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

환원과 속성*

－자율성과 통합－

백 도 형

【주제분류】형이상학, 과학철학, 심리철학

【주요어】환원, 속성, 실재론, 유명론, 4차원 개별자론

【주요어】이 에서는 ‘환원’ 개념에 해 철학 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의 주요 논 을 미리 소개하자면, 환원 개념을 제 로 해명하기 해서

는 ‘속성’ 개념에 한 해명이 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속성 개념이 

먼  해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환원에 한 지 까지의 많은 논의들이 비

생산 인 겉도는 논쟁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체로 환원에 

해 논의하는 이들  자신의 공분야가 미시 학문 쪽이면 환원주의를 옹

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거시 학문 쪽이면 체로 환원주의에 해 비

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제3자도 특정한 공

분야에 종사하는 학자에 해 특정한 방향의 입장을 기 하는 경향이 생겼

다. 이 에서는 환원 개념에 한 검토와 함께 이러한 흥미로운 상이 도

체 학계에서 왜 일어나는지에 해서도 아울러 진단해 보겠다.
이러한 검토와 진단의 바탕 에서 환원에 해 가능한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겠다. 그리고 두 가지 선택지  환원을 그 로 받아들이는 환원주

의 등 강한 물리주의 입장보다는 각 학문 분야의 자율성을 옹호할 수 있

는 유명론의 안을 모색해 본다. 그리고 그러한 유명론의 유망한 형태로

서 4차원 개별자론이라는 입장을 새롭게 제시하겠다. 그리고 4차원 개별자

론이 통 형이상학의 기 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을 설명하고나서, 이

것을 계기로 앞으로 지양하거나 반성해야 할 통 형이상학의 기 에 한 문

* 본 연구는 숭실 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논문108

제 들을 제시하겠다. 4차원 개별자론에 한 이 의 논의가 옳다면, 그 

입장은  과학의 흐름과 잘 조화되면서도, 각 학문 분야의 다양성과 자

율성을 보장해  수 있는 형이상학  토 를 제공해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통 형이상학에서 보여지는 심신 간의, 주 －객  간의, 존재와 

인식 간의 괴리나, 배타 인 이분법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해  것이다.

Ⅰ. 서론

‘환원(reduction)’이란 어떤 분야에서 다루는 존재자나 용어를 다른 

분야(보통은 보다 기 인 분야)의 존재자나 용어로 설명․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환원 작업을 통해 서로 다른 분야 간에 화와 

력이 가능해질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야의 논의가 

다른 분야의 논의로 통합될 수도 있다. 실제로  분석철학의 역사

에서 큰 몫을 차지했던 논리실증주의가 보여주었던 ‘통일과학의 이념’

이나 최근 우리 학계에서 많이 거론되는 ‘통섭(consilience)’ 등은 분

야 간에 이루어지는 ‘환원’의 다른 표 인 것이다.
통일과학을 지향했던 논리실증주의 등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에 놓

여 있는 사상이 되어 버려서, 이제는 그 이념을 온 하게 옹호하는 

학자들은 별로 없다. 하지만 워낙 그 이념이 뚜렷해서 학문 방법론에

서 나름의 한 형을 이루었던 만큼, 그 향은 지 까지도 남아있

다. 그리고 최근에도 자연과학의 발 으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환원

을 옹호하는 환원주의식 사고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인간의 정

신 상을 컴퓨터 모형이나 두뇌의 물리․화학  작용으로 설명하려

는 인지과학이나 신경과학, 그리고 생물학의 생명 상을 물리․화학

으로 설명하려는 생화학이나 분자생물학,  사회 상을 진화생물

학의 에서 설명하려는 사회생물학, 사회생물학 논의의 일부로서 

심리 상을 진화생물학의 에서 설명하려는 진화심리학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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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들 수 있다. 환원은 학문 분야 간, 는 이론 간의 문제이기 때문

에 철학 뿐만 아니라 물리학, 화학, 생물학, 생태학 등 자연과학 분야, 
 심리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분야, 그리고 환경학, 인지과학 등 학

제간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원’ 개념은 어느 한 분야의 문 인 논의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들 간의 논의에서 요하게 거론

되는 핵심 개념이며, 거론되는 분야들마다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ies)가 요한 연구형태로 강

조되고 있는 요즈음, 반드시 검토해 야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

다. 다만 환원주의를 옹호한다는 것은 여러 분야가 동등하게 교통함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 인 어떤 분야가 다른 분야를 

흡수 내지 통합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에서는 이러한 ‘환원’ 개념에 해 철학 으로 검토해 으로

써, 분야들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되는 환원 개념을 논의하는 

요한 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의 주요 논 을 미리 소개하자

면, 환원 개념을 제 로 해명하기 해서는 ‘속성’ 개념에 한 해명

이 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속성 개념이 먼  해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환원에 한 지 까지의 많은 논의들이 비생산 인 겉

도는 논쟁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체로 환원에 

해 논의하는 이들  자신의 공분야가 미시 학문 쪽이면 환원주의

를 옹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거시 학문 쪽이면 체로 환원주의

에 해 비 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제3자도 특정한 공분야에 종사하는 학자에 해 특정한 방향의 입

장을 기 하는 경향이 생겼다. 이 에서는 환원 개념에 한 검토와 

함께 이러한 흥미로운 상이 도 체 학계에서 왜 일어나는지에 

해서도 아울러 진단해 보겠다.
1-2장에서의 이러한 검토와 진단의 바탕 에서 2장 말미와 3장에

서는 환원에 해 가능한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겠다. 그리고 두 

가지 선택지  환원을 그 로 받아들이는 환원주의 등 강한 물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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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보다는 각 학문 분야의 자율성을 옹호할 수 있는 유명론의 

안을 모색해 본다. 그리고 그러한 유명론의 유망한 형태로서 4차원 

개별자론이라는 입장을 새롭게 제시하겠다. 그리고 4차원 개별자론이 

통 형이상학의 기 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을 설명하고 나서, 4
장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지양하거나 반성해야 할 통 형이

상학의 기 에 한 문제 들을 제시하겠다.
‘환원’에 한 검토는 최근에 학계에서 많이 거론되는 학제간 연구

의 토 를 재조명해  것이며, 지 까지의 학문의 지형도를 다시 한 

번 반성해 보도록 해  것이다. 그럼으로써 학문의 미래에 한 구

상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계기를 마련해  수 있다. 그리고 아무래

도 사실상 여러 학문 분야 간 환원의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 인간에 

한 이해이므로, 환원에 한 연구는 올바른 인간 , 는 인간과 

자연의 계에 한 탐구, 그리고 그것을 통한 올바른 세계 의 확립

에 꼭 필요한 바탕을 제공할 것이다.1)

1. 존재  환원과 언어  환원

지 까지 많이 논의된 다양한 환원 개념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

식의 환원으로 구별하여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환원은 존재  환

원이다. 존재  환원이란 어떤 분야에서 논의되는 존재자가 다른 분

야의 존재자들과 사실상 동일하거나, 는 그것으로 구성된 것 이상

이 아니거나, 아니면 어도 그것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환원 

주장이다. 역사 으로 가장 리 알려진 존재  환원주의는 기계론 

내지 원자론에서 보여지는 환원주의의 입장으로, 흔히 “부분의 합은 

체”라는 구호에 의해 요약될 수 있다. 즉 체는 그것을 구성하는 

1) 많은 경우 환원 개념이 문제되는 경우가 심리학, 역사학, 사회학, 윤리학 

등 인간이나 인간사회를 탐구 상으로 하는 거시 학문이기 때문에, 환원 

개념에 한 철학  검토는 자연과 비교되는 인간을 탐구하는 데에 꼭 

필요한 요한 제가 된다. 하지만 환원과 인간의 계에 한 보다 상

세한 논의는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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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들의 합에 불과하며, 그 이상의 어떤 다른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두 번째 환원은 언어  환원이다. 언어  환원은 존재자들 간의 환

원이 아닌 각 분야의 용어나 개념들 간의 환원이다. 즉 어떤 분야의 

용어는 다른 분야의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거나 그것으로 번역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논리실증주의자들의 형 인 심리철학 입장이

었던 논리행동주의(logical behaviorism)는 이런 언어  환원주의의 

가장 표 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경험론의 통을 이어받은 입장

인 논리실증주의는 잘 알려져 있듯이 형이상학에 인 태도를 

취했다. 그들에 따르면 경험  인식의 검증을 넘어서는 존재 차원의 

논의는 거짓인 것이 아니라, 참․거짓의 차원을 떠나서 무의미한 것

이라고 주장하 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실증주의의 논의는 존재자에 

한 탐구로 나아가지 못하고 검증원칙을 심으로 진행되는 인식 

내지 언어 차원의 논의에 국한할 수 밖에 없었다. 즉 찰 진술로 환

원될 수 있는 것만 검증되는 것이고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은 논리실증주의의 심리철학 논의인 논리행동주의에서도 마찬가지

다. 정신 상을 진술하는 심리 진술은 심리 상을 보여주는 찰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 행태 진술이나 물리 진술로 번역되거나 정의

되며,  그 게 번역․정의되는 한에서만 유의미하다는 입장이다.2)

지 까지 논의된 환원 개념을 이러한 두 가지 방식으로 구별할 수 

있다. 존재  환원은 존재자들 간의 문제이다. 즉 존재  환원은 한 

분야의 존재자가 다른 분야의 존재자, 는 존재자들 이상의 어떠한 

2) Hempel, C.(1935), “The Logical Analysis of Psychology” rp. in: Block, 

N.(ed)(1980), Readings in Philosophy of Psychology v.1 (Methuen) 참

조. 특히 17-8쪽을 보라. 논리행동주의에서 심리학은 내 인 정신 상에 

한 탐구가 아니라 공 으로 찰가능한 행동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 

이 의 창기 심리학이 내성(introspection)을 심으로 한 내  탐구

다면, 논리행동주의는 외 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찰가능해진 행동

을 연구 상으로 삼는다. 마치 우리 말 속담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에서 말하듯이 내 인 탐구는 주 일 수 밖에 없

고 객 이고 과학 인 탐구를 하려면 외 으로 찰가능한 역을 

상으로 삼아야 하며 인간이나 동물의 행동은 바로 이 게 객 인 찰

이 가능한 외  상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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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언어  환원은 언어차원 내지 의미차

원의 문제이다. 즉 한 분야의 용어가 다른 분야의 다른 용어로 의미 

손실 없이 번역 내지 정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존재  환원

은 경험  탐구에 의해 밝 져야 할 사실 차원의 역인데 반해, 언어

 환원은 의미분석, 개념분석과 같은 선험  탐구의 역인 것이다.
이러한 환원의 두 가지 방식의 구별은 게(G. Frege)의 ‘뜻(Sinn)’

과 ‘지시체(Bedeutung)’의 구별을 통해 유추하여 이해할 수 있다. ‘춘
원’과 ‘이 수’, 그리고 ‘ 흙 의 자’는 각각 뜻은 상이하지만 동일한 

지시체를 지시하는 말들이다. 즉 이 게 동일한 존재자에 해 서로 

상이한 뜻과 의미를 지닌 표 으로 다르게 서술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존재자에 한 표 들이더라도, 서로 그 의미가 다른 

표 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존재  환원이 

성립되어 존재론상의 일치를 보인다고 해도, 그 존재자에 해 얼마

든지 상이한 의미로 다르게 서술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 게 존

재  환원과 언어  환원은 서로 다른 상을 지니는 환원인 만큼, 
환원에 해 논의할 때 이 두 가지 방식의 구별을 분명히 하지 않는

다면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흔히 심신 이론에서 심신 환원으로 제시되는 여러 입장들은 논리

행동주의를 제외하면 체로 속성들 간의 환원, 즉 정신(심리) 속성

이 물리 속성으로 환원되느냐의 문제로 환원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 
속성은 실체와 함께 통 으로 서양 형이상학의 표 인 범주이므

로, 속성들 간의 환원은 원칙 으로는 존재  환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3) 하지만 문제가 그 게 간단한 것 같지 않다. 문

3) 논리실증주의의 심신 이론인 논리행동주의는 경험주의의 통인 반형이

상학의 입장을 취하면서 환원 논의를 언어  환원으로 국한하 지만, 이

후 등장한 심신 동일론은 그러한 이 의 반형이상학  태도를 극복하고 

 심신 이론을 형이상학의 논의로 이끈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해

서는 백도형(2004), “물리주의와 보편자”  ( 철학  분석  10호, 한국분석

철학회, 2004 겨울) 참조.) 그래서 심신 동일론 이후의 심신 이론은 존재 

범주인 속성에 해 1원론과 2원론 입장 간에 벌어지는 형이상학 논의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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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되는 것은 속성 자체가 존재 범주에 속하느냐가 아니라 구체

인 속성의 사례들이 무엇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조  에 살펴 

본 게의 ‘뜻’과 ‘지시체’의 구별 문제에서 보았듯이, 동일한 지시

체에 해 서로 다른 뜻과 의미를 지니면서 상이하게 표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처럼, 어떠한 이론  배경이나 을 갖느냐에 

따라 구체 인 속성들을 다르게 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 각 학문 역과 에 따라 그 역에서 고유한 속성의 구

체 인 사례들을 서로 상이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실상 

환원 문제는 각 학문 분야 별로 서로 다른 속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

문에 제기되는 것이며, 이 게 서로 다른 분야의 이질 인 속성들 간

에 환원을 통한 통합이 가능하겠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그 게 본다

면 속성은 사실상 어떤 술어(predicates)가 용되는가에 따라 구성되

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당연히 존재  환원에 속한다

고 여겨지던 속성 간의 환원이 술어 간의 의미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애 에 존재 차원의 문제인 것으로 여겨졌던 속성에 언어나 

개념의 문제가 개입할 여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분야를 공하느냐 여부가 환원에 

한 입장을 좌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속성들 간의 환원

이 진정한 존재 차원의 환원이라면, 설사 연구분야가 다르더라도 궁

극 으로는 하나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원

에 한 입장이 공분야에 따라 선험 으로, 즉 경험 이 에 원

으로 달라질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각 분야에서 다루는 속성들

이 실제로는 각 분야의 이론  에 따라 구성되는 술어에 의해 

정해지고 논의되는 것이 일반 인 실이기 때문에, 환원에 한 입

장이 선험 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각 분야, 각 이론의 술어는 

그 역의 심과 맥락에 비추어 하게, 그 역에 특유한 방식으

로 구성되며, 각각 고유한 주제, 맥락과 문법을 지닌다. 그러니 한 분

야의 술어를 함부로 다른 것으로 쉽게 체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주제를 바꾸는”4) 격이 되기 때문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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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각 분야가 구성되는 주제와 맥락에 따라 환원에 한 입장

도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학자에 따라 외가  없다

고 할 수는 없겠지만, 체로 연구 역이 미시 학문 쪽이면 그 미시 

역이 존재세계에서 갖는 근본 인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 그 연구의 

주제와 맥락에 요하게 포함되기 때문에, 체로 환원주의에 우호

인 입장을 띠게 된다. 반면에 거시 역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체로 

그 분야가 단순히 구성입자만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미시 인 것

으로만은 설명될 수 없는 자율성을 띠고 있음을 옹호하는 것이 그 분

야의 정체성과 련된 핵심 인 주제와 심이기 때문에, 그 역의 

술어 자체를 미시 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방식으로 구성하게 된다. 하

지만 최근에 인지과학, 신경과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사회생물학 등은 
거시 역을 연구 상으로 삼지만 기존의 거시 연구자들과는 달리 환

원주의에 우호 인 입장을 띠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들은 기존 거시 

역의 술어  미시 역에 해 환원되지 않고 자율성을 띠는 술어

들의 이론  가치를 폄하하면서 그러한 술어를 불필요한 것으로 제거

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개시키며, 미시 역의 술어와 호환될 수 있

는 새로운 이론 술어들을 만들어 내는 경향도 있다.
즉 공 역에 따라 환원에 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것도 바

로 그 역에서 고유하게 쓰이는 속성들이 사실은 그 역을 월한 

존재론 인 탐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역에서 구성된 술어들

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라는 학문연구 상황의 실에서 비롯된 것이

다.6) 이 게 볼 때 속성들 간의 환원으로 변되는 환원에 한 지

4) Davidson(1970), “Mental Events” rp. in: Davidson(1980), Essays on Actions 

and Events (Oxford Univ. P.), 216쪽.

5) 과학철학에서 많이 논의되는 ‘불가통약성(incommensurability)’도 이론 간의 환원불가

능성을 말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러한 불가통약성이 제기되는 것도 각 이론에서 

제시하는 속성이 사실상 그 이론의 논의 맥락에서 제시되는 이론 용어에 의해 구성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이 논문의 을 미리 용해 본다면, 불가통약

성은 각 이론들의 주요 이론 용어들 간에 언어  환원이 성립할 수 있음을 부정하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불가통약성이 체로 반실재론자들에 의해 

주장되는 것은 이러한 이 의 에 한 요한 시사가 될 수 있다.

6) 어떤 이는 이러한 학계의 실을 언 하는 것을 제를 구걸하는 선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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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논의들은 에서 살펴본 존재  환원과 언어  환원의 구

별에 해 혼란의 여지를 원 으로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속성 간의 환원과 련된 이러한 불투명한 문제가 환원과 련된 

작 의 여러 논의들이 자꾸 미궁에 빠져들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환원 문제를 명료하게 하기 해서는 

속성에 한 존재론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속성 실재론

그 다면 문제는 속성의 존재 범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

는가이다. 과연 인식과 언어의 수 을 넘어서는 속성의 존재에 해 주

장할 수 있을까? 이와 련해 심신 문제 등 환원이 흔히 거론되는 분야

에서 암암리에 제되던 속성에 한 입장은 속성 실재론(property realism)
이다. 속성 실재론에 따르면, 속성은 인식 주 의 마음이나 이론, 혹은 
개념․언어( 컨  술어) 등을 넘어서서(에 독립 으로) 객 으로 

존재한다. 속성 간의 환원을 언어  환원이 아닌 존재  환원인 것으

로 당연하게 보는 시각은 이러한 속성 실재론의 바탕 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각 분야에 고유한 속성의 존재를 모두 인정하기 해서 이

러한 속성 실재론을 여러 분야에 함께 용하게 된다면, 그리고 각 

분야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어느 분야든 다른 분야로 환원됨을 부정

한다면, 여러 다양한 학문 분야의 존재자들이 모두 존재한다는 입장

이 되므로 존재론 으로 많은 부담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7) 컨  

단지 ‘학문 분야의 자율성’이란 이유로 2원론을 옹호한다면 마찬가지

의 이유로 다원론도 옹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100여 년 

제요구의 오류라고 비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논증 으로 입증할 

사항이 아니라 학계의 실이 정말 그런가 하는 사실성의 문제일 것이다.

7) 백도형(2002), “참을 수 없는 존재론의 가벼움”  철학  분석  6호(2002 

겨울), 그리고 백도형(2005B), “일반화 논변과 심신 환원”( 철학  분석

11호, 한국분석철학회, 2005 여름)에서 이러한 생각을 개진하 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그 들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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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철학 창기의 ‘마이농의 스캔들(Meinong’s Scandal)’을 연상

시킬 수 있는 지나친 존재세계의 팽창으로 귀결될 것이다. 즉 아래 

①－⑤의 존재자 계층들이 모두 존재함을 인정해야 하지만, 실은 모

두 인정할 경우 존재계 서로 간에 모종의 복됨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컨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세계를 하나의 단

일한 세계로 볼 수 있을까?8) 단일 세계라면 환원을 부정하면서 존재

자들 간의 이러한 복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① 미시 물리  존재자

② 일상 사물(거시 물리  존재자)
③ 생명체

④ 개인으로서의 인간(정신, 이성)
⑤ 사회

따라서 각 학문 분야의 자율성과 속성 실재론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함께 옹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다면 남은 선택지는 이상의 두 가

지 조건  한 가지를 재고하는 것이다. 우선 각 학문 분야의 자율성이

라는 첫 번째 조건을 부정하면서 속성 실재론만을 인정할 경우, 가장 

기 인 존재세계인 미시물리계의 존재만을 인정하는 환원주의나 제거

주의(eliminativism)라는 극단 인 물리주의 입장뿐이다. 실로 미시물리

학만이 학문 으로 정당화되는 ‘통일과학의 시 ’가 열리는 것이다. 그

것이 참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것을 ‘장 빛 미래’라고9) 생
각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8) 마치 우리 나라의 각 종교별, 종교기 별 등록신자수를 모두 더하면 총 

인구의 여러 배가 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처럼 말이다.

9) 물론 로크(John Locke)처럼 색(色, color)을 주 인 제 2성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객 인 물리 속성에서 배제된다고 보는 엄격한 물

리주의자들은 ‘장 빛’의 존재 자체에 해 당연히 회의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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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명론으로서의 4차원 개별자론

그러나 극단 인 물리주의 이외에도  하나의 유력한 선택지가 있

음을 놓치면 안 된다. 즉 각 학문 분야의 자율성이라는 조건은 받아들

이면서 두 번째 조건인 속성 실재론을 재고하는 것이다. 즉 일종의 속

성 유명론(property nominalism)이다. 속성 유명론은 환원과 련된 이

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억지로 만들어 낸 입장으로 보일 지도 

모른다.  지 까지와 같이 실재론을 무 당연시하는 입장에서는 유

명론이 언뜻 속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나키즘 

는 허무주의처럼 아무 것도 아니라는 주장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지 않다. 앞에서 본 로 각 학문 분야의 속성은 실제로

는 그 이론에 고유한 술어를 통해 구성되는 것이 실임을 받아들인다

면, 실재론이 옹호하는 “인식주 에 독립 인 객 성”은 실제로는 온

히 구 하기 어려운 이상 인 가치에 불과하다. 최근 과학철학에서 흔

히 논의되는 이론－의존 (theory-laden) 특성은 술어에 의한 속성 구

성에도 해당될 수 있다.10) 이 게 본다면 유명론은 실재론의 ‘객 성’

이 가지고 있던 거품을 빼자는 반성에서 비롯한 입장일 수 있다.
결국 지 까지의 논의로는 환원주의, 제거주의 등 극단 인 물리주

의와 유명론이라는 두 가지 입장이 가능한 셈이다. 나는 이제 이 

에서 ‘4차원 개별자론(Four-Dimensional Particularism)’이라는 유명론

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함으로써 이상의 두 가지 선택지  유명론 쪽

에 좀 더 선택의 무게를 부여할 수 있음을 보이려고 한다. 4차원 개

별자론은 세계가 4차원 개별자들로만, 즉 서로 다르고 무상한 개별 

사건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입장이다. 라이 니쯔의 단자론이 근

인 ‘실체(substance)’ 개념을 토 로 한 것으로써 공간 으로는 연장

이 없는 과 같은 존재이지만 시간 으로는 원한 존재인 단자를 

상정한다는 에서 3차원 개별자론이라면, 4차원 개별자론은 공간 뿐

만 아니라 시간 측면에서도 단순체인 사건 개별자, 즉 4차원 개별자

10) 이와 련된 나의 생각에 해서는 백도형(2000), ｢‘과학의 시 ’에 돌아

보는 인문학의 역할｣ (숭실 학교 논문집(인문과학편) 30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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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본 존재자로 상정한다.11)

서로 간에 어떠한 동일함도 없기 때문에 유일하며 독특한 4차원 개

별자는 술어화불가능성(impredicability)을 지닌다.12) 왜냐하면 일반화

를 해 성립하는 술어로는 개별자의 독특함이 정확하게 포착될 수 

없기 때문이다. 4차원 개별자의 술어에는 실재론이나 객 주의 입장

의 진리론이나 의미론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응이나 지칭 계가 온

하게 성립하지 않으며, 각 학문 분야나 배경지식에 따라 여러 가지

로 다양하게 서술될 수 있다. 따라서 4차원 개별자론으로는 각 학문 

분야의 정당성과 자율성을 함께 뒷받침할 수 있다. 결국 학문 분야의 

다양성을 옹호할 수 있는 입장이다.
이러한 4차원 개별자론은 근  물리학에 비해 시간의 요성이 부

각되고 있는  물리학의 세계 과 더 어울릴 수 있는 형이상학 입

장이라는 장 을 갖는다.  물리학에서는 빅뱅 이론과 엔트로피 법

칙(열역학 제2법칙)이 정설화됨으로써 시공간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있

다. 그러나 서양의 통 형이상학은 통시간  동일성을 바탕으로 한 

실체－속성 범주에 근거하며, 무한 사례를 요구하는 연역  는 수량

 사고에 기 하고 있다. 이러한 은 뉴튼식의 고  물리학도 그리 

다르지 않다. 이러한 통 세계 은 시공간의 무한성을 지향한다. 반

면에 4차원 개별자론은 서로 다르고 무상한 시간  단순체인 4차원 

개별자를 상정함으로써, 엔트로피 법칙(열역학 제2법칙)에서 보여지는 

“시간의 화살” 즉 시간의 일방향성, 비가역성, 비 칭성을 설명할 수 있

으며 시공간의 유한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형이상학 입장이다.13)

따라서 두 가지 선택지  유명론으로서의 4차원 개별자론은  과

학의 세계 에서 요구하는 시공간의 유한성과 시간의 가역성, 비 칭성

11) 4차원 개별자론에 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백도형(2005A), “4차원 개별자

론” ( 철학연구  68집, 철학연구회, 2005 ) 참조. 그리고 4차원 개별자론

의 토 가 되는 유명론에 해서는 백도형(2001), “심신 유명론” ( 哲學硏

究  54집, 哲學硏究  2001 가을) 참조.

12) 백도형(2005A), 참조. 특히 3장 이하를 보라.

13) 이 문단과 엔트로피 법칙에 따른 새로운 시간 에 해선 제 미 리 킨

(1992) 엔트로피  (김명자, 김건 옮김, 두산동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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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족시킬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학문 각 분야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장 을 함께 지니는 입장이다. 반면 제거주의나 환원주의 등 

강한 물리주의  1원론의 입장은 일견 가장 과학 인 세계 인 것처럼 

보이나, 가장 근본 인 미시물리학의 정당성만을 옹호할 수 있을 뿐 다

양한 학문 분야의 자율성을 정당화해 주지 못한다. 즉 그 이상의 보다 

거시 인 상 과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없다. 게다가 언뜻 

생각하기에 가장 형 인 ‘과학  세계 ’일 듯 한 선입견과는 달리 

 과학의 세계 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4. 통 형이상학의 지양

하지만 4차원 개별자론은 서양 형이상학의 통 인 에서는 

방 떠오르지 않으며, 실제로도 지 까지 거의 논의된 이 없는 입장

이다. 이러한 까닭은 서양 형이상학의 통에 입각한 선입견이 우리

에게 무도 친숙하고 두터워서 이를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4
차원 개별자론은 이러한 선입견들을 지양하면서 제시된 새로운 입장

이다. 4차원 개별자론에 의해 극복되는 기존의 선입견으로는 다음과 같

은 것들이 있다.
첫째, 정신과 물질이라는 배타 인 심신 이분법의 구도이다. 사실상 

이러한 심신 이분법은 데카르트 이후부터 성립된 것이다. 이러한 심신 

이분법 구도는 그 후 서양 근 의 인간 심주의  세계 의 토 가 되

어서 재까지 많은 향을 끼치고 있다. 게다가 20세기 이후 에 

들어와서 공산주의와 련된 이데올로기 립과 냉  상태가 오래 지

속되면서, 맑시즘(Marxism)이 가장 표 인 유물론이라는 생각은 (때
로는 거기에 선․악 이분법까지도 더해져서) 이러한 심신 이분법의 배

타 인 립구도라는 선입견을 실제의 맥락과 어 난 방향으로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듯이 이러한 인간 심

주의  세계 은 서구 학계 내부에서조차도 재 많은 비 의 상이 

되고 있다. 한 이런 선입견은 서양에서도 근  이후에 성립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서양철학에서조차 보편 인 입장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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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실체와 속성이라는 서양 형이상학의 표 인 두 범주이다. 
사실 실체－속성의 두 범주는 유럽 언어의 주어－술어 구조에 응

되는 지칭 상으로서 자연스럽게 제시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두 범주가 동일성(identity)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동일성’은 시간을 월한 통세계 , 속성, 원성을 

띠는 것으로  과학에서 두드러지는 시간성이 별로 반 되지 않

은 정 이고 공간 인 범주이다. 따라서 이러한 실체－속성 범주를 

토 로 이루어진 서양 형이상학은 실제로 서양 근  이후의 학문처

럼 수학 이고 연역 인 필연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첫 번째로 본 이분법  심신 구도가 성행하게 된 서양 근  

이후, 그러한 이분법 구도와 맞물려 주 －객 의 이분법 이고 배타

인 립구도가 자연스럽게 제기되었다. 더구나 근  이후 획기 인 

발 을 보이는 자연과학의 향으로 ‘객 성’이 학문  방법의 확고

한 이상으로 자리잡게 됨으로써, 이러한 주－객 이분법은 더욱더 의

심할 수 없는 것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선입견의 사례를 우리

는 앞에서 실재론의 입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다.
넷째, 이상의 세 가지 선입견이 함께 어우러져서 존재와 인식 내지는 

존재와 언어가 확고하게 구별된다는 선입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즉 존재와 인식( 는 언어)은 서로 간에 상 없이 성립한다는 선입견

이다. 물론 존재와 인식 자체는 서로 구별되는 차원으로 보아야 하겠

지만, 구체 인 탐구 상으로 들어가서 존재자와 인식 상 간의 

계를 생각한다면 그 구별은 그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컨  인

식되지 않은 존재자에 한 탐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한 존재하지 않는 것에 한 인식(만일 그 다면 그것은 잘못된 인

식일텐데)은 도 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결국 존재자와 인식 

상은 어느 정도는 서로를 통해 탐구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내가 제시하는 속성 유명론으로서의 4차원 개별자론은 이러한 서양 

형이상학의 네 가지 선입견을 반성하고, 그러한 선입견에 근거해서 자

리잡은 실재와 객 성, 그리고 심신 속성들과 그것의 바탕에 놓여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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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이라는 제에 끼어있는 거품을 제거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Ⅱ. 결론

서양 형이상학의 통 인 이 당연시된 근  이후, 더구나 뉴

튼(Isaac, Newton) 이래 자연과학의 속한 세력 획득 이후, 학문의 

흐름은 크게 과학주의(scientism)의 세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서양

의 경우 학문의 역사  원조는 철학이었다. 모든 학문 분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철학의 역사로 수렴할 수 밖에 없었다. 반면에 근  

이후 학문의 역사는 체로 철학으로부터 독립되어 학문의 분과화, 
문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학문의 분과화는 각 학문 분

야의 과학화의 역사로 보아도 무방하다. 잘 알려져 있듯이 뉴튼의 고

 물리학 체계를 완성한 서의 이름이 자연철학의 수학  제 원

리 (PHILOSOPHIAE NATURALIS PRINCIPIA MATHEMATICA, 
Mathematical Principles of Natural Philosophy, 1686)라는 은, 고

 물리학 체계가 완성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물리학 등 자연과학(당
시에는 ‘자연학’)이 철학의 한 분과에 불과하 음을 보여 다.

18세기 말－19세기 에 들어서서 실증주의 철학자로 분류되기도 

하는 꽁트(Auguste Comte)에 의해 사회학이 실증과학의 역에서 새

롭게 창시됨으로써, 사회 역을 상으로 하는 소  ‘사회과학’이 과

학화의 길로 나아가며 철학에서 독립해 나갔다. 사회에 한 역은 

비록 과학화되어 자연과학에서 쓰이는 실증 , 계량  방법을 사용하

는 ‘사회과학’이 되었지만, 마지막 남은 인간의 정신에 해서는 과학

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마지막 기 는 19세기 말 심리학의 탄생으

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후 심리학은 행동주의, 인지과학, 진화심

리학, 신경과학의 방법을 채택하면서 속히 객 화, 과학화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기에 최근에는 1인칭  주 성을 본성으로 갖는다고 

보여지는 의식(consciousness)이 심리학의 과학화에 항하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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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최후의 역으로 불리어지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미 세는 과학화 내지 과학주의, 물리주의 쪽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어쩌면 이는 거의 외길 수순인 것으로 보인다. 이 의 주제인 ‘환원’

은 이러한 지 까지의 학문 역사의 외길 수순을 상징하는 학문 분야 

간 흡수통합의 형 인 방법이다. 따라서 앞에서 본 로 통 형이

상학의 제들을 그 로 답습하는 한, 환원주의 는 제거주의라는 

극단 인 물리주의의 종착 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에서는 이러한 극단 인 물리주의 이외의 선택지로 유명론을 

구상해 보고, 유명론의 선택지에 보다 힘을 실어  수 있는 방식으로 

4차원 개별자론을 제시해 보았다. 4차원 개별자론에 한 이 의 

논의가 옳다면, 그 입장은  과학의 흐름과 잘 조화되면서도, 각 

학문 분야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수 있는 형이상학  토

를 제공해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통 형이상학에서 보여지는 

심신 간의, 주 －객  간의, 존재와 인식 간의 괴리나, 배타 인 이

분법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해  것이다.14)

투고일: 2008. 05. 26.

심사완료일: 2008. 08. 17.

게재확정일: 2008. 08. 21.

14) 이 의 기본 아이디어는 2007년 12월 7일 서울 학교에서 있었던 서울

 이론물리연구소, 서울  철학사상연구소, 과학문화연구센터가 공동 주

최한 “인문과 자연 제 3회 심포지움－환원론  체론”에서 물리학, 생

태학, 철학 등 각 분야의 발표 1-4에 한 통합지정토론 형식으로 발표

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논문화하여 2008년 4월 24일 인제 학교 인간

환경미래 연구원의 개원기념 학술 회에서 발표하 다. 그 때 지정토론

을 맡아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박 태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이 

은 두 발표 내용을 확장하고 보완한 것이다.

백도형

숭실  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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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duction and Property
－Autonomy or Unification－

Paik, Toh-Yung

In this article, I will examine the concept of reduction with the intended 
point tha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reduction, we should clarify the 
concept of property first. It is interesting that a scholar whose major is 
microscience is apt to take a positive attitude toward reductionism, whereas 
one whose major is macroscience is apt to do the contrary. Thus, we can 
expect each respective scholar’s opinion about reduction according to her / his 
major. I will attempt to explain the reasons behind this interesting phenomenon. 
Moreover, I will suggest two options: radical physicalism (like reductionism 
or eliminativism) vs. nominalism. Of the two, I prefer nominalism, and I 
will introduce Four-Dimensional Particularism as a form of nominalism 
comparing to the traditional metaphysical perspective. Four-Dimensional 
Particularism can be harmonized with contemporary science and can offer a 
metaphysical basis to guarantee variety and autonomy of sciences and other 
disciplines.

Keywords: Reduction, property, realism, nominalism, 
Four-Dimensional Particular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