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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이 논문의 목표는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에 대한 비판들에 재 반론
함으로써 이론증식론을 옹호하는 것이다. 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은 이 논문
의 목표가 파이어아벤트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나
는 파이어아벤트의 생각에 찬동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어아벤트의 방법론
에 대한 비판들이 근거가 없는 것임을 주장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 나는 이론증식론에 관한 파이어아벤트의 주장들을 
살핀다. 역사적 사례들을 가지고 파이어아벤트는 ‘잘 입증되어 널리 수용
된 이론일지라도 이와 양립불가능한 대안이론을 창안하고 정교화 하라’는 
이론증식론을 허용할 것을 주장한다. 이론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는 종종 
그 이론과 양립불가능한 대안이론의 도움으로 밝혀지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3장과 4장에서는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에 대해 주목할 
만한 두 비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다. 3장에서 나는 이론증식론과 
대립되는 토마스 쿤의 정상과학론을 다룬다. 이론증식론과 정상과학론은 
정상과학의 기능적 역할에 관한 견해에서 차이가 있다. 쿤은 정상과학이 
과학혁명을 이끄는 기능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상과학은 과학혁명에 필
연적 조건이라고 말한다. 반면 파이어아벤트는 정상과학의 특성(고집의 원
리)만으로 혁명을 만드는데 충분하지 않으며, 증식의 원리가 그와 함께 수
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두 방법론 사이에 판정을 내리기 위해 나는 과학
혁명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관한 역사연
구들을 살펴본다. 이 역사연구들은 코페르니쿠스 혁명과정이 파이어어벤트
의 이론증식론과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4장에서 나는 이론증식론에 대한 라우든의 비판을 다루고 이에 대응한
다. 라우든은 파이어아벤트를 두 갈래로 비판한다. 라우든은 첫 번째로 제
시된 사례의 수가 적다는 점에서 서너 가지 과학사 사례에 기반한 파이어
아벤트의 역사적 논증에 의문을 제기한다. 두 번째로 라우든은 ‘이론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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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할 수 있는 사실은 종종 그 이론과 양립불가능한 대안이론의 도움으로 
밝혀진다’는 파이어아벤트의 논지를 비판한다. 라우든은 대안이론이 관찰
된 현상을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해도, 그 사실이 기존 이론의 부정을 함
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론의 신봉자들은 기존이론을 
고수할 수 있으며 그 결정적인 증거가 이 기존이론의 잠재적 반박자라는 
것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우든의 비판은 파이어아벤트의 주
장에 해를 가하지 못한다. 첫 번째로 파이어아벤트가 든 서너 가지 역사적 
사례는 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경시될 수는 없으며, 두 번
째로 라우든은 파이어아벤트가 사용한 용어 ‘반박’을 오해하였다. 

  주요어: 과학방법론, 폴 파이어아벤트, 이론증식론, 정상과학론, 토마스 
쿤, 래리 라우든
  학  번: 2014-2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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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학의 목표가 자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라면, 과학이 그러한 목
표를 달성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
의 성공비결은 무엇일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의 성공이 보편적
인 방법론적 규칙들(이를테면 ‘경험적으로 적합한 이론을 택하라’, ‘보조가
설이 적은 이론을 택하라’ 등)로 구성된 방법론에 기인한다고 말할는지 모
르겠다. 나아가 그들은 과학자들이 과학의 성공을 위해서 그러한 방법론적 
규칙들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이러한 통념에 과감하게 반기를 든 사람은 파이어아벤트(Paul K. 
Feyerabend)이다1). 그는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과학의 성취가 과학철학
자들이 말하는 방법론적 규칙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집이나 종교적 믿음, 
실수 같은 비이성적인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모든 과학적 
사례들을 포괄하는 합리적인 영구불변의 규칙은 존재할 수 없으며, 만일 
그래도 고정된 규칙을 고집해야만 한다면, 허용될 수 있는 원리는 “어느 
것이든 좋다(Anything goes)” 뿐이다. 만약 과학자들이 엄격한 규칙들에 
철저하게 묶여 있었다면, 과학의 몇몇 위대한 성취들을 이루지 못했을 것
이다. 
  파이어아벤트는 친숙한 방법론적 규칙과 상반되는 반대규칙들 또한 과
학의 진보를 위해 종종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러 반대규칙들 중 
특히 그가 주목하는 반대규칙은 “잘 입증된 이론 혹은 잘 확립된 사실들
과 불일치하는 가설들을 도입하고, 정교히 하라”로서, 이 규칙이 바로 파

1) 파이어아벤트의 이러한 도전은 많은 철학자들에게 지적 자극을 주었고, 과학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켰다는 점에서, 파이어아벤트가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
철학자들 중에 한 명이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는 포퍼, 쿤, 라카토슈와 함께 20세
기 철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논란이 많은 인물로 여겨지고 있다(Oberheim 2006, 
17). 이들을 20세기 후반 과학철학의 ‘빅 4’라고 일컫는다. 파이어아벤트는 이 구성원들
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과학철학의 격렬한 논쟁 속에 자주 있었다
(Hoyningen-huene 2000, 6). 20세기 가장 중요한 과학철학자에 관한 철학자들(660명)
의 투표에서 파이어아벤트가 7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과학철학에서 차지하는 그의 위상
을 잘 보여준다(Leit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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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이다. 그는 이론증식이 과학에 유익한 결과를 가
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대안이론은 기존이론이 보지 못하는 
비판의 수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 받는 이론
일지라도 그 이론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한 이론증식은 필요하다. 
  이론증식론에 대한 비판자들 중 대표적인 사람으로 토마스 쿤(Thomas 
S. Kuhn)과 래리 라우든(Larry Laudan)을 꼽을 수 있다. 쿤은 파이어아
벤트와 마찬가지로 과학사에 관한 관찰로부터 출발하지만, 정상과학의 기
능에 관해 이 둘은 상반된 견해를 보인다. 쿤에 따르면 정상과학의 추구는 
필연적으로 위기와 혁명을 불러오며, 이론증식은 위기시기가 도래했을 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반면 파이어아벤트는 정상과학의 추구만으로
는 결코 혁명을 불러올 수 없기 때문에 이론증식이 상시로 채택되어야 한
다고 말한다. 쿤은 이론증식에 소극적인데 반해, 파이어아벤트는 이론증식
이 적극적으로 필요함을 역설한다. 그렇다면 이론증식의 적극성 측면에서 
쿤은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의 비판자로 간주될 수 있다.
  래리 라우든은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을 두 갈래로 비판한다. 첫 번
째로 라우든은 서너 가지 과학사 사례들을 토대로 이론증식론을 정당화 
한 파이어아벤트의 논증방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두 번째로 라우든은 ‘대
안이론이 기존이론의 반박(refutation)을 가능하게 한다’는 파이어아벤트의 
주장을 비판한다. 대안이론이 기존이론의 변칙사례를 성공적으로 설명한다
는 것만으로 기존이론이 반박되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에 대한 두 학자들의 비판을 
다루고 이에 대응한다.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반부에서는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을 살펴본다. 나는 파이어아벤트가 이론증식론
을 창안한 배경(2.1절)을 살펴본 뒤,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을 어떻게 
정당화했는지를 『방법에의 도전』 1판(1975)(이하 ‘ ’)을 중심으로 다룰 
것이다(2.2절). 그러나 그의 주장은 애매하여 이론증식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에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에 대한 유망한 
해석을 찾고자 했던 학자들의 시도를 소개한다(2.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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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반부에서는 이론증식론에 대한 비판들을 다루고 이에 대한 대응을 시
도한다. 3장에서는 토마스 쿤의 비판을 다루고 이에 대응한다. 우선 파이
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과 대립되는 쿤의 정상과학론을 소개한다(3.1절). 
대립되는 두 주장을 판정하기 위해 나는 모범적인 과학혁명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선정하여, 이 혁명의 실제 과정이 누구의 방
법론에 적합한지를 따져보고자 한다. 우선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관한 쿤의 
역사서술을 살펴본 뒤(3.2절), 실제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에 더 가까웠음을 보일 것이다(3.3절). 
  4장에서는 래리 라우든의 두 가지 비판을 다루고 이에 대응한다. 라우
든은 첫 번째 갈래에서 파이어아벤트가 든 과학 사례들을 예외로 취급하
여, 이론증식론의 정당화 기반을 무력화한다(4.1절). 나는 이러한 라우든의 
비판에 대응한다(4.2절). 두 번째 갈래에서 라우든은 ‘대안이론을 통해 기
존이론을 반박한다’는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 옹호 논증에 의문을 표
시하며, 이론증식론을 직접 공격한다(4.3절). 나는 이 비판 역시 파이어아
벤트에게 유효하지 않음을 보인다(4.4절). 
  본 논문의 목표는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에 대한 반대논변에 대해 
재 반론함으로써 비판자들로부터 이론증식론을 방어하는 것이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이 논문이 이론증식론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령 나는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이 과학에
서 올바른 규범인지에 관한 질문과는 거리를 둘 것이다. 그럼에도 이 논문
은 의의를 지닌다.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에 대한 비판들이 효과가 없
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결과적으로 그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는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을 위한 소극적
인 형태의 옹호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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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

  2.1.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의 등장배경

  자연에 대한 이해를 성공적으로 넓힌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한 시
도들이 과학철학계에서 이루어져왔다. 과학철학에서 전통적인 주류는 논리
경험주의였다. 논리경험주의는 이름처럼 ‘논리적’ 측면과 ’경험주의적’ 측
면을 가지고 있다. ‘논리적’ 측면에서 논리경험주의자들은 과학을 형식논
리로 이해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들은 과학적 진술들의 내용보다는 진술들
의 논리적 형식/관계에 관심을 가졌다(Shapere 1984, 58). 따라서 논리경
험주의자들의 실질적인 작업은 과학적 표현들 일반(가령 ‘…는 법칙이다’, 
‘…는 …의 증거이다’, ‘…는 …보다 더 높은 정도로 입증된다’)에 적합한 
형식적 표현들을 구성하는 일이었다(Shapere 1984, 59). 논리경험주의자
들은 과학이론을 공리들(axioms)로 취급하였으며, 과학이론은 형식적인 
용어들로 표현될 수 있는 ‘해석 규칙들’을 통해 경험과 연결되는 것으로 
상정되었다(Shapere 1984, 60).
  ‘경험주의적’ 측면에서 논리경험주의자들은 과학이론에서의 용어의 의미
와 주장이 경험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용어의 의미가 
경험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론적 용어’와 ‘관찰적 용어’
를 구분하였고, 그들은 이론적 용어들이 어떻게 관찰적 용어를 기초하여 
해석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했다. 논리경험주의자들은 경험적 증거를 
통해 과학적 가설이 검증되거나 반증되는 방식을 보인다(Shapere 1984, 
60). 
  논리경험주의가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제한 없이 성공적이었
던 것은 아니다. 형식논리를 통한 논리실증주의자들의 접근 방식에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논리경험주의자들은 논리학의 기술적인 문제들에 집
중된 나머지 지나치게 합리주의적이었기 때문에, 실제 과학과 무관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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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을 받았다. 몇몇 과학철학자들은 논리적 형식만 보아서는 과학을 알아
차릴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Shapere 1984, 61). 
  논리경험주의에 비판적이었던 대표적인 철학자는 파이어아벤트이다. 파
이어아벤트는 논리경험주의가 두 가지 그릇된 전제를 당연하게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견해라고 지적한다. 하나는 정합성의 조건(consistency 
condition)으로 관찰영역 내에서 선행이론과 후행이론은 모순 없이 정합
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의미 불변의 조건(condition of 
meaning invariance)으로 선행이론에서의 용어들의 의미는 후행이론의 
용어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론의 변화과정에서도 용어의 의미는 
불변해야 한다. 파이어아벤트는 이 두 전제들이야말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Feyerabend 1962, 28-30).
  파이어아벤트는 의미 불변의 조건이 실제 과학 활동과 일치하지 않는다
며 이를 비판한다. 의미 불변이 성립하지 않는 한 가지 예는 뉴턴 역학에
서의 ‘질량’과 아인슈타인 역학에서의 ‘질량’이다. 이 두 용어의 경우 말은 
같지만 다른 개념이다. 왜냐하면 상대성이론에서 질량은 속력에 따라 달라
지는 잠재에너지와 연관되어 있는 개념인 반면, 고전역학에서 질량은 속력
과 관계없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상에서는 질량이 변할 정도의 큰 
속도를 체험할 수 없기에 고전역학에서의 질량과 상대성이론에서의 질량
은 거의 차이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을 같은 개념이라고 놓을 
수 없다. 그렇다면 상대성이론과 뉴턴역학에서의 질량은 의미불변의 조건
을 위반하는 사례이다(Feyerabend 1962, 80-81).
  임페투스 이론2)의 ‘힘’과 뉴턴역학에서의 ‘힘’ 또한 용어의 의미가 보존

2) 임페투스 이론은 물체의 운동이 변화하는 원인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이다. 아리스토
텔레스에 따르면 물체의 운동은 운동의 근원(힘)을 계속해서 공급해주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 원리는 직관에 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말이 마차를 끌거나, 물건
을 미는 경우 계속해서 힘을 가해주었기 때문에 운동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이 모든 곳에 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돌을 던질 때를 생각해보
자. 이 경우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돌은 계속해서 
날고 있다. 동력을 주고 있지 않음에도 어떻게 계속해서 날 수 있단 말인가? 이를 설명
하기 위해 여러 이론이 고안되었는데, 임페투스 이론이 그 중 하나이다. 
 임페투스 이론은 던져진 투사체의 경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손이 내부의 움직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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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또 다른 예이다. 임페투스 이론가들에 따르면 물체가 정지한 상
태는 어떠한 힘의 영향이 없는 자연적 상태이다. 반면 외부 힘의 작용 없
이 물체가 일정속도로 관성운동 하는 경우 이는 자연적 상태가 아니다. 왜
냐하면 물체내부의 힘(임페투스)이 물체에 계속해서 작용하는 상태이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진공상태에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의 경우 임
페투스 이론가들에게는 이는 내부의 힘이 물체에 계속 가해지는 상태이며, 
자연적 상태가 아니다. 그러나 뉴턴역학에서는 일정한 속도로 관성운동 하
는 경우 힘이 0인 자연적 상태로 규정한다. 가령 일정하게 도는 행성이나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물체의 경우 뉴턴역학에서 힘이 0
인 상태이다. 임페투스 이론가들과 뉴턴역학의 이론가들은 힘이 0인 경우
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힘’이란 용어를 다른 의
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eyerabend 1962, 57).
  왜 의미 불변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가? 파이어아벤트는 용어의 의미가 
다른 용어들과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이론의 맥락
(context)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질량’, ‘힘’은 두 이론 안에서 
서로가 같은 것을 지시하는 용어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각각의 이론체계 
안에서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를테면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에서 ‘힘’은 속
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일정한 속도는 일정한 힘이 작
용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뉴턴 이론에서의 ‘힘’은 속도가 아닌 
가속도와 관련이 있다. 이처럼 이론간 용어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후행
이론이 전-이론을 환원한다는 것도 말할 수 없으며, 오히려 용어가 대체
된다(replaced)고 봐야 한다는 것이 파이어아벤트의 주장이다
(Feyerabend 1965, 179-180).

있는 힘(임페투스)을 투사체에 옮긴 것이며, 그 투사체 내부에는 계속 운동할 수 있는 
힘이 저장된다. 그리고 그 저장된 힘이 계속 운동할 수 있는 힘의 바탕이 된다. 그러나 
공기저항과 중력으로 인해 이 힘은 계속 줄어들고 결국 땅에 떨어져 멈추게 된다는 것
이다. 
 그런데 만약 공기저항이 없는 상태라면, 이 물체는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움직이게 될 
것이다. 즉 임페투스는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양을 계속 유지한다. (Feyerabend 
1962,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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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정합성의 조건에 대한 파이어아벤트의 비판은 다음과 같다. 정합
성의 조건에 따르면 새로운 가설은 기존의 이론들과 정합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파이어아벤트는 이러한 정합성의 조건이 실제로 만족되지 않으며, 
만족되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첫 번째로 정합성의 조건은 실제 
과학사 사례에 들어맞지 않는다. 일례로 뉴턴의 중력이론은 전-이론인 갈
릴레오의 자유낙하 법칙과 비정합적이었다. 갈릴레오 법칙에 따르면 물체
를 자유낙하 했을 때 물체의 가속도는 일정하다3). 그러나 뉴턴의 중력이
론에 따르면 자유낙하 시 물체의 가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뉴턴에 중력이
론에서 힘을 나타내는 식은   과 같은데4), 여기서 가속도(a)는 
에 해당되며 이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물체를 자유낙하 할 
시 물체와 지구 중심의 거리(r)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뉴턴 이론에 따
르면 자유낙하 시 물체의 가속도는 변하게 된다(거의 차이가 없지만, 미세
하게나마 증가한다). 이는 자유낙하 시 가속도는 일정하다고 주장한 갈릴
레오와 대립되며, 따라서 두 이론은 양립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사례는 
정합성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즉 후행이론인 뉴턴 이론
으로부터 선행이론인 갈릴레오 이론이 연역적으로 도출된다고 말할 수 없
다( , 35-36).
  두 번째로 정합성의 조건은 규범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정합성
의 조건은 기존이론에게만 유리한 조건이며, 새 이론에게는 비관용적인 조
건이기 때문이다. 영역 D내에서의 성공적인 이론 T를 생각해 보자. T는 
유한한 관찰들의 집합 F와 오차 범위 M 내에서 잘 부합한다. 만약 다른 
이론 T*도 오차 범위 M 내에서 T만큼 F와 잘 부합한다고 하면, T*는 T
만큼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T*가 F의 외부에서 T와 상충하는 
주장을 한다고 하자. 이때 정합성의 조건은 T*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한
다. 왜냐하면 T*가 사실과 불일치해서가 아니라, T*가 기존이론 T와 상충

3) 갈릴레오의 주장을 식으로 표기한다면,   와 같을 것이다(h: 높이, g: 중력가속
도, t: 시간). 갈릴레오의 자유낙하 법칙에 따르면 중력가속도(g)는 어느 때고 변하지 않
는다. 

4) F: 힘, G: 중력상수, M: 지구의 질량, m: 물체의 질량, r: 지구중심과 물체 사이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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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이다. 정합성의 조건은 T가 T*보다 더 오래되고 친숙하다는 이
유로 T*를 배제하고 우리와 친숙한 T를 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점에서 
정합성의 조건은 새로운 이론에게 비관용적인 조건이다( , 36).
  그러나 정합성의 조건을 규범적인 측면에서 비판하기에는 이것만으로는 
아직 불충분하다. 앞 문단에서의 비판은 대안이론이 불리한 여건에서 기존
이론과 경쟁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 왜 기존이론이 아닌 대안이론이 수용
되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이어아벤트는 정
합성의 조건이 가정하고 있는 자율성 원리(Autonomy principle)를 공격
하여 정합성의 조건을 파괴하고자 한다( , 38). 
  자율성 원리란 경험주의자들이 가정하고 있는 원리로서, 경험적 내용에 
속하는 관찰 사실들은 대안이론에 상관없이 입수 가능(available)하다는 
원리를 말한다. 즉 대안이론 있든 없든 간에 주어진 하나의 사실로부터 이
론이 입증되는지 반박되는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파이어아벤트는 자
율성의 원리야 말로 “입증과 시험의 관한 질문을 다루는 거의 모든 철학
적 탐구들이 대부분 포함”하는 원리라고 말한다( , 38).
  파이어아벤트는 자율성 원리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사실과 이론은 자율
성의 원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긴밀하게 연결되어있기 때문이
다( , 39). 단일한 사실들에 대한 기술은 이론에 의존적일 뿐 아니라, 
대안적 이론의 도움 없이는 발견될 수 없고, 이러한 대안 이론이 배제되는 
순간 곧 입수 불가능한 것이 되기도 한다. 
  결국, 파이어아벤트의 전략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 될 수 있다. 

1. 자율성 원리가 결함이 있다. 
2. 정합성의 조건은 자율성의 원리를 포함한다. 
3. 따라서 정합성의 조건은 포기되어야 한다. 
4. 그런데, 기존 방법론을 대변하는 것은 정합성의 조건이다. 

결론: 따라서 기존방법론 또한 포기되어야 한다.



- 9 -

  파이어아벤트는 자율성 원리의 결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브라운 운동의 
발견과정을 든다. 브라운 운동은 유체 속의 작은 입자들이 끊임없이 불규
칙적으로 운동하는 현상으로서, 현상론적 열역학(phenomenological 
thermodynamics)의 기본 가정인 ‘영구운동은 없다’는 열역학 제 2법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당시 19세기 과학자들은 
브라운 운동에 대해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들은 브라운 운동을 단지 
유체 안에서 열 흐름이 국소적으로 사소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치부했다(Lavenda 1985, 70). 반면 아인슈타인은 대안이론을 도입
하여 브라운 운동을 해명하고자 했다. 첫 번째로 아인슈타인은 분자운동론
(Kinetic theory)을 도입하여 브라운 운동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입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작은 분자들과의 충돌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로 그는 깁스와 볼츠만의 통계역학을 도입하여 입자들의 확산을 확률
적으로 계산함으로써 양적으로 시험 가능한 예측을 했다(Preston 1997, 
128-29). 페린은 브라운 입자의 운동을 추적하고 일정한 시간마다 그것의 
위치를 기록하는 작업을 통해 아인슈타인의 예측을 시험하였다(Lavenda 
1985, 78). 그의 실험은 아인슈타인의 가설을 지지하였으며, 제 2법칙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Preston 1997, 129).
  브라운 운동이 현상론적 열역학을 반박하는 사실임을 알 수 있었던 것
은 대안이론인 분자운동론과 통계역학을 통한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율성 원리가 맞다면 대안이론 없이 브라운 입자가 열역학 제 2법칙을 
반박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하다. 대안이론 
없이 브라운 운동이 열역학 제 2법칙을 반박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각 입자의 정확한 운동을 측정해야 
한다. 입자들의 운동에너지와 유체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모된 에너
지의 총합의 변화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주위의 매체내의 온
도와 열전도에 관한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 측면에서 생기는 열 손실의 
총량이 운동하는 입자의 에너지 증가와 유체에 반하여 행해진 일(work)에 
의해 보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입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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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나 열의 전도)는 결코 정밀하게 측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모두 실험상
의 가능성을 넘어선다. 그러므로 대안이론 없이 브라운 운동만을 고려하여 
제 2법칙을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파이어아벤트의 
주장이다( , 40). 
  그렇다면 반박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인가? 브라운 운동이 현상론적 
열역학을 직접적으로 반박한 것은 아니다. 반박은 분자운동론과 통계역학
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 아인슈타인은 대안이론들을 통해 브라운 
입자들을 계산함으로써 열역학 제 2법칙을 반박할 수 있었다. 즉 브라운 
운동은 고안된 대안이론들로 인해 기존이론을 반박하는 사례가 되었다. 
  브라운 운동의 예를 보듯이 대안이론을 창안하고 정교화 하는 것은 이
론을 반박하는 사실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파이어아벤트는 브라운 
운동은 과학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다른 경험적 사실들 또한 대안이론이 
있어야 발견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론과 연관성을 가지며 이론을 반박하
는 성격을 띠는 결정적인 사실은 오직 검증되어야 할 견해와 일치하지 않
는 다른 이론의 도움을 얻어서 비로소 확립될 수 있다( , 41). 그렇다
면 대안이론과 상관없이 경험적 사실이 입수 가능하다는 자율성 원리는 
거부해야 하며, 이를 포함하는 정합성의 조건 또한 부당하다. 
  이와 같이 파이어아벤트는 경험주의가 가정하는 두 가지 전제인 정합성
의 조건과 의미 불변 조건을 비판함으로써 경험주의 과학방법론이 그릇됨
을 주장한다. 그의 주장대로 경험주의 과학방법론이 그릇되다면, 과학에 
대한 올바른 처방은 무엇인가? 다음 장에서는 파이어아벤트의 방법론적 
처방을 다룬다. 파이어아벤트가 과학이 실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지를 살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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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파이어아벤트의 처방 - 이론증식

2.2.1. 어느 것이든 좋다

  파이어아벤트는 과학이 본질적으로 이성(진리, 정직, 정의 등)의 권위를 
붕괴시키는 아나키즘5)적인 활동이며, 그러한 아나키즘적 방법이 법과 규
칙을 통한 다른 과학적 방법보다 인도주의적이며, 진보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 23). 원자론의 창안, 코페르니쿠스 혁명, 상대성 
이론 같은 과학의 큰 발전을 가져왔던 역사적 사건들은 어떤 명백한 방법
론적 규칙에 속박되지 않겠다고 결심했거나 아니면 무의식중에 규칙을 파
괴하는 아나키즘적 방법으로 인해 가능했다는 것이다( , 23). 
  예를 들어 갈릴레오는 동시대의 이성 및 동시대의 경험과 정면으로 충
돌하는 강력한 신념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지각
과 인식에 관한 이론은 지구중심설과 매우 잘 들어맞았다. 그리고 아리스
토텔레스 이론은 도구의 사용 또한 권장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도구는 
지각에 간섭하여 대상과 다른 형태(착각)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다( , 148). 그런데도 갈릴레오의 신념은 당시 비이성적이었던 다른 믿
음들(관성의 법칙, 망원경 등)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그리하여 연구는 새로
운 방향으로 변해가며, 새로운 종류의 도구들이 만들어지며, 증거는 새로
운 방식으로 이론과 짝지어졌다. 갈릴레오는 그 당시에 어리석은 우주론으
로 생각되었던 태양중심설을 고집스럽게 추구하였고, 이는 명료함과 경험
적 성공을 이끌었다( , 26).
  코페르니쿠스 역시 당시 이상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되었던 피타고
라스의 견해를 재생하고 다듬어서, 지구가 움직인다는 관념을 낡았다고 생
각하는 사람들을 쳐부수는 무기로 사용하였다( , 49). 피타고라스적 관

5) 파이어아벤트는 ‘아나키즘’이란 용어의 사용방식을 설명한다. 사실 그가 더 선호하는 용
어는 다다이즘(Dadaism)이다. 파이어아벤트에 따르면 다다이스트는 늘 의심스러운 마
음을 품으며, 문제되지 않는 영역(가령 언어의 기본적인 기능)에 있어서까지도 의심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이다(  , 21 f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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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코페르니쿠스에 의해 부활되었을 때,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은 프톨레
마이오스의 천문학이 가졌던 난점보다 더한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엄격하게 말해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은 반박되어야 했다. 그러나 코페르니
쿠스의 이론은 반박되지 않고 여전히 유지되었다( , 159). 코페르니쿠
스주의자들은 감각을 중시한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과 달랐다. 그들은 관
찰자료들을 자신들의 새로운 법칙을 시험하는데 사용하지도 않았다( , 
149-151). 
  이러한 사례들은 ‘경험적 내용이 높은 이론들에 집중하라’거나, ‘경험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은 이론은 반박하라’같은 친숙한 방법론적 규칙들에 어
긋나는 사례들이다. 그리고 이 사례들은 과학의 방법이 견고하고 불변하며 
절대적으로 속박하는 원리들을 담고 있다는 관념이 인간과 그 사회적 환
경에 대한 너무도 소박한 견해임을 보여준다. 즉 아무리 그럴싸하고, 또한 
매우 견고한 인식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도, 어느 때고 위반되지 않는 
영구불변의 규칙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 23). 모든 과학사례를 
포괄하는 고정된 방법론적 규칙은 없으며, 그런 규칙이 있어서도 안 된다. 
풍부한 역사적 자료를 접한 사람들이라면, 모든 상황에서 어느 때고 유지
될 수 있는 원리는 단 하나라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그 원리는 ‘어느 
것이든 좋다’이다( , 28).

2.2.2.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

  파이어아벤트는 어느 때고 위반되지 않는 방법론적 규칙은 ‘어느 것이든 
좋다’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말한다. 과학의 모든 상황에 들어맞는 고정된 
방법론적 규칙이 없다는 것은 친숙한 방법론적 규칙들과 상반되는 반대규
칙들(counterrules)도 과학에서 종종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 , 29). 여러 반대규칙들 중 파이어아벤트가 특히 관심을 갖는 규칙은 
“잘 입증된 이론 및 잘 확립된 실험결과에 모순된 가설들을 창안하고 정
교화 하라”이다( , 29). 이 규칙이 바로 그가 옹호하고자 하는 이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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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론이다. 그는 이론증식이 실제 과학에서 허용되었으며, 허용되어야 한다
고 말한다. 
  일례로 진화론은 잘 확립된 현대 이론이지만, 이론증식론에 따르면 그와 
모순되는 이론들인 창세기나 피만드로스에서 발견되는 인간이나 우주에 
관한 이론들을 존속시키고 잘 다듬어야 한다. 이 이론들은 진화론 같은 현
대적인 이론들이 성공했는가를 측정하는 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창
세기에 대한 개선된 해석으로 인해 진화론이 보충되어야 하거나 혹은 진
화론이 다른 이론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 , 
30).
  파이어아벤트는 이론증식을 정당화하는 두 가지 이유를 든다. 첫 번째로 
한 이론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는 종종 그 이론과는 양립불가능한 대안적 
이론의 도움을 얻어서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6). 브라운 운동
이 열역학 제 2법칙을 반박하는 사실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대안이론인 
분자운동론과 통계역학 때문이었다. 이처럼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이론의 
경험적 내용은 대안이론을 통해 극대화되며, 이로 인해 기존이론을 더 명
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 지식은 이상적인 견해에 얽매이는 일련의 자기 정
합적 이론이 아니다. 지식이란 오히려 서로 양립할 수 없는(그리고 어쩌면 
공약불가능한) 대안이 끊임없이 증가되어 가는 대양과 같은 것이고, 하나
하나의 이론이나, 옛날이야기나 신화는 다른 이론들을 보다 더 정교하게 
하고, 경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의식의 발전에 공헌한다( , 
29-30).
  두 번째 이유는 이론과 독립적인 순수한 관찰은 없기 때문(관찰의 이론
적재성)이다. 관찰보고, 실험결과, 사실을 나타내는 진술들 모두 이론적 가
정들을 포함하고 있거나 이론적 가정들을 주장하고 있다. 선입견이란 내부
분석이 아닌 대조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다. 가령 우리는 빛이 참모습을 전

6) 라우든은 이를 파이어아벤트의 ‘변칙사례 발견 논증(The Discovery of Anomalies 
Argument)’으로 규정하고 이 주장을 비판한다. 변칙사례 발견 논증에 대한 라우든의 
비판은 4.3절, 비판에 관한 나의 대응은 4.4절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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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해준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우
주론을 접하고 나면 비로소 그러한 가정의 영향을 인식한다. 결국 우리들
이 존재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비판과 검토를 위해서는 내부기준으로는 
안되며 외부기준이 필요하다. 친숙해진 개념이나 절차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을 통해 오염된 증거로 이론을 정당화하려는 시도 즉 순환
을 파괴해야 한다( , 30).
  살펴보았듯이 파이어아벤트는 기존 방법론으로 포괄할 수 없는 몇몇 과
학적 성취사례들이 이론증식론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이론증식론이 허용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가 기존의 방법론을 폐기하고 이론증식
론 같은 반방법론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다
( , 32). 가령 그의 주장을 ‘모든 과학자들이 기존 방법론을 버리고 이
론증식론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했다면 이는 분명한 오해이
다. 파이어아벤트가 이론증식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방법론 일지라도 종종 한계를 지닌다는 것을 보이고자 함이었다( , 
32). 다시 말하면, 파이어아벤트는 이론증식론만을 따라야 한다는 규범적
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증식론이 (종종) 허용되어야 한다는 규
범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2.2.3.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에 대한 유망한 해석

  이론증식론에 대한 파이어아벤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 기존이론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높
은 정도로 입증된 이론일지라도, 기존이론에 상충하는 대안이론을 개발하
고 정교화 하라. (  , 47)

  그러나 이 주장은 명료하지 않다. 대안이론이 기존이론을 반박하는데 어
느 정도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은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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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을 명료화하려한 철학자들(놀라와 생키 
그리고 애친슈타인)의 작업을 다룬다.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을 해석하는 한 가지 방법은 기존이론을 반
박하는데 있어서 대안이론의 역할을 강하게 보는 것이다. 즉 대안이론을 
창안하고 정교화 하는 것이 기존이론을 반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고 간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을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한 증식론: 기존 이론 T를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 또는 이론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증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물론 이론T가 받아들여
지고 강하게 입증되고 있는 이론일지라도, 이론T에 상충하는 대안이론을 
개발하고 정교화 하는 것이다(Achinstein 2000, 38, 강조는 원문)

  강한 증식론에 따르면 이론을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증거는 오직 대안이
론을 창안하고 증진할 때만 발견할 수 있다.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을 
급진적으로 해석한 이 주장은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을 선명하게 보
여준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강한 증식론은 대안이
론이 없이 기존이론을 시험할 수 있는 한 가지 반례만 있어도 무너진다는 
점에서 위험 부담이 큰 주장이다. 대안이론 없이 기존이론을 시험할 수 있
는 사례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바가 있다. 
  애친슈타인의 사례를 보자. O. J. 심슨이 살인을 했다는 가설을 시험한
다고 해보자. 강한 증식론이라면, O. J. 심슨이 살인을 했다는 가설을 반
박할 사실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오직 대안가설만 필요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대안가설을 창안하고 정교화 하는 것은 기존 가설을 시
험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클린턴이 살인을 했다는 가설을 창안한 뒤, 
클린턴의 알리바이를 조사하고 클린턴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듣는 것은 
O. J. 심슨이 살인을 했다는 가설을 시험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안가설을 창안하기 보다는 O. J. 심슨의 혈흔을 조사하거나, 
친구, 이웃 등을 만나보는 것이 가설을 시험하는데 더 효과적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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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Achinstein 2000, 39).
  놀라와 생키는 실제 과학사 사례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론 시험
과정을 통해 강한 증식론을 반박한다. 1919년 에딩턴의 실험결과는 오차
가 커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시험했다고 할 
수 없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제대로 시험할 수 있었던 것은 대안이론의 
창안과 정교화 때문이 아닌 그 후에 발달한 실험기술 때문이었다. 전파천
문학, 전파이론, 파동의 근원인 퀘이사의 발견 등이 실험기술의 발달을 가
능하게 했다. 그런데 실험기술 발달을 가져온 이러한 요소들은 아인슈타인
의 상대성이론과 전혀 상충되는 것들이 아니며, 매우 잘 맞는 것들이었다
(Nola & Sankey 2007, 303).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시험은 기존이론과 상충하는 대안이론 때문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강
한 증식론의 그릇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강한 증식론이 그릇되었다 해서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이 그릇된 
주장인 것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 놀라와 생키, 애친슈타인은 이론증식이 
기존이론을 반박하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
기 때문이다(Achinstein 2000, 37; Nola & Sankey 2007, 303). 결국 유
망한 규범적 주장이 되기 위해서는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이 강한 해
석에서 좀 더 온건한 해석으로 후퇴해야 할 것이다. 가령 다음과 같은 주
장이어야 할 것이다. 

대안이론을 개발하고 정교화하는 것이 기존이론을 반박하는 사실을 찾아
내는데 도움이 되는(유익한) 방법이다. 

  한 발 후퇴한 견해이지만, 기존이론을 반박하는데 유익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대안이론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이론증
식에 대한 규범적인 주장이다. 또한 이 주장은 파이어아벤트의 견해와 상
충하는 것도 아니다. 파이어아벤트는 분명 명시적으로 “이론을 반박하는 
사실은 종종 양립불가능한 대안이론의 도움으로 밝혀진다( , 29; 강조
는 추가)”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파이어아벤트의 증식론을 꼭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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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식론으로 간주해야 할 이유는 없다.
  강한 증식론은 대안이론을 창안하는 것이 기존이론을 반박하는 사실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장이지만, 이는 문제가 많은 주장인 것으로 드
러났다. 여러 학자들이 제기했듯이 대안이론의 창안 없이도 기존이론을 반
박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강한 형태의 이론증식
론 해석은 포기되어야 한다.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에 대한 유망한 해
석은 결국 강한 증식론 보다는 온건한 형태의 해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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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증식론 비판자 (1) - 토마스 쿤

  3.1. 정상과학론 대 이론증식론  

  쿤에 따르면 과학의 대부분의 시기는 정상과학 시기인데, 정상과학이란 
해당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과학자집단에 
의해 행해지는 연구 활동을 말한다. 패러다임은 어떠한 과학자 공동체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과학적 성취를 말하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과학자 공
동체에게 문제유형과 모범풀이를 제공한다(Kuhn 1970b, viii). 주도적인 
패러다임이 나오기 전 각 학파들은 방법이나 현상에 대한 표준이 제각각
이기 때문에 저마다 자신의 분야를 개척해나갈 수밖에 없다(Kuhn 1970b, 
13). 그런데 어떤 학파가 전대미문의 업적을 남기고 그것이 후대에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개방적이라면(Kuhn 1970b, 10), 과학자들은 
그 학파의 패러다임에 주목하고, 이를 중심으로 연구할 것이며, 정상과학 
이전 단계에서 나타났던 기본개념에 대한 의견불일치는 거의 발생하지 않
을 것이다(Kuhn 1970b, 11). 바야흐로 정상과학의 시기가 온 것이다. 그
들은 공유된 패러다임을 토대로 자연을 향한 더 전문적이고 심오한 연구
를 수행해나간다. 그들의 공동체가 인정하는 문제들만 해결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집중한다(Kuhn 1970b, 37). 정상과학 시기의 과학자들은 
대안을 창안하는 일을 거의 수행하지 않으며, 오히려 정상과학 내에서의 
연구는 패러다임이 이미 제공한 현상과 이론을 명료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정상과학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혹자는 ‘과학혁명은 영원히 
일어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쿤은 역설적
이게도 새로움을 억제하는 정상과학 활동이 오히려 패러다임 변화를 유발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한다(Kuhn 1970b, 64). 패러다임 교체과
정은 변칙사례의 발견으로 시작되는데, 이 변칙사례가 기존 패러다임을 추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Kuhn 1970b, 52). 만약 변칙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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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과학의 퍼즐 이상의 심각한 문제의 것으로 보여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면, 그 때 위기(Crisis) 그리고 비상 과학(Extraordinary Science)으
로의 전이가 시작된다(Kuhn 1970b, 82). 위기시기에는 과학자 공동체 구
성원들 사이에 위기의식이 만연하며, 과학자 공동체는 기존 패러다임에 대
한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정상과학의 규칙은 점점 모호해지며, 패러다임
은 존재하지만 그것에 관해 전적으로 합의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모범적인 
범례조차도 의문의 대상이 되고 만다(Kuhn 1970b, 83). 결국 하나의 이
론과 관련해서 수정안이 무성해진다. 위기시기의 연구형태는 마치 전-패러
다임 시절의 연구와 매우 유사하다(Kuhn 1970b, 101). 기존 패러다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새로운 패러다임 후보를 고려하고 제안
하며, 그 패러다임을 수용해야 할지를 놓고 다툼을 한다(Kuhn 1970b, 
84). 그리고 만약 옛 패러다임이 그와 양립불가능한 새 패러다임에 의해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대체된다면, 과학혁명이 일어난 것이다(Kuhn 
1970b, 92). 
  쿤에 따르면 과학의 대부분의 활동인 정상과학 하에서는 이론증식이 일
어나지 않았으며,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다수의 경쟁이론이 생길 경우, 
그 패러다임에 속한 연구자들은 자연에 대한 심오한 연구를 하기보다는 
적 이론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데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Kuhn 1970b, 
13). 정상과학을 추구하다 보면 예측과 어긋나는 관찰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기존이론에 의문이 만연하는 위기시기가 필연적으로 과학자 공동
체 사이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쿤은 이 위기 시기가 대안이론이 허용
될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쿤은 정상과학의 기능적인 역할을 강조한
다. 정상과학은 새로움을 억제하는 활동인데, 이러한 정상과학의 특징이 
변칙사례와 함께 이론의 위기를 불러오며, 결과적으로 과학혁명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파이어아벤트는 이론을 고수하는 정상과학의 활동의 정당성을 부정하지
는 않았다. 그는 고집의 원리(principle of tenacity), 즉 선택한 이론이 
“부딪히는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상당할지라도 그 이론을 고수하라는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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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정당함을 인정한다. 그 이유는 “이론들은 발전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으며, 그 이론의 원래 형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바로 그 난점
들을 결국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Feyerabend 1970, 203-204).
  그러나 파이어아벤트에 따르면 정상과학을 통한 혁명은 역사적 사실이 아
니며(Feyerabend 1970, 207-208), 바람직한 방법인 것도 아니다. 만일 과
학자들이 쿤의 정상과학론을 따른다면, 그들은 이론에 대한 혐오, 좌절, 싫
증에 이를 때까지 패러다임을 고수해야 할 것이다. 이는 혁명에 이르는 바
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결국 바람직한 혁명을 위해서는 고집의 원리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그와 함께 증식의 원리(principle of proliferation)를 받
아들여야만 한다. 대안이론 없는 이론의 반박은 불가능하기에, 증식의 원리
를 통한 혁명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Feyerabend 1970, 205).
  이 두 주장의 차이는 결국 정상과학의 기능에 관한 견해에서 기인한다. 
쿤은 정상과학의 추구가 과학 혁명을 필연적으로 이끈다고 주장한다. 대안
이론의 비판적 기능은 오직 정상과학에 위기가 도래했을 때에만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쿤은 대안이론의 도입에 소극적이다. 반면 파이어아벤트는 
정상과학만으로 혁명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이론의 비판적 기능을 
상시로 활용하자고 말한다. 설령 정상과학이 잘 작동하고 있는 상황일지라
도, 대안이론을 개발하고 정교화해야 바람직한 과학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파이어아벤트는 대안이론 도입에 적극적이다. 둘의 
방법론은 이 지점에서 충돌한다. 
  대립되는 두 주장에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과학 혁명이
라고 부를 수 있는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이 사례가 정상과학의 기능(변칙
사례로 인한 위기의 도래) 만으로 발생한 것인지 혹은 정상과학과 더불어 
증식의 원리로 인한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모범사례와 적합한 방법론
이 있다면, 그 방법론이 실제 과학의 방법론이라고 주장할 정당성이 생기
기 때문이다. 내가 주목하는 모범 사례는 쿤도 애용했던 코페르니쿠스 혁
명이다. 이어지는 절에서 나는 실제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누구의 방법론에 
더 적합한지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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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정상과학이 유발한 혁명: 코페르니쿠스 혁명

  쿤은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자신의 방법론으로 무척 잘 설명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의 탄생과정은 다음과 같
다. 우선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설이 출현하기 전에 지배적인 이론은 프
톨레마이오스의 지구중심설이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중심설은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2세기까지에 걸쳐 처음 발전했는데, 이 이론은 항성과 
행성의 변화하는 위치를 예측하는 데에 신통할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고대
의 체계 중에서 그렇게 잘 들어맞는 다른 이론은 없었다. 항성의 위치에 
관해서는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이 계산을 위한 근사법으로 오늘날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을 정도로 정확했으며, 행성의 위치를 예측하는 것 또한 코
페르니쿠스 천문학만큼 잘 맞았다(Kuhn 1970b, 68).
  그러나 한 이론의 예측이 놀랄 만큼 잘 들어맞는다는 점이 그 이론이 
완벽하게 성공적이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행성의 위치와 춘추분점의 세차
운동,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에 근거한 예측치가 실
제 관측과 들어맞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프톨레마이오스의 후계자들은 이
러한 차이를 줄이는 것을 과제로 삼고 연구하였다. 그들은 천체운동에 대
한 완벽하고 구체적이며 수량화된 설명을 제시하기 위해 임시방편의 도구
를 도입했다. 어느 특정한 모순이 드러나면, 천문학자들은 원들의 조합으
로 이루어진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에서 일부 특수한 조정을 가함으로써 거
침없이 모순점을 제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시간이 경과하
면서 천문학자들의 이러한 정상연구의 노력이 낳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바
라본다면, 그는 천문학의 복잡성이 그 정확성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대되
고 있다는 사실과 한 곳에서 보정된 모순이 다른 곳에서 나타나기 일쑤였
다는 사실을 간파할 수 있었을 것이다(Kuhn 1970b, 69).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 전통은 끊임없이 위협을 받았으며, 위기는 느
리게나마 인식되고 있었다. 13세기 무렵 알폰소 10세는 신이 우주를 창조
할 때에 자신과 의논했더라면, 신은 훌륭한 조언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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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16세기 들어서 코페르니쿠스의 공동 연구자인 도메니코 다 노바
라는 프톨레마이오스 체계 같은 엉성하고 부정확한 체계가 자연에 대한 
진리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16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많은 유럽 최
고의 천문학자들이 차츰 천문학의 패러다임이 그 고유의 전통적 문제에 
대한 적용에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한 인식
은 코페르니쿠스가 프톨레마이오스 패러다임을 거부하고 새로운 패러다임
을 찾기 시작하는 데에 요구되었던 선행조건이었다(Kuhn 1970b, 68).
  정상과학시기에 퍼즐로서 해결되어야 했던 문제들이 위기시기에 접어들
면 패러다임을 반증하는 사례(즉 위기의 근원)로 보게 된다. 코페르니쿠스 
또한 마찬가지였다. 코페르니쿠스는 프톨레마이오스의 다른 계승자들 대부
분이 퍼즐로 보았던 것들을 변칙사례로 보았다.
  쿤은 『코페르니쿠스 혁명 Copernican Revolution』에서 코페르니쿠스
가 당시 인식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의 위기상황에 대해 말한다. 그 무
렵 코페르니쿠스를 비롯한 동시대인들은 『알마게스트 Almagest』와 더불
어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를 비판/수정했던 이슬람 천문학자들과 몇몇 유럽 
천문학자들의 천문학도 물려받았다. 코페르니쿠스는 여러 천문학자들의 연
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는 작은 원 몇 개를 더하거
나 뺐고, 다른 누군가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애초에 이심원을 이용해 다루었
던 행성의 불규칙성을 설명하기 위해 주전원을 사용했다. 또 다른 누군가
는 1주전원 1주원 체계로 예측되는 운동과의 작은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프톨레마이오스가 알지 못했던 방법을 사용했고, 또 다른 이들은 새로운 
측정을 이용해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의 합성된 원들이 도는 속도를 변경했
다.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의 수는 하나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능숙한 천문학
자들의 숫자와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나온 모든 체계는 『알마게스
트』를 모델로 삼았기에, 그 모두는 ‘프톨레마이오스적’이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은 변종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프톨레마이오스적’이라는 
의미는 큰 상징성을 지닐 수 없었다. 천문학 전통은 산만해졌다(Kuhn 
1957, 139-140). 물론 여러 체계들 중 일부는 행성의 위치를 상당히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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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예측했다. 그러나 정확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미세 주전원 
같은 여러 장치들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체계는 더욱 복잡해지게 되었다. 
더 복잡해진 체계는 더 나은 근사치를 제공했지만, 정밀한 후속 관찰에 의
한 시험을 버틸 수 없었다(Kuhn 1957, 74).
  쿤은 코페르니쿠스의 위기인식은 그의 저서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De 
revolutionibus orbium coelestium』(이하, 『회전의 관하여』) 서문에 잘 
나타나 있으며, 서문에 있는 아래의 구절은 당시 프톨레마이오스가 위기상
태였음을 보여주는 고전적인 기술 중 하나라고 말한다7).

이[프톨레마이오스 체계]는 마치 한 화가가 마치 잘 그려진 손, 발, 머리 
등을 모아 자신의 그림을 완성하나 그것이 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과 같으며, 여기서 그 조각들은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괴물이 될 것입니다. (Kuhn 1957, 139)

  쿤은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의 전통적인 기법들이 결국 괴물을 만들어
낸 것이라 주장한다. 이전까지는 천문학의 전통은 괴물이 보이지 않았지
만, 코페르니쿠스 시대에 일어난 변화들이 결국 괴물을 만든 것으로, 쿤은 
코페르니쿠스가 그러한 변화의 절실한 원인들을 훌륭하게 묘사하고 있다
고 말한다(Kuhn 1957, 139). 그리고 괴물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의 불만은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향한 첫 걸음이었다.
  위기를 인식한 코페르니쿠스는 자신만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코페르니쿠
스는 자신의 가설이 프톨레마이오스 체계가 겪던 문제점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철학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질서정연한 창조자가 창조한 우주
의 작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확실한 이론에도 전혀 이르지 못했다는 것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 이 견해[지구가 움직인다고 말했던 옛날 
사람들의 견해]가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저보다 앞선 사람들이 천체 현
상을 설명하기 위해 어떠한 원이든 상상해 보는 자유를 누렸다는 것을 알

7)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의 위기에 관한 쿤의 구체적인 언급은 다음 부분(Kuhn 1957, 
135-143)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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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니 제가 지구의 어떤 운동을 가정해 천구들의 회전에 대해 그들보다 
나은 설명을 만들 수 있을지 시도해 보는 것 역시 분명히 용납될 수 있다
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 책에서 지구에 부여한 운동들을 가정
하고서 오랫동안 많은 관찰을 한 결과 [……] 행성들의 모든 현상이 그로
부터 곧장 따라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Kuhn 1957, 139)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놓은 자신의 이론을 발표하였고 
이는 마침내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를 뒤엎는 과학혁명을 가져왔다. 
  코페르니쿠스 혁명의 과정에 관한 쿤의 분석을 요약하면, 프톨레마이오
스 체계는 확고한 패러다임 하에서 잘 작동하는 정상과학이었다. 이 체계
는 항성과 행성의 위치변화를 예측하는 데에 여타 체계보다도 성공적이었
으나 행성의 위치와 분점의 세차운동이 실제 관측과 들어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학자들은 프톨레마이오스 체계 안에서 두 현상을 설명하려
고 애썼다. 학자들은 천체운동에 대한 완벽하고 구체적이며 수량화된 설명
을 제시하기 위하여 임시방편의 도구들을 제각각 사용하였다. 하지만 체계
의 복잡성은 증가했으며, 모순은 다른 곳에서 나타나기 일쑤였다. 천문학
적 전통은 끊임없이 위협을 받았으며, 16세기 초에는 유럽 최고의 천문학
자들 중에서 차츰 더 많은 사람들이 천문학의 패러다임이 그 고유의 전통
적 문제에 대해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즉 정상과
학의 추구로 인해서 쿤이 말하는 위기가 시작된 것이다. 
  위기시기의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는 하나가 아니라 난잡하게 제각각 변
동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수는 기술적으로 능숙한 천문학자들의 숫자와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코페르니쿠스는 복잡해진 프톨레마이오스 
모델에 불만을 갖고 있었기에 자신만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마침내 코페
르니쿠스 체계가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를 뒤엎는 과학혁명이 일어나게 되
었다.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대한 쿤의 역사적 기술은 ‘정상과학→ 위기→ 과학
혁명’이라는 쿤의 방법론을 깔끔하게 만족한다. 정상과학(프톨레마이오스 
이론)의 추구는 위기를 불러오고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가져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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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페르니쿠스 혁명의 과정이 실제로는 쿤의 역사기술처럼 일어났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3.3. 정상과학만으로 유발되지 못한 혁명: 코페르니쿠스 혁명

  쿤은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의 성공→ 프톨레마이오
스 체계의 잦은 구조적 수정→ 체계가 복잡해짐→ 공동체 내의 위기의식 
증폭→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설 창안’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관한 여러 역사연구들은 코페르니
쿠스 혁명에 대한 쿤의 역사기술을 부정한다. 특히 당대의 많은 천문학자
들이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에 위기를 느끼고, 주전원 같은 다른 장치를 도
입하는 등의 산발적으로 연구를 하였다는 쿤의 주장은 출처가 불분명하다
(Swerdlow 2004, 80).
  스월드라우(Swerdlow)는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에 쿤이 말하는 위기의 전
조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즉 정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여러 부가장치를 
추가하는 시도는 보이지 않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프톨레마이오스 체계가 
실제로는 복잡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에 가해진 오
차 수정은 단지 두 가지뿐이었는데, 그 두 가지 모두 프톨레마이오스 체계
의 구조를 수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첫 번째 수정은 인도와 아라비
아의 두 천문학을 수용하여 태양의 이심률을 20% 축소한 것이다
(Swerdlow 2004, 80). 이는 태양의 궤도를 타원형에서 원형으로 수정한 
것일 뿐 전체 모델에 대한 수정은 아니었다.
  두 번째 수정은 달력의 조정이었다. 프톨레마이오스 체계가 예측했던 춘
추분 날짜는 원래 춘추분과 작은 정도의 오차가 있었는데, 이 오차가 몇 
세기가 지나 누적이 되다 보니 코페르니쿠스 때인 16세기 초에는 어느 누
구도 프톨레마이오스의 표를 사용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한 누적오
차를 해결하기 위해, 마치 시계가 느려지면 태엽을 감듯, 시간을 재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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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행성의 평균운동을 재조정했다. 스월드라우는 이러한 수정 역시 이론에 
가해진 구조적 수정은 아니라고 말한다. 비유하자면 시계에 태엽을 감은 
것에 다름 아니며, 시계 구조를 수정한 것은 아니다. 어느 누구도 시계구
조의 문제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티코 브라헤나 케플러 이전까지 
당시 과학자 공동체의 어떠한 구성원도 프톨레마이오스 모델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Swerdlow 2004, 80).
  정리하자면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에 위기가 있었다는 쿤의 주장은 역사
적인 근거가 희박하다. 분명 행성의 평균운동이나 춘/추분 같은 시기를 
정확하게 맞추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그러한 수정이 구조적 수정인 것은 
아니었다. 즉 체계의 여러 장치를 추가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프톨레마이
오스 체계는 구조적 수정 없이 티코 브라헤나 케플러 이전까지 여전히 견
고히 유지되었다. 
  깅거리치의 연구도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의 복잡성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깅거리치는 13세기에 사용했던 알폰소 천문표
(Alfonsine Tables)의 구성요소들이 순수한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의 요소
들과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한다(Gingerich 1975, 88). 가령 외행성의 궤
도측정을 위한 이심(eccentric), 대심(equant) 그리고 단일한 주전원
(epicycle)들은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와 동일한 것들이었다. 둘 간의 차이
점은 알폰소 천문표에는 순수한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에 없던 세차운동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쿤이 말한 주전원의 추가(복잡성의 증
가)와 무관하다. 13세기의 알폰소 천문표는 순수한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이어서 깅거리치는 알폰소 천문표를 통해 300년 동안의 천문력을 재계
산하고 이를 1500년 초의 천문학자인 스토플러(Stoeffler)의 출판물과 비
교해 보았다. 그 결과 알폰소 천문표가 예상한 행성의 위치는 스토플러의 
출판물의 계산한 위치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스토플러는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창안되기 직전에 사실상 천문력 계산을 독점했던 사람이었다
(Gingerich 1975, 86). 그렇다면 그의 출판물은 쿤이 말하는 프톨레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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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 체계의 위기상황을 잘 구현해야 했다. 그러나 스토플러의 출판물은 
사실상 순수한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를 사용했다. 그렇다면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에 정확성을 보정하기 위한 땜질을 시도하여, 이론의 복잡성을 증가시
켰다는 쿤의 주장은 그릇되다. 순수한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는 코페르니쿠
스 이론이 창안되기 직전에도 여전히 행성의 위치를 예측하는데 사용되었
다(Gingerich 1975, 88).
  깅거리치와 스월드라우의 역사연구는 정상과학의 기능적 역할에 의문을 
던진다. 당시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의 추구가 그 체계의 위기를 불러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페르니쿠스가 이론을 창안할 당시에 과학자들은 프톨
레마이오스 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점에서, 프톨레마
이오스 체계는 그 시대에서도 여전히 견고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이 기존 
패러다임(프톨레마이오스 체계)에 들어맞지 않아 보인다는 분위기 속에서 
이론을 고쳐보려는 과학자 구성원들의 시도들은 보이지 않았다. 
  쿤은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위기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 정당성의 기반 
또한 약하다. 왜냐하면 코페르니쿠스의 『회전의 관하여』 서문이 위기를 보
여주는 좋은 근거문헌이 아니기 때문이다. 쿤은 서문의 구절들 중 특히 
“마치 한 화가가 마치 잘 그려진 손, 발, 머리 등을 모아 자신의 그림을 
완성하나 그것이 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과 같으며, 여기서 
그 조각들은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사람이라기보
다는 괴물이 될 것입니다”(Kuhn 1957, 139)라는 구절이 위기상태였음 보
여주는 고전적인 기술 중 하나라고 말한다. ‘괴물’이 프톨레마이오스 체계
에 덧붙여진 장치(주전원 등)로 인한 것으로서,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의 위
기(체계에 가해진 땜질)가 있었음을 매우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 
  깅거리치는 ‘괴물’에 대해 쿤이 오해한 것이라며, 대안적 해석을 제시한
다. ‘괴물’이라는 표현은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에 가해진 수정 때문이 아니
라, 프톨레마이오스 체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였
다는 것이다.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에서 행성 각각의 궤도크기는 제멋대로 
조정될 수 있었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는 “프톨레마이오스 체계가 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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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나 우주의 부분들에 관한 불변의 대칭성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이해
하지도 못했고, 도출하지도 못했다”(Kuhn 1957, 139)라고 말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코페르니쿠스는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를 ‘괴물’과 같다고 
표현한 것이다. 그에 반해 코페르니쿠스 체계에서 행성궤도의 크기는 각각
의 행성에 대해 고정되어있기 때문에 통일된 사람과 같다(Gingerich 
1975, 89).
  스월드라우 또한 ‘괴물’에 대한 쿤의 그릇된 해석을 지적한다. 스월드라
우에 따르면 코페르니쿠스가 언급한 ‘괴물’ 은 프톨레마이오스 체계 자체
가 가진 두 가지 문제점을 언급하기 위함이었다. 첫 번째는 앞선 깅거리치
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프톨레마이오스 체계가 애초에 가진 형식적 불일치
와 관련된다.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는 각각의 행성들마다 각각 다른 모형을 
사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는 프톨레마이오스 체계 자체의 
비정합성을 강조하려 했던 것이다(Swerdlow 2004, 84). 가령 어떤 행성의 
궤도는 A모델로 계산하고, 다른 행성은 B모델 등으로 각각 행성들마다 다
른 모형으로 궤도를 계산한다면, 각각의 행성들의 위치를 예측할 때는 정
확할지 모르겠으나 이를 하나로 모은다면 이상한 형태의 체계가 되기 때
문에 괴물이 된다는 것이 코페르니쿠스의 본래의 주장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프톨레마이오스 체계가 제 1원리인 운동의 균일성을 위반한 
것과 관련이 있다.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는 행성이 동일한 속도로 움직인다
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항성구의 중심인 지구가 아닌 동시심(equant 
point)이란 개념을 도입한다. 즉 지구가 아닌 동시심에서 행성들이 일정한 
속도로 공전한다. 코페르니쿠스에게는 이것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지닌 큰 
약점이며 괴물이었다. 태양을 중심으로 놓으면 동시심을 가정할 필요가 없
이,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일정한 속도로 돈다고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
에 운동의 균일성을 위배하지 않을 수 있었다(Swerdlow 2004, 84).
  결국 문제가 되는 ‘괴물’은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자체가 가진 비정합성을 
지적하는 언급일 뿐, 프톨레마이오스 모델에 가해진 여러 구조적 수정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쿤은 ‘괴물’을 곡해한 것이며, 문제의 구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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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톨레마이오스 체계의 복잡성을 가져왔다는 근거로 간주할 순 없다. 
  코페르니쿠스 『회전의 관하여』 서문이 코페르니쿠스의 동기를 보여주는 
좋은 구절이 아닌 이유는 더 있다. 『회전의 관하여』 서문보다 1510년에 
완성된 『짧은 해설서 Commentariolus』가 태양중심설을 주장한 코페르니
쿠스의 동기를 더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Swerdlow 2004, 
86). 『짧은 해설서』는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1510~1514년 사이에 쓴 
40쪽 분량에 요약본 형태로, 『회전의 관하여』의 주 내용을 이미 담고 있
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해설서』 태양중심설을 착안한 코페르니쿠스의 
본래 동기를 더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회전의 관하여』 서문의 경우 출판하기 직전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가 죽기 직전에 쓰인 글이다. 이 서문은 전통적 우주관을 거부하는 급진적
인 결론을 정당화하고, 미래에 있을 비판자들로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
해 쓰여졌다(Gingerich 1975, 89). 이 서문의 주된 의도가 비판자들을 의
식하면서 쓴 글이라면, 이 서문이 『짧은 해설서』보다 태양중심설을 창안한 
본래의 동기를 더 잘 보여준다고 볼 순 없다.
  『짧은 해설서』에는 『회전에 관하여』 서문과 달리 각각의 따로 조합된 
모형들, 그 모형들간의 불일치 등의 기존 체계의 문제점들이 전혀 언급되
어 있지 않다. 『짧은 해설서』에서의 코페르니쿠스는 ‘행성들이 동일한 속
도로 움직인다’는 원리에 더 관심이 있었다. 코페르니쿠스는 프톨레마이오
스 체계가 행성이 앞으로 잘 갔다가 뒤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역행운
동을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태양중심설이 해결책이라고 
믿었다. 즉 코페르니쿠스는 전적으로 기술적인(technical)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자신의 이론을 창안한 것이다(Swerdlow 2004, 86). 다시 말해서 
그가 태양중심설 제안한 애초의 동기는 따로따로 조합된 모형들을 해결하
기 위함이 아니라, 행성의 일정한 속도에 관한 설명을 완성하기 위함이었
다. 태양중심설은 행성의 일정한 속도를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가설이었
다. 
  코페르니쿠스가 이론을 창안했을 당시의 글이 더 동기를 정확히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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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한다면, 태양중심설을 갓 창안했을 당시의 글인 『짧은 해설서』가 
이론 창안 동기를 더 잘 보여주는 문헌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1542년
의 『회전에 관하여』 서문을 통해 코페르니쿠스의 동기를 확인할 수 있다
는 쿤의 주장은 기반이 약하다. 물론 동기란 것은 매우 불분명하다는 한계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스월드라우의 이 논변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
나 적어도 이론을 창안한 코페르니쿠스의 동기에 대한 쿤의 근거기반이 
탄탄하지 않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쿤은 정상과학의 추구가 필연적으로 혁명으로 이끈다는 정상과학의 기
능을 강조하였다. 쿤이 애용했던 대표적인 사례는 코페르니쿠스 혁명이었
는데, 그는 프톨레마이오스 이론의 추구가 도리어 그 이론의 위기를 불러
왔고 코페르니쿠스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월드라우와 
깅거리치의 연구는 두 가지 이유에서 코페르니쿠스 혁명에서의 위기가 없
었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는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의 구조적 수정으로 인한 
복잡성의 증가가 실제로는 없었다는 점에서, 정상과학의 추구로 인한 위기
의 전조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쿤이 위기의 근거로서 드
는 문헌 또한 적합하지 않은 문헌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연구들은 정
상과학의 추구가 혁명을 필연적으로 불러온다는 정상과학의 기능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 연구들은 코페르니쿠스 시대 당시 과학자들이 오히려 
그 체계를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위기의 분위기 속에서 창안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들의 연구는 정상과학의 기능을 강조한 쿤에 배치되는 연구결과이다. 
  이 역사연구들은 쿤의 정상과학론을 따른다면 과학자들은 기존 이론에 
안주만 할 것이라며, 정상과학의 기능적 역할에 대해 우려를 표한 파이어
아벤트의 견해와 정확히 일치한다. 파이어아벤트에 따르면 과학혁명을 위
해서는 이론을 고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기존 이론의 난점을 
드러내는 이론증식이 필요하다. 코페르니쿠스 혁명의 과정도 마찬가지였
다. 오직 코페르니쿠스만이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지 않았던 기존체계의 구
조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Swerdlow 2004, 85). 과학자 공동체 사이



- 31 -

에서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는 잘 입증된 이론에도 불구하고 코페르니쿠스
는 그것과 양립불가능한 이론을 창안하는 증식의 원리를 철저하게 수행한 
것이다8). “그들[코페르니쿠스의 친구들]은 지구의 운동에 대한 제 이론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제 해명이 담긴 논고가 출판되어 불합리함
의 안개가 걷히고 나면 감탄하며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
다”(Kuhn 1957, 138)라고 말했던 코페르니쿠스와 그의 친구들의 판단은 
옳았다. 반대되는 이론을 창안함으로써 기존 이론의 난점을 잘 보여주었으
며, 기존이론을 뒤엎는 과학혁명을 가져왔던 것이다. 즉 언급한 역사연구
들은 코페르니쿠스 혁명과정이 쿤의 정상과학론보다 파이어아벤트의 이론
증식론에 더 적합함을 보여준다.

8) 2.2절에서 이야기했듯이 파이어아벤트는 다른 방법론적 규범들을 버리고 이론증식론만
을 따라야 한다는 규범적인 주장을 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파이어아벤트는 코페
르니쿠스를 제외한 나머지 과학자들이 모두 규범적으로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니다. 그는 기존 방법론적 규범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론증식
론이 (종종)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기존 방법론적 규범에 매달리는 것 
또한 과학을 위해 필요한 행위지만, 모든 과학자들이 매달렸다면 과학적 성취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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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론증식론 비판자 (2) - 래리 라우든

  라우든은 방법론적 규칙을 거부하는 파이어아벤트의 논증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 첫 번째는 파이어아벤트의 ‘역사적 논증(The Historical 
Argument)’이다. 방법론적 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과학의 진
보를 가져온 서너 가지 과학사 사례를 통해, 카르납, 포퍼 등의 경험주의 
방법론이 실제 과학을 구현하지 못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론적 규
칙들의 실패는 결국 합리적인 방법론을 찾으려는 시도가 잘못된 것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변칙사례의 발견 논증(The Discovery of Anomalies 
Argument)’이다. 현재 지배적인 이론이 가진 약점은 오직 대안이론을 증
식함으로써 발견될 수 있다는 식의 논증이다. 기존의 방법론적 규칙만을 
따지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 존재하는 방법론적 규칙
은 기존의 있는 이론들에게만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신출내기 라이벌
은 처음에 기존이론만큼 잘 정교화된 것도 아니며, 적은 수의 자료에 의해 
지지 받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대안이론은 그 동안 
볼 수 없었던 기존이론의 약점을 밝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경
험적 내용을 증가를 위해 방법론적 규칙을 무시하고, 대안이론들을 창안, 
정교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우든은 파이어아벤트의 두 논증을 각각 비판한다. 이 비판들은 파이어
아벤트의 이론증식론에 대한 공격에 해당한다. 역사적 논증을 비판하는 것
은 이론증식론의 정당성의 기반을 공격하는 것이며, 변칙사례의 발견 논증
을 비판하는 것은 이론증식론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라
우든의 각각의 비판들이 파이어아벤트에 효과가 없거나, 혹은 매우 제한적
으로 효과가 있음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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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라우든의 비판 1: 이론증식론의 정당성 기반 비판

  라우든은 파이어아벤트의 역사적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다.

파이어아벤트의 역사적 논증: 과학의 진보를 가져온 서너 가지의 역사적인 
사례들(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케플러 등)을 보듯이, 훌륭하고 창의적이
었다고 평가 받는 과학자들은 증거에 의해서 가장 잘 지지된 이론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규칙을 깨는 행위를 했다. 다시 말해서, 잘 입증된 
이론과 모순되는 이론들을 개발하고 정교화 하였다. 과학자들은 이론에 완
고한 변칙사례들을 해명하기 위해 종종 이론에 반하는 사례를 무시하고, 
보조가설(ad-hoc)같은 장치들에 기댄다. 그들은 과학철학자들이 비합리적
이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실행한 셈이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들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방법론적 규칙을 만들어보려는 과학철학자들의 시도
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Laudan 1989, 302-303)

  라우든은, 서너 가지 사례에 관한 파이어아벤트의 역사기술이 옳은 지도 
의문이며, 그의 역사기술이 옳더라도 그의 역사적 논증이 합리론자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가장 급진적인 합리론자들도 
과학자들이 모든 상황에서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Laudan 1989, 302). 즉 파이어아벤트가 제시한 사례들
은 방법론적 규칙에 일부 예외적인 경우로 치부되기 때문에, 방법론적 규
칙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다.
  라우든에 따르면 방법론적 규칙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어떤 방법
론적 규칙이 일련의 인지적 목표 실현을 최대화하는가’이다. 만약 어떤 규
칙이 인지적 목표 실현을 최대화한다면, 이때 그 규칙은 건전하다. 그러나 
인지적 목표 실현을 최대화하지 않는다면, 그 규칙은 불건전하다. 특정한 
방법론적 규칙(이를 테면, 포퍼나 카르납 등)이 과학에 대한 좋은 지침이 
아니기 위해서는, 그 규칙이 아래의 두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그
럴 때만 어떤 방법론적 규칙이 인지적 목표 실현을 최대화하는 규칙이 아
니라고 적법하게 비판할 수 있다(Laudan 1989,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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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떤 규칙이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고질적으로 실패하는 경우
(b) 다른 규칙이 더 효율적인 경우. 즉 특정 규칙이 목표를 최대화하는 규
칙이 아닌 경우

  그러나 파이어아벤트의 역사적 논증으로 (a) 또는 (b)가 만족될 순 없다. 
비록 어떤 방법론적 규칙이 서너 가지의 예외사례들을 포섭할 수 없어도, 
그 규칙이 고질적으로 실패함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Laudan 
1989, 304). 규칙이 방법론적으로 건전하다는 것은 오직 그 방법론을 통
해서 과학의 목표가 증진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종류의 것이 아니다. 오직 
그 규칙을 따랐을 때 과학의 목표가 증진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충분조
건)은 아니며, 또한 정해진 규칙이 목표증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필요조건)도 아니다.
  우리가 규칙에 찬동하는 것은 그 규칙을 어겼을 때보다 지켰을 때 인지
적 목표를 더 잘 실현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방법론적 규칙
을 받아들일만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 규칙이 인지적 목표에 실현
하는 상상 가능한 최선의 전략일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Laudan 1989, 
304). 서너 가지 사례만으로는 방법론적 규칙의 위상은 훼손되지 않는다. 
몇 가지 어긋나 보이는 사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규칙에 실망할 필요
는 없다는 것이다. 즉 서너 가지 사례들만으로 어떤 규칙이 목표달성에 실
패한다고 적법하게 주장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서너 가지 사례만으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더 나음을 보
여주지도 못한다. 만약 규칙을 위반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다음 중 하나
를 보여주어야 한다.

(1)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규칙을 따르는 것보다 더 많은 경우 과학의 
진보를 가져왔다. 
(2) 규칙을 결코 따를 수 없음을 보이거나, 혹은 규칙에 따른다고 해도 바
람직한 결과를 결코 산출할 수 없음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서너 가지 역사적 사례만으로는 (1) 또는 (2) 어느 것도 보이지 



- 35 -

못한다. 파이어아벤트의 주장은 마치 “몇몇 사람들이 어떠한 병원치료도 
없이 암을 극복했기 때문에, 암환자들에게 의학적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충고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Laudan 
1989, 305). 방법론적 규칙을 위반하는 서너 가지 사례만으로 전반적으로 
옹호되고 있는 과학의 규칙들을 거부해야 한다고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
이다. 
  파이어아벤트는 포퍼나 카르납 등의 방법론적 규칙들이 과학사의 몇몇 
사례들을 해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과학성취를 포섭할 수 있는 방법
론을 찾으려는 합리론자들의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하지만 
라우든에 따르면 모든 방법론을 만들려는 시도가 앞으로 실패할 것이라는 
파이어아벤트의 판결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소박한 
귀납추론(naïve inductivism)이기 때문이다. 몇몇 방법론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앞으로의 방법론들이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정당화 할 수는 없
다. 파이어아벤트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론에 대해 언급하기는커
녕 현존하는 모든 방법론들이 실패한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다. 단지 파이
어아벤트는 몇몇 방법론(포퍼, 카르납)이 서너 가지의 과학적 성취와 맞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파이어아벤트가 한두 가지 방법론의 실패만
으로 방법론적 규칙을 만들려는 다른 방법론자들의 (나아가 미래에도 계속
될)시도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따라 나올 수 없다(Laudan 1989, 
305-306). 
  역사적 논증에 대한 라우든의 비판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재구성될 수 
있다. 첫 번째로 서너 가지 사례를 통한 파이어아벤트의 역사적 논증이 방
법론적 규칙에 타격을 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너 가지 사례
들만으로는 할 수 있는 주장이 없기 때문이다. 서너 가지 사례만으로는 어
떤 규칙이 인지적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고 주장할 수도 없으며, 방법론적 
규칙을 어겨야 한다는 규범적인 주장을 할 수도 없다. 우리의 방법론적 규
칙은 서너 가지 사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따를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
면 그 방법론적 규칙은 인지적 목표를 실현시키는 상상 가능한 최선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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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설령 서너 가지 역사적 사례가 카르납과 포퍼 같은 방법론적 
규칙에 타격을 주었다고 양보하더라도, 이것으로부터 모든 방법론적 규칙
이 과학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데 실패할 것이라고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한두 가지 방법론적 규칙에 실패했다는 것만으로 (미래에 나올 수 있는 것
들을 포함해서) 모든 방법론적 규칙이 실패한다고 추론할 수 없다.

  4.2. 비판에 대한 대응

  라우든에 따르면 어떤 (심지어 가장 급진적인) 방법론자도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방법론적 규칙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방법론적 규칙이 
“과학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견고하고 불변하며, 절대적으로 속박”( , 
23)한다는 견해에 관한 파이어아벤트의 비판은 허수아비 공격에 불과하다. 
그러나 파이어아벤트의 비판이 과연 허수아비 공격인가? 
  프레스턴에 따르면 파이어아벤트의 비판대상에 해당하는 진영은 여전히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포퍼주의자나 라카토슈주의자들은 고정된 방법론을 
주장했다(Preston 1997, 174)9). 과학이 방법론적 규칙의 고정된 핵(fixed 
core)에 의해 특징지어진다는 주장을 한 자하르(Zahar 1982)나 워롤
(Worrall 1988; 1989) 같은 학자도 있다(Preston 1997, 219 fn. 7). 따라
서 파이어아벤트의 비판대상이 허수아비라고 말할 수 없다. 적어도 이와 
같은 방법론자들은 고정된 방법론적 규칙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들에게
는 파이어아벤트의 반례가 유효할 수 있다. 
  일단 나는 논의를 위해 파이어아벤트가 허수아비 공격을 했다고 인정하
겠다. 그리고 일련의 목표실현의 전망을 최대화하는 규칙이 건전한 방법론

9) 포퍼에 따르면 가능하면 반증가능성이 큰 가설을 제안하고, 그 가설을 지속적으로 반증
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카토슈 또한 사후적 설명에 급급한 퇴행적 프
로그램 보다 새로운 예측을 하는 진보적인 프로그램을 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철
학자 모두 고정된 방법론적 규칙을 전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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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방법론적 규칙과 인지적 목표 실현

적 규칙이라는 라우든의 주장을 수용하겠다.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론
적 규칙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보조가설을 만들지 마라’, 
‘이론에 반하는 관찰사실이 나오면 이론은 반증되어야 한다’, ‘이론에 반하
는 관찰사실이 나와도 이론을 고수해야 한다’ 등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인지적 목표에 잘 부합하는 방법론적 규칙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규칙
도 있을 것이다.

  
  라우든의 따르면 여러 방법론적 규칙들 중 인지적 목표 실현 전망치를 
최대화하는 B가 건전한 방법론적 규칙이며, 규칙 B를 수용해야 한다. B가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라우든의 전략은 ‘건전
한 방법론적 규칙=최선의 전략’인 단일전략으로 명명할 수 있겠다. 그러나 
건전한 방법론적 규칙이라고 해서, 그 규칙만을 따르는 것이 최선의 전략
인 것은 아닐 수 있다. 가령 혼합전략이 최선의 전략일 수도 있다. B가 건
전한 방법론이라고 해도, B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규칙들을 함께 고려
하는 것이 인지적 목표의 실현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전략일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럼에도 라우든이 단일전략을 주장하는 이유는 서너 가지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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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들을 극히 예외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이어아벤
트의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적 규범은 여전히 건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서너 가지 사례들을 예외로 취급하는 라우든의 전략에 문
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서너 가지 사례들을 미미한 것으로 취급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파이어아벤트가 들었던 사례들은 뉴턴, 아인슈타인, 
갈릴레오10), 케플러 등의 기념비적 성취를 이룬 사례들로서, 예외로 짚고 
넘길 만큼 가벼운 사례들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례들 기반을 둔 주장 역
시 경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성공적 사례를 예외로 치부하는 라우든
의 주장은 과학방법론을 팥 없는 찐빵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라우든은 서너 가지 사례를 극히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건전한 방법
론적 규범은 여전히 최선의 전략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서너 가지 
사례가 과학에서 단순히 예외로 취급될 수 없는 중요한 사례임을 고려한
다면, 건전한 방법론적 규범이 최선의 전략이라는 라우든의 결론은 섣부르
다. 많은 경우 기존의 방법론을 따른다 해도, 위대한 성취를 이룩하기 위
해서는 반대규칙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들
을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면, 반대규칙 또한 건전한 방법론적 규
칙에 못지않게 과학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어서 라우든은 파이어아벤트가 포퍼, 카르납 같은 한두 가지 방법론적 
규칙의 실패만으로 모든 방법론이 모든 과학적 성취를 포괄하는데 실패한
다는 식의 소박한 귀납추론을 했다며 이를 틀렸다고 비판하였다. 파이어아
벤트는 모든 가능한 방법론적 규칙이 위반된다는 것을 보이기는커녕, 현존
하는 모든 방법론적 규칙이 위반된다는 것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파이어아벤트의 역사적 논증은 소박한 귀납추론이 아니며, 
이 서너 가지 사례가 많은 방법론적 규칙에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주장하
고자 한다. 이 사례들이 강력한 이유는 그 사례들이 대다수의 방법론적 규

10) 낙하한 물체는 수직으로 떨어진다. 이 관찰 사실은 지구가 정지해있다는 가설에 가장 
잘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레오는 가장 잘 부합하는 가설과 양립불가능한 
‘지구가 움직인다’는 가설을 창안하고 정교화 하였다(  , 6장). 결과적으로 이는 더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다. 



- 39 -

칙들이 당연시하는 지침들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통상 경험주의자들은 이
론과 경험적 데이터가 일치할 경우 이론이 지지받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론과 경험적 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론이 위태로워지며, 나아가 
이론을 제거할 좋은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파이어아벤트는 이 지침을 경
험주의의 본질(essence of empiricism)이라고 부른다( , 29). 
  그런데 파이어아벤트의 사례들은 그러한 경험주의의 본질을 위반하는 
사례이다. 이 사례들은 잘 입증된 이론 또는 잘 확립된 사실들과 불일치하
는 가설을 도입하고, 정교화 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리고 갈릴레오와 코페르니쿠스는 때때로 관찰과 측정을 무시했다( , 
149-151). 만일 이러한 사례가 경험주의의 본질을 위반했다면, 경험주의
만으로는 모든 과학적 성취를 포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경험주
의자들의 본질을 포함하는 모든 방법론적 규칙들은 그것을 위반하는 사례
들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나는 좀 더 과감하게 경험주의의 본질에 어긋나는 방법론적 규칙은 없
다고 주장한다. 과학이론은 우리의 관찰과 일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어
떤 이론이 다른 이론보다 관찰 자료와 더 많이 일치한다면 우리는 그 이
론을 택해야 할 이유가 있다. 파이어아벤트의 말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확한 관찰이나 명료한 원리 그리고 잘 확증된 이론이 결정적이라는 것
과 이러한 관찰, 원리, 이론들이 즉시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되어야 한다
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145)”. 파이어아벤트는 관찰사실과 반하는 
이론을 통해 과학의 진보를 이룬 사례들을 제공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통
념에 어긋나기에 모든(혹은 상당수의) 방법론적 규칙과 어긋나는 사례가 
된다. 
  물론 모든 방법론을 다루지는 않았으나, 파이어아벤트의 사례가 경험주
의의 본질을 공격했다고 인정하는 한 많은 방법론에 타격을 준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이는 방법론자들이 당연시하는 지침들에 역행하는 사례들이기 
때문이다. 파이어아벤트에 따르면 이 사례들은 관찰된 사실을 무시하고, 
잘 확립된 이론과 반대되는 열등한 이론을 창안하고 고집한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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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들은 포퍼와 카르납의 방법론뿐만 아니라, 관찰적 사실을 인정하는 
모든 방법론자들이 당연시하는 지침을 공격하는 것이기에, 단순한 귀납으
로 치부할 수 없으며, 고정된 방법론적 규칙을 만들려는 모든(적어도 대다
수의) 시도가 그릇되다고 적법하게 말할 수 있다. 
  역사적 논증에 대한 라우든의 비판 그리고 나의 대응을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라우든은 어떤 방법론적 규칙에 어긋나는 몇몇 사례에도 불
구하고 우리의 인지적 목표를 최대화한다면, 그 규칙은 건전한 것이기 때
문에 그 규칙을 여전히 최선의 전략으로서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라우든이 이러한 결론을 내렸던 이유는 파이어아벤트의 서너 가지 사례를 
미미한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사례들은 과학의 기념비적
인 업적들이기 때문에 결코 경시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혼합전략
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많은 경우 기존의 방법론을 따른다 해도, 
위대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대규칙도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
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라우든은 한두 가지의 방법론적 규칙의 실패로부터, 모든 방법론적 
규칙의 실패를 추론하는 것은 소박한 귀납이라며 파이어아벤트를 반박한
다. 그러나 파이어아벤트의 몇몇 사례들은 모든(혹은 상당수의) 방법론적 
규칙이 공유하고 있는 경험주의의 본질을 위반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모든 
방법론적 규칙에 타격을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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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라우든의 비판 2: 이론증식론 비판

  라우든의 첫 번째 비판이 이론증식론의 정당성 기반(서너 가지 역사사
례)을 겨냥한 것이라면, 라우든의 두 번째 비판은 ‘대안이론 T’이 기존이
론 T의 반박(refute)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론증식론 옹호 논증을 직접 겨
냥한다. 라우든은 이 주장을 변칙사례 발견 논증으로 명명한다. 

변칙사례의 발견 논증: 결정적인 사실들의 반박하는 성격(refuting 
character)은 오직 테스트하는 이론과 불일치하는 대안이론의 도움을 통
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Feyerabend 1965, 176)11).

변칙사례의 발견논증에 대한 파이어아벤트의 주요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이론 T를 통해 결과 C가 도출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실제 세계의 올바른 
사태는 C’이다. C와 C’은 실험적으로 구분을 할 수 없다. 나아가 C’이 육
안으로 보이는 매우 흔하고 잘 알려진 현상 M을 유발하는 실제 원인이었
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관찰 M은 T를 반박하는데 충분한 사실이다. 그러
나 T와 관찰 M만으로는 T를 반박할 수는 없다. T의 한계를 발견하기 위
해서 필요한 것은 대안이론 T’ 이다. T’은 C’을 함축하며, C’은 M과 관련
되어있다. 이 이론은 T와 모순이다. 대안이론은 기존이론 T가 틀려서가 
아니라, 기존이론 T를 시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Feyerabend 1965, 
176)

  파이어아벤트는 이론을 반박하는 사실을 얻기 위해서는 대안이론이 필
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론을 반박하는 많은 사례들이 기존 이론의 라이벌 
이론을 개발하고 창안함으로써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우든은 파이어아벤트의 변칙사례 발견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

11) 라우든이 정식화하고 공격하는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 해석은 강한 증식론인 것으
로 보인다(2.3절 참고). 나 역시 강한 증식론에 찬동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론증식론에 대한 라우든의 비판에 대응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 이어질 내용에
서 라우든은 이론증식의 유용한 역할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증식이 
기존이론을 반박하는데 유익하다’는 이론증식론을 옹호논증을 방어하고자 한다면 이 비
판을 다루는 것은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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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Laudan 1989, 311).

(1) T’은 C’을 함축한다. 
(2) T는 C를 함축한다. 
(3) T’은 T의 부정을 함축한다.
(4) C’은 C의 부정을 함축한다.
(5) T’은 C’가 M을 유발한다를 함축한다12). 
(6) M은 관찰되었다. 

  파이어아벤트에 따르면 ‘M은 이론 T를 반박하기에 충분한 사실’이지만, 
대안이론이 없이 오직 M만으로는 T를 반박할 가능성은 없다. M이 T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대안이론이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브라운 운동은 열역
학 제 2법칙을 반박하기 충분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기존 이론(현상론적 
열역학)만으로는 브라운 운동이 열역학 제 2법칙을 반박하는 사실이란 것
을 알 수 없었다. 열역학 제 2법칙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브라운 입자 각
각의 정확한 운동과 주위의 매체내의 온도와 열전도에 관해 정확하게 측
정해야 했는데, 이는 실험상의 가능성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브라운 운동
이 열역학 제 2법칙을 반박하는 사실로 밝혀진 것은 대안이론인 분자운동
론과 통계역학을 도입했기 때문이었다. 페린은 브라운 입자의 운동을 추적
하고 일정한 시간마다 그것의 위치를 기록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의 실험
은 통계역학을 지지하였으며, 제 2법칙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함을 보
여주었다
  그러나 라우든은 대안이론이 기존이론의 ‘반박’을 가능하게 한다는 파이
어아벤트의 주장에 의문을 던진다. 라우든에 따르면 M이 T를 반박하기 위
해서는 T의 부정(negation)을 함축해야 한다. 그런데 대안이론 T’이 T의 
변칙사례 M을 성공적으로 설명한다 해서, M이 T의 부정을 함축한다는 것
이 논리적으로 따라나오는 것은 아니다. 단지 M은 아직 T가 설명을 못한 
변칙사례일 뿐이기에, 언젠가 T는 M을 정합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12) 라우든의 논문에서는 M’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M’은 문맥과 맞지 않는 오류이므로 
M으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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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dan 1989, 311). 결론적으로 T’이 M을 성공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이를 통해 M이 T를 반박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어서 라우든은 브라운 운동사례를 본인의 주장과 맞게 재구성한다
(Laudan 1989, 312). (a) 페린의 실험(관찰사실 M)이 진정 열역학 제 2법
칙을 반박하였는가? (b) 현상론적 열역학과 반대되는 대안이론을 도입하는 
것이 이론을 반박하는 페린의 실험(M)을 규명하는 유일한 방법인가? 
  라우든은 (a)에 대해 ‘반박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페린의 실험
이 통계역학의 옳음을 잘 보여준다 해도 현상론적 열역학을 지지하는 사
람들이 반드시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논리적인 귀결은 따라 나오지 않는
다. 과학자들이 M을 열역학 제 2법칙을 입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 이
유는 M이 열역학 제 2법칙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새로
운 대안이론을 선호할 만한 다른 독립적인 기반(independent grounds)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Laudan 1989, 312). 그 기반을 통해 과학자들은 
페린의 실험에 관한 통계역학적 해석을 묵인한 것이다. 반면 현상론적 열
역학을 신봉하는 과학자는 다른 독립적인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페린
의 실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이론을 반박하지 않고 고수할 것이다. 
그렇다면 페린의 실험(M)이 현상론적 열역학(T)을 반박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라우든은 (b), 즉 ‘T와 양립불가능한 대안이론을 창안하는 것
이 M을 규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장 역시 틀렸다고 말한다. 대안이
론 없이 열역학 이론을 고수함으로써 M이 훗날 열역학 제 2법칙을 반박
하는 사실이었음을 발견하는 것이 충분히 상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파이어
아벤트는 브라운 운동이 현상론적 열역학을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실
험상의 가능성을 넘어서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T’이 없어
도 훗날 T와 양립가능한 어떤 새로운 이론이 탄생하여 M과 T를 연결해줄 
수도 있다. 가령 현상론적 열역학과 양립가능한 어떤 이론이 출현하여 브
라운 운동과 현상론적 열역학을 새롭게 이어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점
에서 파이어아벤트는 브라운 운동 사례로부터 ‘양립불가능한 대안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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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안하는 것이 M을 규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매우 강한 주장을 하고 
있다(Laudan 1989, 312).
  라우든의 비판 (b)는 ‘대안이론의 창안이 경험적 사실 M을 발견하는 유
일한 방법인 것은 아니다’라는 비판으로서, 이는 강한 증식론에 대한 비판
이다. 2.2.3절에서 보았듯이 강한 증식론은 “이론을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증거는 오직 대안이론을 창안하고 증진할 때만 발견할 수 있다”는 주장인
데, 놀라와 생키 그리고 애친슈타인은 이미 강한 증식론이 가망 없는 주장
이란 것을 논증한바 있다. 나 또한 이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증식
론에 대한 라우든의 비판(b)는 나의 관심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비판 (a)는 
이론증식의 유용한 역할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나는 이론증식론을 방
어하고자 하기에, ‘이론증식이 기존이론을 반박하는데 유익하다’는 이론증
식론 옹호논증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어지는 4.4절에서 나는 
이론증식의 역할을 부정하는 비판(a)에 대응할 것이다.

  4.4. 비판에 대한 대응

  비판(a)에 대응하기에 앞서 파이어아벤트가 주장한 대안이론을 통한 ‘반
박’을 살펴보고자 한다. 파이어아벤트는 이론과 관찰사실이 직접 비교되는 
형식의 직접적인(direct) 반박보다 대안이론을 통한 간접적인(indirect) 반
박을 옹호한다. 파이어아벤트에 따르면 직접적인 반박의 경우 기존 이론과 
실험결과의 불일치하는 상황이 있을 때 기존이론에 대한 반박이 힘들다. 
실험절차를 비난하거나 보조가설(ad-hoc)같은 수단을 통해 이론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간접적인 반박의 경우 대안이론은 기존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관찰자료(변칙사례)를 설명하며 예측까지 한다. 대안이론
은 실험결과에 신뢰를 주며, 이 실험결과가 기존이론과 왜 불일치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기존이론이 가졌던 문제를 정확하게 노출시킨다. 따라서 
간접적인 반박이 직접적인 반박보다 더 강력하다(Feyerabend 1965,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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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122). 
  파이어아벤트에 따르면 기존이론에 가해지는 결정적인 실험은 대안이론
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기존이론과 대안이론 모두 관찰들의 유한한 집
합 F와 잘 부합하지만, 아직 관찰되지 않은 F의 외부영역에서 두 이론은 
서로 양립 불가능한 주장(이를 테면 브라운 운동이 어떤 형태의 운동인지)
을 한다. 이러한 양립불가능한 주장들은 결정적 실험(crucial 
experiment)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결정적 실험(가
령 페린의 실험)을 통해 M에 관한 양립불가능한 주장들의 옳고 그름을 가
린다. 이때 옳은 이론은 입증되며, 틀린 이론은 반박된다. 반박하는 사실 
M을 발견할 수 있던 것은 대안이론 덕분이었다. 즉 대안이론을 통해 이론
이 시험할 수 있는 영역(domain)은 넓어졌다. 결론적으로 대안이론이 있
어야 결정적 실험이 가능하며, 이 실험을 통해 기존 이론을 반박할 수 있
다는 것이 파이어아벤트의 주장이다(Feyerabend 1962, 66) 
  그런데 라우든은 파이어아벤트의 ‘반박’을 기존이론의 부정을 함축하고 
있어야 하는 논리적인 반박으로 간주하였다. ‘이론의 경험적 내용은 잠재
적 반증자(potential falsifiers)의 부류(class)로 정의된다’는 파이어아벤트
의 주장 때문이다. ‘잠재적 반증자’가 이론의 경험적 결과에 부정을 의미
한다면, 기존이론만으로 잠재적 반증자인줄 몰랐던 M이 대안이론의 도움
으로 잠재적 반증자(이론의 부정함축)로 명확하게 보이게 되었다는 주장으
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Laudan 1989, 310). 라우든에 따르면 변칙사
례 M이 기존이론 T의 부정을 함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안이론이 기
존이론의 변칙사례 M을 성공적으로 설명한다 해서, 기존이론이 반박되었
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따라 나올 순 없다. 따라서 대안이론이 기존이론을 
‘반박’한다는 파이어아벤트의 주장은 그릇되다.
  하지만 라우든은 파이어아벤트의 ‘반박’을 오해하였다. 파이어아벤트는 
다른 문헌에서 이론증식을 통한 반박에 관하여 더 자세히 이야기한다. 

어떤 대안이론(T’)이 C’를 예측함과 더불어 C’가 M과 연결되어 있음을 예
측했다고 하자. 그리고 T’이 T가 성공적으로 예측한 S를 예측하고,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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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파이어아벤트가 제시한 반
박상황의 도식(Feyerabend 1968, 
281; rp 1999, 109)

가 다른 예측 A를 했다고 하자.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는 T’을 신뢰(trust)
할 것이며, M에 의해 T가 반박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 경우
에 대안이론은 기존이론이 이미 갖고 있던 어려움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
라, 실제로 그것[어려움]을 창조해낸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심지어 이론이 결점이 없어서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어있는 경우라도 
대안이론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어야 한다. 열역학 제 2법칙의 반박은 
이에 딱 들어맞는 사례이다. (Feyerabend 1968, 281; rp 1999, 108)

  M은 기존이론 T로 설명할 수 없었던 변칙현상이었으나, 대안이론 T’로 
인해 M이 기존이론을 반박하는 사실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대안이론이 
M을 성공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기존이론이 처한 어려움을 더 강조하고 창
조해냈기 때문이다. T’은 S뿐만 아니라 T가 설명하지 못하는 A를 예측했
고, 변칙현상 M을 성공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때 T’는 경험적 우위를 확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이론을 기존이론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이
유를 제공한다. 이때 파이어아벤트는 ‘T는 M에 의해 반박’ 되었다고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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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헌은 파이어아벤트의 ‘반박’이 이론의 부정을 함축해야 하는 논리
적인 반박이 아닌 상대 이론이 처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경험적인 반박임
을 보여준다13). M을 통해 이론간의 경험적인 우열차이가 발생하였고, 그 
차이로 인해 대안이론을 기존이론보다 더 신뢰하게 되었을 때 (경험적) 반
박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브라운 운동이 열역학 제 2법칙을 반박했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경험적 반박이라 할 수 있다. 현상론적 열역학이 설명
하지 못한 브라운 운동을 분자운동론과 통계역학은 멋지게 설명해냈다. 물
론 현상론적 열역학은 보조가설 같은 수단을 통해 브라운 운동에 대해 페
린의 실험과 양립가능한 설명을 시도할 수 있겠으나, 분자운동론과 통계역
학이 변칙사례를 성공적으로 설명한 이상 현상론적 열역학에 대한 신뢰는 
떨어진 상태일 것이다. 그리고 파이어아벤트는 이를 “브라운 운동을 통해 
열역학 제 2법칙은 반박되었다”라고 말한다.
  잠재적 반증자(M)에 관한 파이어아벤트의 의도는 라우든 식의 논리적 
의미가 아니라 기존이론에 더 이상 주목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경험적 반
박이었다. 경험적 사실 M은 우리가 기존이론을 포기해야 할 합리적인 이
유를 주었다는 점에서14) 잠재적 반증자로 볼 수 있다. 파이어아벤트의 ‘이

13) 파이어아벤트의 경험적 반박과 라우든의 논리적 반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
를 생각해볼 수 있다. 가령 어떤 살인 사건에 대해 ‘클린턴이 그 살인사건의 범인이다’ 
와 ‘O. J. 심슨이 그 살인사건의 범인이다.’ 라는 두 가설이 있다 가정하자. 그리고 피해
자에서 O. J. 심슨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O. J. 심슨이 피해자에게 자주 폭언하고 폭력
을 가했다는 사실(M)을 접했다고 하자. 
  라우든은 그러한 관찰 사실들이 있다 해서, ‘클린턴이 살인자다’라는 가설이 (논리적
으로) 반박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O. J. 심슨이 피해자에게 자주 폭력
을 가했다는 사실이 ‘클린턴이 범인이다’라는 가설의 부정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기 때
문이다. O. J. 심슨이 자주 폭력을 가했다고 해도 살인자는 클린턴일 수도 있다. ‘O. J. 
심슨이 범인이다’라는 가설이 경험적 사실들과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다 해도, ‘클린턴이 
범인이다’라는 가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파이어아벤트는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결과적으로 ‘클린턴이 그 사건의 살인
자다’라는 가설이 (경험적으로) 반박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실들은 ‘O. 
J. 심슨이 그 사건의 살인자다’라는 사실을 매우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누구도 ‘클린턴
이 그 사건의 살인자다’라는 가설은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사실들
이 O. J. 심슨이 살인을 했다는 것을 너무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와 양립할 수 없는 
가설이 (경험적으로) 반박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14) 프레스턴(Preston 1997, 132)도 비슷한 요지의 주장을 한다. 우리가 M으로부터 T가 
아닌 대안이론 T’을 선택하는 것은 최선의 설명으로부터의 추론 때문이다. M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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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경험적 내용이라는 것이 잠재적 반증자의 부류들로 정의된다’는 문헌
에서의 ‘잠재적 반증자’를 논리적 반박으로 보는 것은 파이어아벤트를 오
독한 것이다. 따라서 논리적 반박으로 이론증식론을 비판하려 했던 라우든
의 시도는 그릇되다. 

T를 거부하고 T’을 최선의 설명으로부터의 추론으로 받아들일만한 좋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만약 브라운 운동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이 없다면, 현상론적 열역학이론의 지
지자들은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으로부터 본인들의 이론보다 통계역학이 더 좋은 이론
임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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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은 경험주의 방법론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
작되었다. 그는 경험주의 방법론에 가정되어 있는 정합성의 조건과 의미 
불변의 조건이 실제 과학에서 동떨어졌다며 이를 비판하였다. 그는 경험주
의 방법론에 대항하여 ‘과학에서 고정된 방법론적 규칙은 없다’고 주장한
다. 방법론적 규칙을 위반했을 때 오히려 더 나은 성취를 거두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어느 때고 모든 성취사례를 포괄하는 고정된 방법론적 규
칙은 없으며, 옹호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어느 것이
든 좋다’라는 원리이다. 
  파이어아벤트는 ‘어느 것이든 좋다’란 슬로건을 통해 친숙한 방법론적 
규칙들과 상반되는 반대규칙들도 과학에서 종종 허용되어야 함을 보이고
자 했다. 허용되어야 하는 여러 반대규칙들 중 특히 파이어아벤트가 집중
적으로 검토하는 반대규칙은 ‘기존이론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높은 정도로 입증된 이론일지라도, 기존이론에 상충하는 대안이론을 개발
하고 정교화 하라’로서, 이 지침이 바로 파이어아벤트가 옹호하는 이론증
식론이다. 그러나 이 지침은 명료하지 않아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그 중 
한 가지 해석은 ‘오직 이론증식만이 기존이론을 반박하는 유일한 방법’이
라는 식의 강한 증식론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놀라와 생키 그리고 
애친슈타인은 강한 증식론은 가망 없는 해석임을 보여주었다. 결국 파이어
아벤트의 이론증식론이 유효한 주장이 되기 위해서는 강한 증식론은 포기
되어야 하며, 그보다 온건한 형태의 해석을 취하는 길밖에 없다. 
  이론증식론에 대한 첫 번째 비판자는 토마스 쿤이다. 쿤과 파이어아벤트
의 결정적인 차이는 정상과학의 기능에 대한 견해 차이에 있다. 쿤에 따르
면 정상과학의 추구는 혁명을 필연적으로 불러오는 역할을 한다. 즉 정상
과학의 추구는 정상과학에 대한 과학자 공동체 사이의 위기의식을 필연적
으로 불러오며 혁명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론증식은 위기시기에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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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쿤은 이론증식에 소극적이다. 반면 파이어아
벤트는 이론증식에 적극적이다. 그는 정상과학의 기능을 의심한다. 그에 
따르면 정상과학의 추구만으로는 혁명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증식의 
원리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한다. 심지어 기존이론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해도, 대안이론은 상시로 창안되고 정교화 되어야 한다. 대안이론
은 기존이론의 몰랐던 문제점을 드러내게 하여 혁명으로 이끌 수 있기 때
문이다.
  두 방법론은 정상과학의 기능에 대해 양립 불가능한 견해를 가지고 있
다. 이들 사이에 판가름을 내기 위해 나는 과학혁명의 대표적 사례인 코페
르니쿠스 혁명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관한 스월드라
우와 깅거리치의 연구는 쿤의 역사서술이 신빙성이 떨어짐을 보여준다. 첫 
번째로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의 추구로 인한 과학자 공동체의 위기인식, 즉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에 부가적인 장치가 추가되면서 체계의 복잡성이 증
가한 현상이 실제로는 없었으며, 두 번째로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에 위기가 
있었다는 쿤의 근거인 『회전의 관하여』 서문이 근거가 약한 문헌이기 때
문이다. 
  흥미롭게도 이들의 역사연구는 파이어아벤트의 방법론에 손을 들어준다. 
두 역사연구는 정상과학의 기능을 부정하였다. 즉 정상과학의 추구만으로 
혁명의 전조인 위기상황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혁명이 일어
날 수 있었던 것은 코페르니쿠스가 파이어아벤트의 증식의 원리를 수행했
기 때문이었다. 코페르니쿠스는 기존에 잘 입증되었던 이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반하여 그것과 양립 불가능한 이론을 창안하고, 그 이
론이 불리한 여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였다. 코페르
니쿠스의 대안이론은 기존 이론의 난점을 잘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기존
이론을 뒤엎는 과학혁명이 가능할 수 있었다.
  이론증식론에 대한 두 번째 비판자는 래리 라우든이다. 라우든은 이론증
식론을 두 갈래로 비판하였다. 첫 번째 갈래로 라우든은 파이어아벤트의 
역사적 논증을 비판함으로써, 이론증식론의 정당성의 기반을 비판한다. 역



- 51 -

사적 논증에 대한 비판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재구성될 수 있다. (1) 서
너 가지 사례가 맞다 해도, 여전히 건전한 방법론은 상상 가능한 최선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2) 한두 가지 방법론적 규칙이 모든 과학적 성취를 
포괄하는데 실패했다 해서, 모든 방법론적 규칙이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하
는 것은 소박한 귀납주의라는 것이다. 
  그러나 ‘건전한 방법론적 규칙이 곧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라는 
라우든의 결론은 너무도 성급하다. 파이어아벤트가 든 서너 가지 사례는 
과학의 기념비적 진보를 이룬 사례들로서 결코 경시할 수 있는 것들이 아
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한다면, 건전한 방법론적 규칙과 반
대되는 규칙들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전한 방법론적 규칙
이 곧 최선의 전략이라는 라우든의 결론은 틀렸다. 라우든의 두 번째 비판 
역시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파이어아벤트의 사례들은 많은 방법론적 규
칙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파이어아벤트의 사례들은 
잘 입증된 이론과 반대되는 가설을 창안하고, 관찰과 측정을 무시했던 사
례들이었다. 이 사례들은 방법론적 규칙들의 통념에 어긋나는 사례이기 때
문에, 모든 방법론적 규칙이 모든 과학적 성취를 포괄할 수 없다고 적법하
게 주장할 수 있다. 
  두 번째 갈래로 라우든은 이론증식론을 직접 공격한다. 라우든은 ‘대안
이론을 통해 관찰사실이 기존이론을 반박할 수 있다’는 파이어아벤트의 주
장에 의문을 표시하며 비판한다. 왜냐하면 반박을 위해서는 관찰사실이 이
론의 부정을 함축해야 하는데, 대안이론이 관찰사실을 성공적으로 설명했
다고 해서 관찰사실이 기존 이론의 부정을 함축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
이다. 가령 기존이론이 변칙사례를 설명하는데 실패하지만 언젠가 관찰사
실을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박’을 논리적인 형태로 보는 것은 파이어아벤트를 오독한 것
이다. 파이어아벤트에 따르면 대안이론이 기존이론이 설명하지 못한 사실
을 설명할 때, 대안이론에 신뢰를 주며, 기존이론의 어려움을 강조한다. 
이럴 때 파이어아벤트는 대안이론이 기존이론을 반박했다고 말한다. 즉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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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아벤트가 말하는 ‘반박’은 이론간의 경험적 우위를 통한 (경험적) 반박
이다. 파이어아벤트의 ‘반박’은 부정을 함축한 논리적 형태가 아닌 경험적 
반박이기 때문에, 이론증식론에 대한 라우든의 비판은 허수아비 공격이 된
다. 
  이론증식론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자들의 논의는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
식론에 제대로 된 타격을 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기존이
론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높은 정도로 입증된 이론일지라도, 기
존이론에 상충하는 대안이론을 개발하고 정교화 하라’는 이론증식론 지침
과 이를 정당화한 그의 논증은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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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assive Defence for Theory 
Proliferation of Feyerabend

Jung, Won-Ho
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defend Feyerabend’s ideas on theory 
proliferation by rebutting criticisms of his ideas. One thing to 
consider is that the aim of this thesis is not to advocate 
Feyerabend actively. In other words, in this thesis I do not 
subscribe to Feyerabend’s thoughts, but claim that criticisms 
against Feyerabend’s methodology are ill-founded. 

In chapter 2, I look over Feyerabend’s arguments about 
theory proliferation. With historical cases Feyerabend argues that 
we may admit theory proliferation: invent, and elaborate, theories 
which are inconsistent with the accepted point of view, even if 
the latter should happen to be highly confirmed and generally 
accepted. That is because the evidence that might refute a 
theory can often be unearthed only with the help of an 
incompatible alternative. 

In chapter 3 and 4, I examine two of the most notice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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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isms against theory proliferation and then respond to these 
objections. In chapter 3, I review Kuhn’s methodology of normal 
science which is incompatible with Feyerabend’s methodology of 
theory proliferation.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hem is a 
view on the functional role of normal science. On the one hand, 
Kuhn claims that normal science has the functional role of 
leading to revolutions and thus is necessary presupposition of 
revolutions. On the other hand, Feyerabend argues that a 
character normal science, the principle of tenacity, does not 
enough to make revolutions and the principle of the proliferation 
of theories should be followed to lead to revolutions. For 
evaluating these methodologies, I examine historical studies on 
the exemplary scientific revolution, that is, Copernican revolution. 
These studies reveal that Feyerabend’s methodology is much 
closer to the process of Copernican revolution than that of 
Kuhn’s.

In chapter 4 I review Laudan’s criticisms against 
Feyerabend and then respond to them. Laudan criticizes 
Feyerabend’s arguments in two ways. First, Laudan casts doubts 
on the Feyerabend’s historical argument based on several 
historical cases because they are small in number. Second, 
Laudan criticizes the Feyerabend’s general idea that the fact that 
might refute a theory can often be uncovered only with the help 
of an incompatible alternative. Laudan argues that even if a rival 
explains the observed phenomenon well, the phenomenon does 
not entail negation of the theory. That is because adherents of 
the theory can surely stick to their theory and deny that the 
decisive fact is a potential falsifier of the theory.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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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dan’s criticisms have no effect on Feyerabend’s arguments. 
First, Feyerabend’s several cases are too significant to neglect. 
And second, Laudan misunderstands the term ‘refutation’ used 
by Feyerabend. 

Keywords: Scientific Methodology, Paul Feyerabend, Methodology 
of theory proliferation, Methodology of normal 
science, Thomas Kuhn, Larry Lau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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