적 공변 관계가 성립하며, 이는 단지 머리 속에 있지 않다. 따라서 인지적
접근이 개념의 지시적 내용은 머리 속의 과정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주장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반론은 근거를 잃는다.

2.3 합리적 공동체주의
2.3.1 개념 실재론 없는 내용 이론
이중 내용 이론은 완성된 이론은 아니며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한 가지 우려는 개념이 왜 두 가지 내용을 가지며, 또 두 가지 방식
으로 개별화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주어진 고려사항들을 만족스럽게 설명하는 대안적인 방식이 있다면, 이중 내용 이
론을 고수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중 내용 이론이 최선의 설명임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된다. 이 절에서 나는 개념이 하나의
지향적 내용만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는 합리적 공동체주의를 하나의 가능한 대안으로 검토한다.
먼저 개념 사용의 사적 측면과 공적 측면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나는 과학적 개념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정보체라고 규정했으므로, 개인들이
사용하는 개념의 지향적 내용에 관해서는 일단 제쳐두자. 그러면 어떤 과학적 개념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는 그 공동체의 공적인 개념 사용
방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공동체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수준에서 적용될 수 있는 오류불가능성 논변에 대응해야 한다. 그러면 공동
체의 공적 개념 사용은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가? 만일 한 공동체의 공적인 개념 사용이 유일한 규범을 제시한다면, 공동체 수준의 오류는 가능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 시점에서 특정 공동체의 개념 사용이 절대 불변은 아니며, 그것은 더 나은 개념으로 변화할 수 있다. 변화
전후 두 개념이 모두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류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개념 실재론을 가정할 필요는 없다. 하나의 개념 체계는 다른 체계와 비교할 수 있으며, 설명적 능력이나
개념적 정합성, 문제풀이 능력 등은 개념적 변화가 합리적인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를 개념 및 개념틀의 인식적 능력에 기초
한 평가라고 부를 수 있다. 더 나은 개념 체계의 관점에서, 더 열등한 개념 체계를 소유한 공동체의 개념 사용은 “오류”로 간주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과거의 우리 공동체가 고래를 물고기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범주화했지만 이제는 포유류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자. 이런 개념
변화를 통해 우리는 고래가 어류에 속한 동물들보다는 포유류에 속한 동물들과 진화적으로 더 가까우며, 그로 인해 어류와는 상이하고 포유류와는 유사한
특징들(예, 난생이 아니라 태생)을 보이는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 이 경우, 새로운 개념은 과거 개념보다 인식적 능력이 크다. 고래를 일종의 어
류로 간주했다면, 왜 그것이 아가미를 갖지 않고 알도 낳지 않는지 설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덜 좋은 개념에서 더 좋은 개념으로, 덜 적절한
개념에서 더 적절한 개념으로의 변화는 합리적이며, 그런 점에서 우리의 과거 개념 사용은 잘못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상술한 관점은 합리적 공동체주의(rational communitarianism)라고 부를 수 있다. 과학적 개념의 지향적 내용은 기본적으로 과
학공동체의 공적인 개념 사용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것의 합리적 개념 변화를 통해 개념 사용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린츠
의 이중 내용 이론과는 달리, 합리적 공동체주의에서 실재적 내용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으며 꼭 필요하지도 않다. 공동체적 개념이 갖는 지향
성은 미리 고정된 보편적인 자연의 질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가변적일 수 있는 공동체적 실천에 달려있고, 개념 변화의 합리성은 실재적
내용의 역할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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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합리적 공동체주의에 관한 평가
합리적 공동체주의가 과학적 개념의 지향성에 관한 좋은 이론을 제공하는지 따져보자. 합리적 공동체주의의 한 가지 장점은 정보적 의미론이
직면하게 되는 소위 “선접 문제(disjunction problem)”를 피해간다는 점이다.(Fodor 1990; Dretske 1981) 정보적 이론에
서, 한 표상은 그것과 법칙적으로 공변하는 어떤 범주를 지시한다. 그런데, 공변하는 범주가 하나가 아니라 복수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정보
적 이론에서, 지시는 불확정적이게 된다. 예를 들어, 쌍둥이 지구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 지구에 있는 우리의 물 개념은 지구의 물인 H2O 뿐
만 아니라, 쌍둥이 지구의 물인 XYZ와도 법칙적으로 공변한다. 그러면 우리의 물 개념의 지향적 내용은 H2O인가, 아니면 H2O와
XYZ를 포함하는가? 다른 예로, 우리 공동체의 어느 누구도 느릅나무와 너도밤나무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의 느릅나무 개념은 느릅나무
뿐 아니라 너도밤나무와도 공변한다. 법칙적 공변이 유일한 기준이라면, 우리의 느릅나무 개념은 느릅나무와 너도밤나무 모두를 지향적 내용으로 가질
것이다. 선접 문제란, 우리의 개념을 사례화하도록 신빙성 있게 야기하는 상이한 범주를 구별하지 못할 때마다 개념의 내용은 선접적이게
된다는 것이다. 철학자들은 추가적인 조건들을 덧붙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거나 합의된 해결책은 없
다.77 합리적 공동체주의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의 근원은 개념 실재론에 있다. 선접 문제는 복수의 범주와 공
변하더라도 실제로는 하나의 범주만을 가리킨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그러나 합리적 공동체주의에서는 그러한 가정을 들여오지 않는다.
만일 우리 공동체의 느릅나무 개념이 느릅나무와 너도밤나무 모두와 공변한다면, 그 개념은 둘 다를 지향적 내용으로 갖는다. 예컨대, 우리의 옥 개념
은 분자구조가 다른 연옥과 경옥 모두로부터 신빙성 있게 야기된다고 하면, 그 개념은 둘 다를 지향적 내용으로 갖는다. 따라서 불확정성의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78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조건 I은 합리적 공동체주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만족된다. 과학적 개념은 어떠한 범주에 관한 정보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순수한 인
과주의가 직면한 자격 문제나 지시 실패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다. 두 문제를 각각 살펴보자. 먼저, 자격 문제는 하나의 사례가 (자연종이
든 비자연종이든) 다수의 종을 사례화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러나 예컨대, 은의 개념이 금속이나 동전과는 다른 개념구성적 정보를 갖는다면,
그것은 어떤 특정한 은화가 사례화하는 다른 종들(예, 동전)이 아니라 은만을 지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개념구성적 정보들은 자격 문제들
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들을 제공한다. 둘째, 지시 실패의 문제 혹은 불가피한 지시 성공의 문제를 보자.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한 개념이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는 경우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플로지스톤-빠진-공기라는 개념이 산소를 성공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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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적 의미론은 우선 인과법칙적 공변을 한가지 필요조건으로 가정하고, 이외에 실재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배제할 수 있
는 추가 조건들을 도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쌍둥이 지구의 경우와 느릅나무의 경우를 나누어볼 수 있다. 포더는 쌍둥이 지구의 경우, 인과역사적 조건을 도입함으
로서 해결하려 한다.(Fodor 1990) 즉, 개념의 사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라 실제로 개념의 사례화를 야기한 대상들이 지향적 내용을 이룬
다고 보면, 쌍둥이 지구의 선접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느릅나무 경우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느릅나무와 너도밤나무는 둘 다 실제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포더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만, 프린츠는 그렇게 되면 검증주의로 후퇴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즉, 느릅나무 개념이 둘 다 가리킨다면, 우리는 오류나 무지에도 불구
하고 대상을 지시할 수 있다는 보편적인 의미론적 직관을 위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프린츠가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은 한 개념을 처음 형성할 때 그 개념의 사
례화를 실제로 야기했던 것이 바로 그 개념의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를 발단 원인(incipient cause)이라고 부른다. (Prinz 2002) 그러나 발단
원인에 호소하는 전략이 성공적인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78
합리적 공동체주의가 선접 문제를 피하는 방식은 반직관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즉, 개념 실재론을 옹호하는 이들은 우리가 실재론적 직관을 공유한다고 주
장할 것이다. 예컨대, 우리 공동체의 어느 누구도 느릅나무와 너도밤나무를 구별하지 못하더라도, 느릅나무 개념은 너도밤나무가 아니라 느릅나무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재론적 직관이 보편적으로 공유된다고 믿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 지시에 관한 사람들의 직관을 비교문화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인과적 지시 이
론과 기술주의적 지시 이론을 선호하는 직관은 문화권에 따라, 또한 한 문화권 내에서도 가변적이다.(Machery et al. 2004) 그렇다면 두 개념이 탐지
하는 바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향적 내용이 다르다는 직관이 보편적이라는 가정은 별도의 정당화가 필요하다. 물론, 두 개념은 서로 다른 용어(즉, ‘느릅나무’와
‘너도밤나무’)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두 개념이 정확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언어적인 차이는 두 개념이 상이한 지향적 내용을 갖기 위
해 충분치 않다.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상이한 언어적 표현이지만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직관에 호소해 개념 실재론을 옹
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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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형태는 한 개념과 법칙적으로 공변하는 고정된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발
생한다. 예컨대, 반인반마 개념과 법칙적으로 공변하는 대상들의 범주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 가지 의미에서 지시의 실패가
가능하다. 두 번째 형태에 관해서는, 플로지스톤-빠진-공기 개념을 이루는 정보체와 산소 개념을 이루는 정보체는 다르기 때문에, 플로지스톤-빠진
-공기 개념을 통해 산소를 지시하는데 성공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게 된다. 두 개념은 법칙적으로 공변하게 되는 범주가 서로 다를 것이다. 따라
서 합리적 공동체주의에서 지시가 사소하게 성공하는 문제는 피하게 된다.
이제 합리적 공동체주의가 조건 II를 만족시키는 살펴보자. 전자 개념의 발전사를 예로 들어보자. 만일 전자1 개념과 전자2 개념은 상
이한 지향적 내용을 갖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을까? 플로지스톤 개념과 수소 개념은 다른 지향적 내용을
갖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전자 개념의 역사에서 지시의 연속성이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
다. 이는 앞에서 이중 내용 이론이 처한 문제와 정반대의 문제이다. 이중 내용 이론이 가정한 개념 실재론은 지시의 연속성을 잘 설명하는 대
신 지시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면, 합리적 공동체주의는 조건 I을 잘 설명하는 대신 (실재적 내용을 가정하기 않기 때문
에) 지시의 연속성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부담이 있다. 문제의 핵심은 두 개념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플로지스톤-빠진-공기와 산소는 불연속적인 반면, 전자1과 전자2는 연속적인 이유가 해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과학적 개념이 가리키는 것은 그 개념을 사용하는 유관한 과학공동체에서 공적으로 가정되는 분류체계(taxonomy)에 속한 특
정 범주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과학적 개념의 지시 대상은 하나의 외딴 범주가 아니라, 위계적으로 조직된 체계 안에서, 한 대
조집합의 다른 범주들과 공존하는 범주이다. 대규모 과학적 변화가 일어나면, 기존 분류체계를 단순히 확장하거나 세분화하는 것으로는 만족스럽게
해결하기 어려운 개념적 변화를 동반하는데, 이때 분류체계를 재조직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런 재조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분류학적
전환을 동반한 이론 변화, 즉 후기 쿤의 철학에서의 과학 혁명의 경우가 될 것이다. 만일 그러한 분류체계의 재조직화로 인해, 기존 분류체계
T1에서 하나의 범주 Ca가 뒤따른 분류체계 T2에서는 여러 범주들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재조직된다면, 범주 Ca는 분류체계 T2의 어떤 범
주를 가리켰던 것이라고 관용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플로지스톤 개념의 경우에 적용된다. 18세기 화학혁명에서 플로지스톤 이론의
분류체계는 산소 이론의 분류체계로 대체되었으며, 플로지스톤-빠진-공기 범주는 때로는 ‘연소할 때 방출되는 물질(플로지스톤)을 공기에서 제거해 얻어
낸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산소’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나 근대 화학이론의 관점에서는 그 둘은 한 범주로 묶일 수 없다. 연소할 때
방출되는 물질은 존재하기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는 플로지스톤-빠진-공기 개념이 산소를 지시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더라고, 플로지스톤-빠진-공기 개념이 산소 개념과 동일한 지향적 내용을 갖는다고 관용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
반면, 분류체계의 재조직화가 일어나지 않았거나, 설사 일어났더라도 해당 범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관용적인 해석은 적용될
수 있다. 전자1 개념의 경우가 그러하다. 전자 개념은 변화를 겪으면서 기존 정보가 탈락되고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기도 했지만, 그것은 전자
가 속한 분류체계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수준의 개념 변화는 아니었다. 예컨대,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에서 전자는 더 이상 최소 전하 단위
가 아니지만, 표준 모형의 분류체계는 전자 범주를 포섭했을 뿐, 그것을 여러 범주들로 재조직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분류체계의 해당 부분이 안정
하게 유지되는 한, 변화 전후의 개념은 동일한 지향적 내용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해명이 설득력이 있다면, 합리적 공동체주의는 이중 내용 이론에 대한 한 가지 대안적 이론이 될 것이다.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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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공동체주의가 지시의 관용성과 이론의존성을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근거는 결국 개념 변화의 합리성에 있다. 이때, 합리성은 설명이나 추론과 같은
인식적 능력의 비교평가에 달려있다. 실재론자는 그러한 인식적 우월성에 대한 평가가 이미 실재론을 가정하고 있고, 실재론을 가정하지 않으면 그러한 비교
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할지도 모른다. 즉, 합리적 공동체주의는 실재론을 이미 전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의미의 객관성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두 개념틀을 비교하는 경우, 더 나은 개념틀이 세계를 실제로 반영한다는 객관
성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둘 중 하나가 더 낫다는 판단은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합리적 공동체주의는 실재론을 미리 전제할 필요가
없으며, 그와 동시에 두 번째 의미에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실재론자가 던진 딜레마의 그물은 첫 번째 의미에서의 객관성을 채택하는 경우에만 성립
한다. 그것은 객관성의 유일한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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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결론
이중 내용 이론과 합리적 공동체주의는 과학적 개념의 지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이다. 여기서 둘 중 어떤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 이론들이 언어적 접근 하에서의 지시 이론보다 더 나은지 검토하지는 않았다. 이 절의 목적은 인지적 접근의 우월성을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
라, 지향성 문제로 인해 인지적 접근이 특별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지 않음을 보이려는 것이다. 따라서 지향성이라는 고려사항은 두 접근을
차별화할 만한 근거가 아니다. 그러나 지시에 관해 두 접근의 가망성이 비슷하다면, 과학적 실행의 여러 흥미로운 측면을 더 잘 설명한다는
점에서 인지적 접근은 장점이 있다.

3. 과학적 개념의 특이성
나는 과학적 개념에 관한 인지적 메타정보 이론을 제안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것이 과학적 개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이론이 아니라 개
념 일반에 관한 이론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혹은 과학적 개념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것일지라도, 일상적 개념에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
는지 의문스러울 수 있다. 물론 한 이론의 적용 범위가 넓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아무런 흠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제안된 인지적 메타정보 이론이
개념 일반에 적용된다면, 그것은 과학적 개념의 특이성을 포착해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간략히 답변하고
자 한다.
인지적 메타정보 이론은 일반적 개념 이론에서 영감을 받았고, 그것과 양립할 수 있는 과학적 개념의 이론이다. 본 논문은 일상적 인지
활동과 과학적 인지활동이 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연속적이라는 소위 연속체 가설(continuum hypothesis)을 가정하고 있다. 연속성이
동일성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연속체 가설의 요체는 과학적 추론이 전혀 새로운 종류의 인지활동이 아니라 일상적 추론이 체계화되고 정교화된
인지 형태라는 데 있다.(Carey 1985; Gopnik 1996; Andersen et al. 2006; Carruthers 2006; Nersessian
2008) 그러나 연속체 가설을 조금 더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연속성이란 개념은 모호해서, 어떤 형태의 연속성은 사소하게 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상적 추론도 인간이 하는 것이고 과학적 추론도 인간이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두 추론 양식은 연속적일 수 있지만, 이런
연속성은 별다른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의 논의의 맥락에서, 과학적 개념이 일상적 개념과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그러면서도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기서 과학적 추론과 일상적 추론의 모든 차이가 과학적 개념과
일상적 개념의 차이에 의해 설명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지만, 개념 차원에서의 차이는 적어도 일상적 추론과 과학적
추론 사이의 차이에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
본 연구의 틀에서 과학적 개념과 일상적 개념이 연속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초점을 맞추어온 세 가지 메타정보가 양쪽에 모두 적용
된다는 것이다. 즉, 일상적 개념에 대해서도 정보적 구조 및 그것의 이질성, 존재론적 범주, 그리고 기능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메타정보가 과학적 개념과 일상적 개념에서 적용되는 양상 및 정도는 다를 수 있다. 각 메타정보를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일상적 개념의 존재론적 범주는 흔히 고정되어 있고 변화하지 않는다. 예컨대 자연물에 관한 일상적 개념들은 대개 물체 도식
(substance schema)에 의존해있고, 그에 대응하는 과학적 개념이 과정이나 사건에 속하는 경우 학습에 저항하기도 한다. 반면, 과
학의 역사에는 존재론적 범주를 월경하는 사례들이 많이 존재한다. 대단위 존재론적 전환은 과학 혁명의 한 가지 중요한 유형으로 간주된다.
게다가, 가장 발달한 과학적 개념의 일부는 메커니즘 개념이며, 이는 일상적 개념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과학자들은 대
규모이든 소규모이든 간에 존재론적 전환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된다. 따라서 메타정보로서 존재론적 범주 정
보가 다른 개념구성적 정보들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과학적 개념의 경우 존재론적 전환에 더 민감하다.
둘째, 개념 표상에서 기능은 일상적 개념과 과학적 개념 모두에서 중요한 메타정보일 수 있다. 사람들은 개념을 배우고 사용할 때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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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고려한다는 심리적 증거들이 존재한다. 전형성 판단에서 이상이 수행하는 역할은 이에 대한 증거가 된다. 예컨대, 가
장 전형적인 운송수단은 효과적인 운송수단이다.(Barsalou 1985) 운송수단과 같은 목표파생적 범주가 이상이나 기능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
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자연물 범주에 대한 전형성 판단도 유사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컨대, 린치
등의 연구는 분류학자를 포함한 나무 전문가들의 전형성 판단이 우거짐과 높이라는 변수에 의해 잘 예측되는 반면, 비전문가들의 판단은 중심경향
성에 의해 잘 예측됨을 보였다.(Lynch et al. 2002) 이는 개념의 기능에 관한 메타정보가 개념의 습득과 사용에서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동시에, 기능이 과학적 개념과 일상적 개념에서 어떻게 달리 적용될 수 있는지도 보여준다. 목표파생적 범주나 인공물 범주에서 기능은 중
요한 정보로 사용되지만, 자연물에 관한 일상적 개념에서 기능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이는 나무에 관한 비전문가들의 판단에서 잘 드러난다.
반면, 전문가들의 경우 자연물 범주에서도 기능을 고려해 판단을 내린다. 과학적 개념을 인식적 목적과 관련된 전문가적 개념으로 간주한다면,
기능의 역할은 일상적 개념보다는 과학적 개념에서 더 두드러진다.
셋째, 인지적 접근에서 개념은 그것이 일상적이든 과학적이든, 구조적으로 이질적이다. III장에서 나는 일상적 개념에서 구조적 다원론
이 성립하듯, 과학적 개념에서도 구조적 다원론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한 개념은 통계적으로 요약된 정보, 본보기 정보, 그리고 이론적 정보를 포
함하는 이질적 정보복합체(heterogeneous information-complex)이다. 이런 점에서 일상적 개념과 과학적 개념은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한 가지 주된 차이는 이질적 정보들의 상호 조정해야 하는 압력과 그에 부응하려는 노력에 있다. 과학적 개념은 그것을 구성하
는 정보체들이 상호 조화되도록 요청 받으며, 그런 과정을 통해 정교화된다. 반면, 일상적 개념에서는 그런 압력이 드물다. 예를 들어, 토마토가
과일인지 채소인지 판단하도록 묻는다면, 원형에 기반한 범주화 장치와 이론에 기반한 범주화 장치는 상충하는 결과를 내어놓을 수도 있다. 우
리는 어떤 의미에서 토마토는 과일이지만, 어떤 의미로는 채소라고 답변할 수도 있고, 둘을 모두 승인할 수도 있다. 일상적인 맥락에서, 하나의
올바른 답변을 내기 위해 상충하는 답안들을 조정해야 한다는 압력은 강하지 않다. 그러나 과학적 맥락에서는 그러한 관용성이 허용되지 않는
다. 예컨대, 식물분류학의 논의에서 토마토는 채소이지 과일이 아니다. 과학자들은 덜 모호하고 더 정밀하게 개념을 적용하기 원한다. 과학적
개념을 이루는 이질적 정보체들이 상충하는 판단을 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만, 그런 경우 각 정보체들의 수정을 포함한 상호조화 노력을 통해 정
합적인 판단에 도달하도록 한다.
요컨대, 과학적 개념은 일상적 개념과 연속적이다. 그렇지만 과학적 개념에서는 존재론적 전환의 가능성과 기능의 역할, 그리고 이질적
정보체들의 상호조정 과정이 더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일상적 개념과 다르다. 과학적 개념은 주어진 기능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
정보들을 바꾸고, 이질적 정보들을 상호조정하고, 때로는 존재론적 범주를 변경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세계에 대해 덜 모호하며 더 정교한 정보체
로 진화해나갈 수 있다. 이러한 발달 과정이 과학적 개념에서 특징적이며, 세 가지 메타정보들이 일상적 개념에 적용될지라도 과학적 개
념에서 더 두드러지는 이유이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인지적 메타정보 이론은 무엇에 관한 이론인가?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과학적 개념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이론
은 원칙적으로 일상적 개념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그것이 성공적일 경우 보다 포괄적인 개념 이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탐험하는
것은 본 논문의 과제를 훨씬 넘는다. 직접적인 도전은, 만일 인지적 메타정보 이론이 포괄적 이론이라면, 과학적 개념의 독특한 특징을 포착해
낼 수 있는지 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 가지 메타정보가 일상적 개념과 과학적 개념 모두에 적용되더라도 그 적용 양상이 다르
기 때문에, 동일한 이론틀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서 한 이론이 과학적 개념의 특이성을 포착할 수 없다고 결론내릴 필요는 없다. 과학적 개념
이 갖는 독특한 특징은 그것이 과학적 실천, 즉 과학자들의 공동체적이고 목표지향적 활동에서 사용되는 정보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과학자들
은 세계에 대해 알고자 하며, 그 뿐 아니라 더 폭넓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알고자 한다. 물론 개인도 지식 추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
나 과학자들은 과학공동체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집단적인 인식적 기획에 참여하며,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가능하면 더 포괄적이고 더 정확한
지식을 추구하게 되는 부분적인 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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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논의를 간추려 보자. 나는 과학적 개념의 세 가지 메타정보들, 즉 개념의 정보구조, 존재론적 범주, 고유 기능을 각각 III장, VI장,
V장에서 살펴보고, 이들이 과학적 개념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주장은 인지과학적 연구결과와 양립하면서 동
시에 과학활동 및 과학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뒷받침되었다.
첫째, 과학적 개념을 구성하는 정보들의 구조적 성격에 관해, 나는 구조적 이질성 논제를 주장했다. 개념이 정의적 구조를 가진다는 견해
가 쇠퇴한 이후, 원형, 본보기, 이론은 개념의 정보적 구조의 주요한 후보들로 거론되어 왔지만, 원형 이론, 본보기 이론, 이론 이론은 상대를 압도하지
못하고 서로 경쟁할 뿐이다. 일상적인 개념이나 과학적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 암묵적으로 가정되어온 단일구조 관점은 다양한 실험증거들에
비추어볼 때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다루는 가장 그럴듯한 방식은 개념적 정보의 구조적 이질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는
다원론적 관점을 범위 다원론, 인지현상 다원론, 구조 다원론으로 구분하고, 구조 다원론이 현존하는 증거들로부터 지지될 수 있는 형태의 다원론적
관점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일상적 개념이 구조적으로 이질적이듯 과학적 개념 역시 그러하고, 그러한 구조적 이질성을 도입함으로써
“합의된 정의 없는 생산적 연구”라는 흥미로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였다.
둘째, 나는 과학적 개념을 분석하는데 존재론적 범주가 중요함을 주장했다. 개념들은 존재론적으로 상이한 범주들과 관련될 수 있고, 그러한
존재론적 차이는 일상 언어에 반영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인지과정과 개념의 학습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존재론적 범주가 과학적
개념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이유는 개념적 변화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단지 대상 개념들 사이의 분류학적 전환이
아니라 존재론적 차이를 가로지르는 존재론적 전환을 동반한 개념적 변화는 매우 흥미로운 과학적 변화의 양식을 제시하며, 나는 이것을 천문학
혁명의 재구성을 통해 예시했다.
셋째, 나는 과학적 개념의 기능이 갖는 역할에 주목했다. 개념의 기능은 과학자들이 주어진 개념을 가지고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를 알
려주며, 개념의 성공적인 사용을 평가하는 규범으로서 작용할 뿐 아니라, 개념적 변화의 합리성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유전자 개념의 변화
과정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나는 기능이 어떻게 개념적 변화의 합리성을 설명하는지 예시했다. 또한 기능 정보가 여러 인지과정에 미치는 영
향을 보여주는 경험적 증거들을 보임으로서, 기능이 오로지 설명을 위해 가정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근거가 있는 설명 자원임을 보였다.
이러한 성취들은 개념을 인지적 존재자로 간주함으로써 얻어졌다. 물론, 언어적 접근 하에서 동일한 현상들이 설명될 가능성을 애초에 배
제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앞선 논의들을 언어적 접근에 대한 결정적인 논박으로 간주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인지적 접근의 우위를 보여주는 데
지금까지의 논의는 부족함이 없다.80
우선, 논문의 도입부에서 나는 과학적 개념을 언어적 차원으로 다루는 방식이 나름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1) 과학적 이론에
대한 수용된 견해는 쇠퇴했고, 과학 이론은 비언어적 존재자를 핵심적으로 포함하며, 과학은 단지 확립된 이론 이상이라는 점, 2) 언어적 접근
을 추동한 논리와 심리의 이분법 또한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 3) 지시 이론의 전망은 밝지 않다는 점, 4) 과학적 개념과 관련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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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근거를 요약하기 전에,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그것은 많은 맥락에서 언어적인 것(특히, 의미)과 개념적인 것이 혼용되어 사용되며, 때로
날카롭게 분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초래되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많은 언어적 실천들이 인지적인 것으로서의 개념을 경유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그 경우, 인지적 접근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인지적인 것을 활용함으로써) 언어적인 차원에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적 개념
에 대한 언어적 접근에서는 언어적인 측면만으로 과학적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을 모두 혹은 대부분 알 수 있다고 본다. 즉, 언어의 통사적, 의미론적 측면
이 과학적 개념의 분석에서 주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인지적인 것을 경유하는 언어적 실천을 통해 인지적 접근이 설명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
은 언어적 접근에 대한 옹호 논변이 아니다.

117

철학적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실질적 이론은 제안된 바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고려사항들은 대안적 접근으로서 인지적 접근을 발전시킬 충분한
이유를 제공했다. 이제 본 논문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진 세 가지 부분을 통해 인지적 접근의 상대적 우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과학적 개념을 이론적 용어로 다루는 어떤 이론에서도 존재론적 다양성에 주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존재론적 다양성으로 인
한 여러 현상들은 개념을 순수하게 언어적 실천 안에 위치시킴으로써 파악하기 어렵다. 카일이 보여준 것처럼, 서술가능성(predicability)
지식은 존재론적 지식에 근거하며, 존재론적 지식은 일종의 개념적 지식이다. 과학 교실에서 학생들이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부딪히는 어려움은
단지 새로운 용어의 의미를 배우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일상적 개념과 그에 대응하는 과학적 개념의 존재론적 불일
치로부터 발생한다. 코페르니쿠스가 촉발한 천문학 혁명은 단지 ‘천구’에서 ‘궤도’로의 의미 변화가 아니라 존재론적 전환을 동반하는 개념적 변
화였다.
둘째, 정보적 구조라는 관념은 개념을 특정한 정보체로 간주하는 인지적 접근의 산물이다. 반대로, 언어의 의미론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보적
구조가 다루어질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개념이 원형, 본보기, 이론의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것, 특히 개념이 다원론적인 정보구조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언어적 차원에서 구현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식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구조를 갖춘 정보체라는 관념과 그 구조가 이질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인지적 접근이 다양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원천을 제공하고, 반대로 언어적 접근의 한계를 드러낸다.
셋째, 개념을 인지적 존재자로 간주함으로써, 개념의 고유 기능을 통해 개념의 성공적 사용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고, 개념적 변화의 합리
성을 설명할 수 있었다. 어떤 개념적 변화는 그것이 개념의 고유 기능을 더 잘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경우에 합리적이라고 평가된다. 이
는 과학사에서의 다양한 개념적 변화들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물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자원이 언어적 접근에는 원천적으로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앞 장에서 보았듯, 브리간트는 “과학적 용어에 의해 추구되는 인식적 목적”이라는 요소를 도입
함으로써 동일한 설명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는 앞 장에서 브리간트의 인식적 목적이 여전히 언어적 접근을 취하기 때문에 발생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보다 과학적 개념의 기능이 더 나은 대안임을 주장했다.
요컨대, 과학적 개념에 대한 언어적 접근의 대안으로서 인지적 접근을 추구해야 할 좋은 이유를 존재할 뿐 아니라, 앞 장들에게 제시된
형태의 과학적 개념에 대한 인지적 이론은 언어적 접근 하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과학적 실행의 차원들을 조명함으로써 과학활동과 과학의
역사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물론, 인지적 접근이 현 단계에서 완성된 모습을 갖추었다거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앞장에서 나는
인지적 접근에 대해 가해질 수 있는 몇 가지 우려와 비판들을 고려하고, 그러한 비판들이 과학적 개념에 대한 메타정보 이론과 더 일반적으로
는 인지적 접근에 대해 실질적인 반대논변들이 되지 못함을 보였다. 인지적 메타정보 이론은 개념 제거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개념의 지향
성에 대한 이론을 제안할 수 있고, 과학적 개념의 독특한 특징도 포착해낼 수 있다.
지금까지 나는 과학적 개념을 단지 언어적 존재자가 아니라 인지적 존재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학적 개념에 관한 메타
정보 이론을 옹호하고, 가능한 비판들에 대응했다. 끝으로, 본 논문이 갖는 의의를 간략히 언급함으로써 글을 맺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채택된 연구 방법론은 자연주의적 과학철학이 수행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을 드러낸다. 과학철학을 자연화하는 방식은 다
양할 수 있지만, 크게 인지과학에 호소하는 방식과 과학사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흔히 구분된다.(조인래 2006) 전자를 인지적 자연주의라고 부
를 수 있다면, 후자는 역사적 자연주의로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두 종류의 자연주의가 반드시 충돌하는 것도 아니고,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본 논문은 일상적 개념에 관한 인지과학의 성과와 양립가능한 과학적 개념에 관한 이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인지적 자연주의에 속하지만,
그러한 이론이 과학의 역사와 현재 과학적 실행에 관한 여러 측면들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자연주의에도 속한다. 따라서 이 방법론
은 인지-역사적(cognitive-historical) 자연주의로 부를 수 있다.(Nersessian 2008) 과학적 개념의 이론은 인간 인지 일반에
관한 이론과 일상적 개념의 이론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실험 자료가 과학적 가설을 평가하는 증거이자 고려사항이듯, 과학의 역사와
실제 과학활동은 과학적 개념의 이론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한 이론은 역사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될 때 좋은 이론으로
서 확립된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이론은 (심리학 실험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인지활동에 관해 우리의 이해를 확장하는 결과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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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가변성만을 강조하는 일부 사회학적 연구나, 이상적인 개인 과학자의 순수하게 지적인 탐구만을 강조하는 일부 철학
적 연구가 가진 난점을 벗어나,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 위치해 있으되 합리적인 방식으로 공동체적 인지활동을 수행해나가는 과학활동의 진
면목을 보여주는 데 유리하다.
본 논문의 동기 중 하나는 과학적 개념에 관한 철학자들의 관심을 고무하는 것이다. 과학 활동에서 과학적 개념이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
에도 불구하고, 근래 과학적 개념에 관한 철학적 탐구는 많은 관심을 끌지 못했으며, 여전히 많은 이들이 별다른 반성적인 고찰 없이 기존 관
행을 따르고 있다. 아직까지 과학적 개념의 본성에 관해 어떤 합의된 견해도 도출된 바 없다. 만일 본 논문에서 제안된 과학적 개념에
관한 인지적 메타정보 이론이 성공적이라면, 과학적 실행과 과학의 역사를 더 잘 이해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인지
적 이론에 호의적이었으나, 쿤 자신의 개념 이론이나 쿤의 비판적 계승자들에 의해 발전해온 개념 이론에도 불만족했던 철학자들에게 한 가지
대안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여전히 언어적 접근의 틀 아래에서 작업하는 철학자들에게 하나의 도전거리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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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concerns the nature of scientific concepts. Philosophical treatments of
scientific concepts can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a linguistic approach and a cognitive
approach. I claim that the linguistic approach has failed to provide a suitable framework
for understanding scientific practices and conceptual changes, and that some of cognitive
theories developed by Kuhn and other Kuhnian philosophers are not satisfactory. In this
thesis, I suggest a new cognitive theory, what I call a cognitive metainformation theory,
by synthesizing recent development of history of science, science education, and
cognitive science of concepts.
A scientific concept is characterized as a body of information that members of relevant
scientific community have in common and that is used by default in cognitive processes
underlying scientific practices. Hence, it is crucial to explicate what information is
constitutive of concepts. I argue that three types of metainformation should be considered:
informational structure, ontological category, and function. Each one is metainformation
which explains or regulates other information encoded in concepts.
The core idea can be stated as follows. First, I argue for the structural heterogeneity
thesis of scientific concepts. This thesis is supported by providing the best explanation of
the phenomenon, what I call “the productive research without an agreed-upon definition.”
Second, scientific concepts carry their own ontological categories. Considering this fact
allows us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conceptual changes in science education and
history of science. Third, the function of scientific concepts provides the norm and
standard of concept uses, and supports the rationality of conceptual variations and
changes.
Finally, I consider three possible worries or objections: the concept eliminativism, the
intentionality of concepts, and the peculiarity of scientific concepts. By respond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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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 I clarify and defend the cognitive metainforma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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