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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나는 이 글에서 과학 철학계의 오랜 논쟁인 과학적 실재론 논쟁과 연관 

하에서 과학의 성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레플린은 

최근에 발간된 그의 저서에서 “참신한 예측”이라는 개념에 의지하여 과학

사에서 성공한 과학 이론은 “참신한 예측”에서 성공적이었고, 그 성공은 오

직 문제의 과학 이론에 실재론적 해석을 귀속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고 

논변하였다. 만약 이러한 레플린의 견해가 올바른 것이라면, 우리는 현대 

과학 이론의 성공 중 매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해명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과학에 대한 실재론적 견해에 대한 흥미로운 옹호 논변을 갖게 될 것이다. 
나는 이러한 레플린의 견해 중에서 특히 참신한 예측에 대한 레플린의 기

준을 자세히 검토하고, 그것이 현장 과학자들의 상식에 진정으로 부합하는

지 않는다고 결론내릴 것이다.

* 이 논문은 2003년도 과학문화연구센타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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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의 성공과 과학적 실재론
과학철학자들을 포함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과학의 설명적, 

예측적 성공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의 설명적, 예
측적 성공이 과학의 어떠한 성격에서 기인한 것인가라는 질문은 쉬운 답

변을 허락하지 않는 듯하다. 실제로 현대 과학철학에서 과학의 성공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는 핵심적인 쟁점이 된지 오래지만 아직까

지 그에 대한 합의된 의견이 없다. 과학철학자들 사이에서 과학의 성공

에 대한 설명은 과학적 실재론 논쟁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논의되었다. 
다수의 과학적 실재론자들은 어떤 과학 이론의 성공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 과학 이론에 대한 실재론적 해석을 취하는 것이

라고 믿고 있다. 즉, 과학 이론이 근사적 혹은 부분적인 참이라고 가정하

는 실재론적 해석이 과학의 성공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며, 그 실재론적 

해석을 수용하지 않으면 과학의 성공은 기적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기
적 논증 miracle argument으로 알려진 이러한 논증은 과학적 실재론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옹호 논증으로 많은 철학자들에 의하여 여겨지고 있다. 
불행히도, 기적 논증에 대한 상당히 강력한 비판이 과학사로부터 제기

되었다. 한 때 매우 성공적이었던 과학 이론이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완

전히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를 과학사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현대 화학의 관점에서 명백히 플로기스톤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연소에 관한 플로기스톤 이론은 한 때 매우 성공적인 과학 이론이었다. 
마찬가지로,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명백히 발광성의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빛의 전파에 관한 에테르 이론은 한 때 매우 성공적인 

과학 이론이었다. 이러한 사례들이 기적 논증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는 것은 자명하다. 만약 기적 논증이 올바르다면, 한 때 성공적이었던 플

로기스톤 이론이나 에테르 이론에 실재론적 해석이 귀속되어야 마땅하지

만, 실상 그들은 전적으로 거짓이다. 
최근 레플린Jarret Leplin은 그의 저서 [과학적 실재론에 대한 참신한 

방어 A Novel Defense of Scientific Realism]에서 참신한 예측 no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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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s이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기적 논증에 대한 위에 같은 비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레플린에 따르면, 어떤 이론이 가질 수 있는 관찰적 

증거 중에서 그 이론에 특히 강력한 지지를 제공하는 종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회절에 관한 프레넬 Augustin Fresnel의 이론을 고려해 보자. 빛
에 관한 파동 이론에 근거하여 빛의 회절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영 

Thomas Young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 그는 빛의 직진을 가로

막는 물체로부터 반사된 빛줄기가 다른 빛줄기와 간섭한다는 가정 하에

서 회절 현상에서 나타나는 회절 무늬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러한 설명은 여러 가지 회절 현상에 대한 한층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수

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프레넬은 파면 wave front의 각 점이 또 다른 

파장의 파원이 된다는 호이겐스의 원리 Huygens Principle, 각 파장을 서

로 다른 위상을 갖는 성분으로 분리하는 방법, 그리고 빛이 종파 

longitudinal wave가 아니라 횡파 transverse wave라는 가정 등을 사용하

여 다양한 회절 현상에 대한 한층 정밀한 이론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프

레넬의 이론은 다양한 기하학적 형태를 갖는 물체의 그림자로부터 거리

에 따라서 빛의 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수학적이고 분석적인 

예측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프레넬의 이론은 회절 현상에서 나타

나는 회절 무늬에 대한 관찰로부터 확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프레

넬 이론이 결정적인 확증을 획득하게 된 계기는 원판의 그림자의 중심에 

밝은 점이 나타난다는 그 이론의 놀라운 예측이 실험적으로 확인된 것이

었다. 그 예측은 당시에 널리 수용되던 이론에 비추어 과학자들에게 워

낙 놀라운 것이어서 프레넬 이론이 제안되기 이전까지 어떤 과학자도 생

각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실제로 그 예측은 프아송 Simeon Poisson이 

프레넬의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 이론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이끌어낸 

귀결이었다.1) 
레플린을 포함하여 많은 과학철학자들은 원판 그림자의 밝은 점에 대

한 프레넬 이론의 예측과 같이 매우 놀랍고 예상되지 않았던 예측을 참

신한 예측novel predictions이라고 부르며, 그것들은 관련된 이론에 대한 

1) 프레넬 이론의 역사에 대하여 Cantor (1983)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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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강력하고 특별한 지지를 제공해 준다고 믿고 있다.2) 레플린은 여기

서 더 나아가 바로 이 지점에 과학적 실재론자의 돌파구가 있다고 주장

한다. 앞서 우리는 과학사에서 한 때 성공적이었지만 현대 과학의 관점

에서 거짓인 과학 이론들이 기적 논증을 위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레플린의 답변은 과학 이론의 모든 성공이 실재론에 근거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참신한 예측에서의 성공은 그러

한 설명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Leplin 1997, 5장).3) 레플린에 따르면, 플
로기스톤 이론이나 에테르 이론은 비록 여러 예측에서 성공적이었지만 

참신한 예측적 성공을 성취하지는 못했고, 따라서 그들의 성공은 그들이 

근사적 혹은 부분적 참이라는 실재론적 주장에 대하여 충분한 지지를 제

공하지 못한다. 한편, 프레넬의 굴절 이론, 라보아지에의 산소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현대 우주론 등은 참신한 예측적 성공

을 성취하였고, 그러한 성취는 그들에게 근사적 혹은 부분적 참을 귀속

하는 것을 지지해준다. 
이러한 레플린의 실재론 옹호는 과학 이론에 대한 실재론적 해석을 옹

호해주는 참신한 예측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을 일차적으로 요

구한다. 이런 점에서 레플린은 그의 책에서 많은 부분을 참신한 예측이

라는 개념에 대한 기준에 할애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참신한 예측에 대

한 레플린의 기준을 자세히 검토하고, 그것이 많은 경우에서 현장 과학

자들의 상식에 위배한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2. 참신성 Novelty
참신한 예측의 인식적 의의를 최초로 진지하게 검토한 과학철학자는 

라카토슈 Imre Lakatos (1978)이다. 라카토슈에 대한 널리 수용되는 해석

에 따르면, 그는 어떤 예측이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관찰 결과에 시간

2) 참신한 예측의 인식론적 의의는 힐리 Richard Healey(2001)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다.
3) 프실로스 Psillos (1996) 역시 이러한 입장을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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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선행할 때 오직 그 때 그 예측은 참신하다는 견해를 취하였다. 
즉, 참신성은 시간적인 새로움 temporal newness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

하여 레플린(1997, 40-44)은 그것이 어떤 예측이 참신한지 여부를 단순히 

역사적인 우연으로 만들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참신한 예측에 부여하

는 인식적 의의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한편, 자하 Elie Zahar
와 워럴 John Worrall에 따르면, 어떤 예측 P는 오직 다음의 조건이 만

족될 때에 참신하다: 예측 P를 성취한 이론의 최초 창시자가 P를 확증할 

수 있는 관찰 결과를 이론 발견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자하

와 워럴의 견해에 대해서도 레플린(1997, 49-57)은 그것이 참신함을 논리

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으로 만든다고 비판한다. 그들의 견해는 

어떤 예측이 참신한지 여부를 이론 창시자에게 배경 지식이 미쳤던 심리

적인 영향에 의존시키지만, 분명 참신함은 논리적이고 인식적인 개념이어

야 한다는 것이다. 
레플린(1997, 63)은 참신한 예측에 대한 기존의 기준들이 갖는 문제점

들을 지적하면서 참신한 예측에 대한 기준이 반드시 만족해야 할 요건을 

제시한다. 먼저 그는 어떤 관찰 결과 e가 어떤 이론 T에 대하여 참신할 

때 오직 그 때에 e에 대한 이론 T의 예측은 참신하다고 말한다. 그러면, 
관찰 결과 e가 이론 T에 대하여 참신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에 

대하여 레플린은 다음의 일곱 가지 요건을 제시한다. 

1. 관계적 요건 relational requirement: 참신성은 관찰 결과 e와 이론 T 
사이의 이항적 관계 binary relation이다.

2. 선행 지식 요건 antecedent knowledge requirement: 이론 T에 대한 
e의 참신성은 e가 T가 발견되기 이전에 알려졌다는 진술과 양립가

능하다. 관찰 결과 e을 설명하는 것이 이론 T를 발견할 이유를 제

공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할 수도 있었으며, 만약 T로부터 e가 연역

되지 않으면 T가 수용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도 있다. 
3. 설명 요건 explanation requirement: 만약 e가 T에 대하여 참신하면, 

T는 e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어떤 다른 가용한 available이론도 e
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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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 요건 use requirement: 만약 e가 T에 대하여 참신하면, e는 T
를 발견함에서 있어서 기껏해야 부수적인 혹은 비본질적인  방식으

로 사용되었다. 즉, T의 발견 당시에 e가 가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도 T는 현실적인 발견과 본질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발견될 수 있었

을 것이다. 
5. 독립성 요건 independence requirement: 만약 e가 T에 대하여 참신

하면, e는 T의 발견이 의존하는 관찰 결과들과, 그리고 다른 대안적

인 이론들에 의해 설명되는 관찰 결과들과  유의미하게 다르다.
6. 인식 요건 epistemic requirement: 만약 e가 T에 대하여 참신하면, T

가 e를 성공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근사적 혹은 부분적 참을 T에 귀속하여야 한다. 즉, T의 성

공을 설명하기 위해서 e는 T가 근사적 혹은 부분적 참이라고 생각

할 이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7. 역사적 요건 historical requirement: e가 T에 대하여 참신하다는 것

은 시험을 허락하는 역사적이고 기술적인 가설이고, 그 시험 절차

는 일반적인 시험보다 더 확정적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즉, 모든 

경우에 e가 참신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

다. 그럼에도 실제적인 경우들에서, 그리고, 명확하게 참신함을 드

러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서 어떻게 참신함을 결정할 것

인지에 대한 확정적인 지침이 있어야 한다.

레플린은 위의 요건들을 만족하는 방식으로 참신성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과 새로운 용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는 먼저 역사적인 사실로

서 많은 경우 과학 이론은 순간적인 영감의 산물이 아니라 정교한 추론

의 산물이며, 그러한 추론은 언제나 원리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고 가

정한다. 이처럼 재구성된 추론은 어떤 이론이 당대의 배경 지식으로부터 

어떠한 논리적인 단계를 거쳐서 생성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레플린(1997, 
68)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이 만족될 때 어떤 이론 T을 생성하는 추론의 

재구성은 적절하다 adequate: 그 추론이 이론 T을 진지하게 검토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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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worthy of serious consideration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히 강

력한 논변을 제공한다. 적절한 재구성은 단순히 이론 T가 어떤 방식으로 

생성되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경험이나 혹은 방법론적인 규칙들에 

의거할 때 이론 T가 최초의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그 

재구성된 추론이 이론 T의 수용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

지 이론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테스트해 보는 것이 무익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레플린(1997, 71)은 어떤 재구성이 

최소한으로 적절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한다. 만약 (1) 어떤 재구성이 

적절하고, 또한 (1) 만약 그것의 어떤 경험적인 전제가 누락되거나 혹은 

논리적으로 약한 명제로 대치되면 그것의 논리적 타당성이 훼손되며, (3) 
그 전제들의 연언이 논리적으로 더욱 단순화될 수 없다면, 그 재구성은 

최소한으로 적절한다 minimally adequate. 이 정의가 의도하는 바는 분명

하다. 이론 T에 대한 최소한으로 적절한 재구성은 그 전제에 논리 법칙

에 의거하여 이론 T를 생성하기에 필수적인 경험적 결과만을 포함할 뿐

이다. 즉, 그것은 어떠한 논리적 군더더기 logical redundancies도 포함하

지 않는다.
최소한으로 적절한 재구성에 대한 레플린의 정의는 어떤 이론을 생성

하는 과정에 사용된 추론 중에서 핵심적인 것을 추려내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핵심적이라는 표현이 심리

적인 의미가 아니라 논리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

에서 이론 T을 창시한 과학자의 실제 심리적 추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한 어떤 경험적인 결과가 T에 대한 최소한으로 적절한 재구성에서 나

타나지 않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레플린에 따르면, 원판에 의해 드리워진 그림자의 중심에 밝은 점이 

나타난다는 관찰 결과는 빛의 파동적 성격에서 비롯되었고, 그것은 프레

넬 이론을 생성하는 추론의 논리적 재구성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점

에서 프레넬 이론의 기원 provenance은 그 관찰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다. 
유사하게 속도에 따른 질량의 증가는 에너지의 관성에서 비롯되었고, 그
것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생성하는 추론의 논리적 재구성에 나타나지 않

는다. 이런 점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의 기원은 그 관찰 결과에 의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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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레플린은 예측 혹은 관찰 결과의 개별화 individuation를 위하여 어떤 

관찰 결과의 정성적인 일반화 qualitative generalization라는 개념을 도입

한다. 어떤 관찰 결과 O의 정성적인 일반화는 정량적인 정확도와 무관하

게 O가 예화하는 관찰 유형을 뜻한다. 이러한 정성적 일반화는 O의 기

술 description로부터 이론 T가 예측하는 모든 수치를 제거함으써, 즉 존

재 일반화를 하고 변항을 정량적으로 확정된 영역- 예를 들어, “측정가능

한”, “관찰가능한” -등에 국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 정성적 일반화 

개념을 레플린이 도입하는 이유는 예측 혹은 관찰 결과의 동일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어떤 두 예측이 정량적으로만 불일치

하다면, 그 두 예측을 구분하는 것은 어떤 현상 자체가 아니라 현상과 

관련한 양뿐이다. 이에 우리는 만약 어떤 두 예측이 동일한 정성적 일반

화를 갖는다면, 그들은 동일한 현상에 대한 예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이다. 이후에 분명히 드러나겠지만, 이러한 정성적 일반화 개념은 레플린

의 참신성 기준을 매우 강한 것으로, 즉 그 기준을 만족하기 매우 어렵

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제 레플린(1997, 77)의 참신성 기준을 제시해 보자. 다음의 두 조건이 

만족되면, 어떤 관찰 결과 O에 대한 예측이 이론 T에 대하여 참신하다:

독립성 조건 Independence Condition: T를 생성하는 논리적 추론의 최

소한으로 적합한 재구성이 있어서 그것은 O의 어떠한 정성적인 일반화

도 언급하지 않는다.

유일성 조건 Uniqueness Condition: T가 설명하고 예측하는 O의 어떤 

정성적 일반화가 있고, 아울러 T가 최초로 그렇게 설명하고 예측하는 시

점에 어떠한 대안적인 이론도 그 정성적 일반화를 예측할 어떤 설득력 

있는 근거 viable reason를 제공하지 못한다.

간단히 말해서, O가 T에 대하여 참신하기 위해서는 O의 어떠한 정성

적 일반화도 T를 생성하는 추론에 나타나지 말아야 하며, 아울러 O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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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한 정성적 일반화가 T에 의해서는 예측되지만 어떤 다른 설득력 있

는 이론에 의해서 예측되지는 말아야 한다. 이러한 레플린의 참신성 기

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레플린은 그 기준이 참

신함에 대한 충분 조건만을 제공한다고 주장할 뿐이지 필요 조건을 제공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에 그는 비록 그의 조건들을 만족하지 않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신한 예측이 되는 경우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

정한다.
이제 레플린의 참신성 기준이 어떻게 구체적인 사례들에 적용되는지 

고려해 보자. 프레넬의 회절 이론을 다시 검토해 보자. 분명 프레넬의 이

론은 어떤 물체가 빛의 직진을 가로막아 빛의 회절이 발생할 때, 스크린

에 나타나는 회절 무늬에서 빛의 강도와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아울러, 그 이론은 원판이 빛의 직진이 가로막을 때 원판의 그림자 중심

에 밝은 점이 나타난다는 예측을 하였다. 이 두 가지 예측 모두가 프레

넬의 이론에 대하여 레플린의 독립성 조건을 만족한다. 프레넬의 회절 

이론을 생성한 논리적 추론의 최소한으로 적합한 재구성에서는 회절 현

상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 결과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빛에 대한 파동 

이론 일반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여러 광학적 성질과 현상들에 대한 언급

만일 나타날 뿐이다. 하지만, 레플린의 참신성 기준에 따르면 회절 무늬

에서 빛의 강도와 위치에 대한 예측은 프레넬의 이론에 대하여 참신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일성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프레넬 이론과 경쟁 관계에 있던 영의 이론 역시 스크린의 회절 무

늬에서 빛의 강도와 위치를 예측할 수 있었다. 한편, 원판의 그림자의 중

심에 밝은 점이 나타난다는 프레넬 이론의 예측은 진정으로 참신한 것이

었다. 왜냐하면, 그 예측이 행해질 당시에, 프레넬의 이론과 독립적인 방

식으로 원형 그림자의 중심에 밝은 점이 나타나는 현상을 예측할 수 있

는 어떤 근거도 없었고, 따라서 그 예측은 독립성 조건뿐만 아니라 유일

성 조건도 만족했기 때문이다 (Leplin 1997, 83-85). 
다음으로, 레플린의 참신성 기준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들에 대하

여 어떤 판정을 내리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잘 알려져 있듯이, 아인슈타

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하여 태양의 가장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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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는 별빛이 굴절한다는 것과 그 굴절각의 크기를 정확하게 예측하였

다 - 이를 중력 예측이라고 부르자. 또한 그것은 왜 수성 근일점이 세차 

운동을 하는지, 그리고 왜 그 세차 운동은 뉴튼 역학이 예측한 것보다 

빠른지 설명할 수 있었다 - 이를 수성 예측이라 부르자. 하지만, 두 경우 

모두에서 뉴튼의 중력 이론 역시, 적절한 보조 가정들과 함께, 아인슈타

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과 동일한 정성적 일반화를 갖는 예측을 

산출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중력 예측과 수성 예측의 경우에서, 뉴
튼의 중력 이론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동일한 정성적 일반

화를 갖는 관찰 결과, 즉 오직 정량적으로만 다른 관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었다. 물론, 상대성 이론은 그것이 각 관찰 결과를 설명하거나 예측

할 당시에 일반적으로 수용되던 유관한 보조 정보들과 함께 정량적으로 

매우 성공적인 예측을 산출한 반면에 뉴튼의 이론은 그렇지 못하였다. 
태양을 통과하는 별빛의 굴절각에 대하여 뉴튼 역학은 약 100 퍼센트의 

오차를 보이는 예측을 하였고, 수성 근일점의 세차 운동은 뉴튼 역학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는 오직 정량적

인 차이일 뿐 정성적인 차이는 아니다. 이런 점에서 일견 이 두 경우, 즉 

중력 예측과 수성 예측의 경우 모두에서 유일성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레플린은 중력 예측의 경우에 일반 상대성 이론

은 진정으로 참신한 예측을 산출한 반면에 수성 예측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레플린(1997, 78-80)에 따르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중력 예측을 할 당

시 빛에 관한 뉴튼 광학 이론은 더 이상의 생명력을 상실했다. 왜냐하면,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매우 잘 확립되었던 광속 불변의 법칙이 빛

을 중력 하에서 뉴튼 운동 법칙을 만족하는 입자들로 간주하는 뉴튼의 

광학 이론과 상충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뉴튼의 이론은 정량적으

로 정확한 예측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중력 렌즈 효과 

자체를 예측하거나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뉴튼 이론은 상대성론적인 중

력 예측에 대안적인 예측을 제시할 수 있었지만, 그 예측은, 상대론적인 

예측이 수행될 당시의 배경 지식 하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만일 이와 같다면, 상대론적인 중력 예측은 레플린의 기준에 의하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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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반해서 레플린에 따르면, 일반 상대성 이론

의 수성 예측은 참신한 예측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세차 운동은, 그
것의 정량적인 정확성을 논외로 할 때, 중력이 보편적이라는 뉴튼의 견

해에서 곧장 따라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수성이 태양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행성들과 중력에 의한 상호작용을 하는 한, 뉴튼의 이론

에 근거하여 그것의 근일점이 세차 운동을 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결국, 태양의 가장 자리를 지나는 별빛이 굴절한다는 관찰 결과는 진정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하여 참신한 것인 반면에 수성 근일점이 세차 운

동을 한다는 관찰 결과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하여 참신한 것이 아니

었다. 
 

3. 난점들 
과학의 성공과 과학적 실재론에 대한 레플린의 견해가 성공적이기 위

해서는 두 가지의 과제가 성취되어야 한다. 그 하나는 참신한 예측에 대

한 만족스러운 기준을 제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기준 하에

서 참신한 예측을 산출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론들의 예측적 성공은 오직 

그 이론들에게 근사적 참 혹은 부분적 참을 귀속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

다는 논제를 옹호하는 것이다. 나는 이 중에서 레플린이 특히 첫 번째 

과제를 성취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먼저 두 번째 과제와 관련하여 레플린에 대한 한 가지 전형적인 비판

을 고려해 보는 것이 유익하겠다: 레플린의 참신성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갖든지 그것이 만족스러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준에 

의하여 뉴튼 이론이 수많은 참신한 예측을 했다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레플린의 견해에 따르면, 그러한 참신한 예측의 성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뉴튼 이론이 근사적 참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하지만, 뉴
튼 이론은 기본적으로 절대 시공간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사적으

로 참이라고 말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레플린의 참신성 기준이 구체적으

로 어떤 형태를 갖는지와 무관하게, 참신한 예측의 성공을 진리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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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레플린의 견해는 옳지 않다. 
나는 이러한 비판이 레플린의 견해를 결정적으로 논파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과학사로부터의 비관적 귀납에 대한 키처 

Kitcher(1993)의 대응과 유사하게, 레플린은 참신한 예측적 성공을 설명

하기 위해서 유관한 이론 전체에 참을 귀속하기보다는 그 예측에 기여한 

이론의 국소적 local 부분에 귀속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견해에서 레플린은 뉴튼 이론에서 참신한 예측

적 성공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된 이론적 메커니즘

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한 후, 오직 전자에만 진리를 귀속하고자 할 

것이다. 아울러, 진리가 귀속된 부분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이나 양자 역학

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논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레플린

의 대응이  궁극적으로 성공적인지 여부를 현재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레플린의 견해에 대한 전술한 비판이 그 자체로는 

아직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제 레플린이 첫 번째 과제를 성공적으로 성취했는지, 즉 만족스러운 

참신성 기준을 제안하였는지 고려해 보기로 하자. 먼저 나는 레플린의 

기준이 2장에서 언급한 관계성 요건 만족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4) 그 

요건에 따르면 참신성은 관찰 결과와 이론 사이의 이항적 관계이어야 한

다. 하지만, 레플린의 기준에 따르면, 참신성은 최소한 관찰 결과, 이론 

그리고 그 이론을 생성하는 추론의 재구성 사이의 3항 관계인 듯하다. 
이제 어떤 혁명적인 물리 이론을 만들자마자 사망한 어떤 과학자가 있다

고 해 보자.5) 그 과학자가 어떠한 추론을 거쳐서 그 물리 이론으로 나아

갔는지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할 때, 레플린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그 이론에 대하여 어떤 관찰 결과가 참신한지 혹은 그렇지 않은

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관찰 결과가 문제의 물리 이론에 

대하여 참신한지 여부는 그것이 그 이론의 최소한으로 적합한 재구성에

서 언급되는지 그렇지 않는지 여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관

4) 이러한 문제는 모들린 Tim Maudlin(1999, 82)과 레디맨 James Ladyman(1999, 
183)에 의해서 지적되었다.

5) 이것은 레디맨(1999, 183)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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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결과가 어떤 이론에 대하여 참신한지 여부는 그 이론을 생성한 추론

의 재구성이 무엇인지에 의존한다. 이는 참신성이 단순히 관찰 결과와 

이론 사이의 이항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레플린에 대한 한층 심각한 비판은 그의 참신성 기준 중에서 유일성 

조건에 대해서 제기된다. 우리는 앞서 레플린의 참신성 기준에 따르면 

수성 근일점의 변칙적인 세차 운동에 대한 일반 상대론의 예측이 참신하

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수성 예측이 유일성 조

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레플린의 유일성 기준은 만족하기가 

힘든 상당히 엄격한 조건이다. 그것에 따르면, 어떤 관찰 결과 e가 이론 
T에 대하여 참신하기 위해서는, e와 정량적으로 동일한 관찰 결과를 예

측하는 설득력 있는 대안 이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정성적으로 동

일한 관찰 결과 즉, 동일한 정성적 일반화를 갖는 관찰 결과를 예측하는 

설득력 있는 대안 이론 역시 없어야 한다. 이처럼 유일성 조건이 엄격한 

것은 참신성의 인식론적 중요성에 대한 레플린의 정당화를 위하여 필수

적이다. 만약 어떤 다른 이론도 동일한 현상을 설득력 있게 예측하지 못

한다면, 이론 T가 그 현상을 성공적으로 예측한 것은 오직 이론 T에 근

사적 혹은 부분적 참을 귀속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모들린(1999, 83)은 레플린의 유일성 조건이 지나치게 

강하다고 비판하였다. 우리는 앞서 레플린이 그의 참신성 기준에 의하여 

중력 예측이 참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한다는 것을 보았다. 이에 

대하여 모들린은 실상 그 예측 역시 수성 예측과 마찬가지로 유일성 조

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레플린의 참신성 기준에 의해서 참신한 것

으로 평가되지 않으며, 이는 유일성 조건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것을 보

여준다고 논변하였다. 모들린에 따르면, 뉴튼의 중력 이론 역시 빛에 관

한 파동 이론과 함께 정성적으로 빛의 굴절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태양 주위에 적절한 굴절률을 갖는 물질들이 있다고 가정

할 때, 뉴튼 이론으로부터 태양의 가장 자리의 빛이 굴절된다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는 뉴튼 이론이, 태양 주위에 물질들이 적절히 분포

되어 있다는 가정과 함께, 중력 예측과 동일한 정성적 일반화를 갖는 예

측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모들린은 중력 예측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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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레플린의 유일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결론짓는다. 
하지만, 레플린(1999, 87)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중력 예측에 대

한 모들린의 논변에는 중요한 결함이 있다. 모들린도 인정하듯이, 뉴튼 

이론이 중력 예측과 정성적으로 유사한 예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태양 

주위에 기묘한 굴절률을 갖는 물질들이 기묘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가정

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부터 중력 예측을 이끌어낼 

당시 이 가정은 어떠한 경험적 혹은 이론적 정당성도 지니지 못했다. 이
런 점에서 비록 뉴튼 이론이 적절한 보조 가정과 함께 중력 예측과 정성

적으로 유사한 예측을 산출할 수 있었겠지만 그 예측은 설득력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중력 예측이 유일성 조건을 만

족하고, 따라서 그것이 레플린의 기준에 의하여 참신한 예측으로 평가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중력 예측의 경우와 달리, 뉴튼 이론은 근거 

없는 가정의 도움 없이도 수성 예측과 정성적으로 유사한 예측을 산출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수성 근일점의 세차운동에 대한 뉴튼 

이론의 예측은 설득력을 갖고, 이에 따라서 일반 상대론의 수성 예측은 

유일성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레플린의 유일성 조

건에 대한 모들린의 비판은 실패했다. 
나는 비록 모들린의 비판은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레플린의 유일성 조

건은 여전히 중요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어떤 관찰 결

과 e가 어떤 이론 T1에 대한 참신하다고 가정해 보자. 또한 그 관찰 결

과 e를 성공적으로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이론 T2이 얼마 

후에 제안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레플린의 기준에 따르면 T1의 예측은 

참신한 반면에 T2의 예측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T1으로부터 e에 대한 

예측을 이끌어내는 시점에 T2가 아직 제안되지 않았기 때문에 T1의 예측

은 유일성 조건을 만족하는 반면에, T2로부터 e에 대한 예측을 이끌어내

는 시점에는 T1이 이미 제안되어 있기 때문에 T2의 예측은 유일성 조건

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이론이 제안된 순서는 뒤바뀔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우연에 불과하다. 따라서, 레플린의 기준

에서 참신성은 역사적 우연에 의존하는 것이 된다. 앞서 우리는 레플린

이 참신성을 시간적 새로움으로 간주하는 견해가 참신성을 역사적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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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에 의존하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신성에 부여하는 

인식적 의의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만
일 그와 같다면, 레플린은 자신의 참신성 기준 역시 참신성에 부여하는 

인식적 의의를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T1이 일단 참신한 예측을 산출할 수 있다면, 레플린의 견해에

서 그 예측적 성공은 그 이론에 진리를 귀속함으로써 설명된다. 반면, T2

의 예측은 참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의 예측적 성공에 대해서는 그러한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만약 T1이 없었다면, 그 예측적 성공은 T2

가 근사적인 참이라는 가정을 통하여 설명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도

대체 그 두 이론의 예측적 성공을 진리의 귀속을 통하여 설명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레플린의 유일성 조건에 대한 위의 비판이 정성적 일반화에 대한 언급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설사 레플린이 정성적 일

반화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유일성 조건을 다음과 같이 약화시킨다고 하

더라도 여전히 위의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관찰 결과 e가 이론 T에 대하여 참신하기 위해서는, e와 정량적으로 동

일한 관찰 결과를 예측하는 설득력 있는 대안 이론이 없어야 한다. 이 

약화된 판본을 논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지 위의 비판에서 T1과 T2가 

정량적으로 정확히 동일한 예측을 한다고 가정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점에서 위의 비판은 유일성 조건의 사소한 수정을 통해서 극복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나는 레플린의 유일성 조건이 참신한 예측에 부여하는 인

식적 의의를 정당화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참신한 예측에 

대한 레플린의 견해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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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plin on Scientific Success and Novel Predictions

Sungho Choi

In this paper I will first deal with the issue of how to explain scientific 
success while keeping eyes on its connection to the long-standing debate 
on scientific realism. Jarrett Leplin, in his recent book on scientific 
methodology, defines the concept of novel prediction, on the basis of 
which he argues that, on his view, quite a few scientific theories we have 
had in the course of scientific development come out as being successful 
with respect to their novel predictions, and that the success with respect to 
novel predictions cannot be explained unless we take the realistic approach 
to those scientific theories. If Leplin is right, we can have an enhanced 
understanding of the cornerstone of scientific success; also, we will get a 
very gripping argument for scientific realism. I will examine, among other 
things, Leplin's conditions for novel predictions, and show that they do not 
tally with what is actually going on in scientific practices. 

Key Words: Scientific Realism, Miracle Argument, Novel Predictions, The 
Independence Condition, The Uniqueness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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