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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는 환원론의 정의를 제시하고, 이어서 환원의 예시로 판단 가능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통하여 환원론에 대하여 확신하지는 못하여도 환원론을 지지하는것은 충분히 가능함을 보이려한다. 

추가로 일반적으로 환원론의 가장 낮은 층위에 있는 학문은 양자역학을 사용하는 고에너지 물리학으로 

여겨지는데 굳이 현재의 방법론을 사용하는 물리학의 분야가 모든 경험과학의 근본적인 법칙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역사적 사례를 통하여 지지하고자 한다. 

 환원론 혹은 환원주의(reductionism)란, 어떠한 높은 층위의 개념과 주장, 존재자가 낮은 층위의 개념과 

주장, 존재자로서 정의되고, 도출되며, 또 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라 정의된다. 따라서 환원론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각 학문의 층위에 대해 일단 설정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 환원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존재하나 우선 환원론에 대해 인정을 한다면, 적어도 현대의 환원론자들에게 

사회과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순서대로 낮은 층위의 학문 즉, 근본적인 학문이라고 간주하는데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혹자는 물리학의 수학으로의 환원까지 주장하기도 하나 이것은 다른 

문제이며 또한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도록 한다. 

 아무튼 환원론을 받아들였을 때 가장 근본적인 학문은 물리학, 그 중에서도 특히 입자물리학을 비롯한 

고에너지 물리학이라고 간주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고에너지 물리학만을 이용하여 세상의 모든 것, 

예를들어 인간의 의식, 진화, 심지어는 경제 현상까지도 예측 및 설명을 해낼 수 있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학자들의 주장이 그들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간주하는 인지적인 활동인 과학 

활동에 부합하는지를 우선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환원론이 옳은 관점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환원론을 지지 혹은 반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예시를 살펴볼 

것이며 환원론에 대해 좋은 이해와 통찰을 제공할지도 모르는 학문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할 

것이다. 또한 과학이론이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위성을 고려하였을 때 환원론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일단 환원론에서 가장 근본적인 분야로 여겨지는 물리학자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환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사고를 입증하려는 구체적인 시도도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의 대표적 사례로는 아인슈타인 (Albert Einstein, 1879 - 1955)이 제시한 통일장 이론 (Unified field 

Theory)과 모든것의 이론 (Theory of Everything)이 있다. 즉, 문자 그대로 만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등장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시도하는 학자들이 있다. 이러한 이론에는 

M 이론, 초끈이론 등이 현재로써는 가장 근접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러한 신념에 의한 연구가 

'과학적인'연구인지에 대한 논의는 잠시 접어두고 이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1800년대 물리학자 패러데이(Michael Faraday, 1791 - 1867)는 당대까지 완전히 다른 힘으로 간주되던 

전기력과 자기력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실험적으로 발견하였고, 맥스웰 (James Clerk Maxwell, 

1831 - 1879)은 전기력과 자기력을 전자기력이라는 하나의 힘으로 통합하는데 성공하였다. 100 여년 

후인 1970 년대에는 물리학자들이 또 다른 근원적인 힘으로 여겨지던 약력을 불완전하게나마 

통합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론의 존재가 있으리라 추측하는 것은 

적어도 심리학적으로는 꽤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여길만 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초끈이론을 비롯하여 

이러한 사고를 정당화 시키고자 하는 이론들은 실험적으로 검증된 바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선 때때로 사회과학까지 물리학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주장이 때때로 극단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러한 사고가 완전히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과학으로 여겨지는 과학 자체가 현재로써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만큼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환원론이 옳다면 높은 층위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를 근본적인 이론이 제대로 확립 혹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장 낮은 층위의 학문이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아직까지 낮은 층위의 학문으로 높은 층위의 학문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가능해질지도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환원론을 이용하여 

설명 가능한 것, 다시 말해 낮은 층위의 학문으로 높은 층위의 학문을 설명하는 사례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환원론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간주할 수 있으나 그 반대로 낮은 층위의 학문이 높은 층위의 

학문을 설명하지 못하는 사례는 환원론의 반증사례라고 간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선 필자가 판단하기에 환원론을 입증할만한 가장 유의미한 사례인 생명현상에 대한 

물리학적 설명에 대해 살펴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명과학의 현상들은 물리학을 이용하여 점점 더 잘 

설명이 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20세기 이후 생화학과 분자생물학 분야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인간이 

느끼는 많은 감정들이 호르몬이라는 화학 분자에 의한 물리적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왓슨(James Dewey Watson, 1928 - )과 크릭(Francis Harry Compton Crick, 1916 - 2004)은 

1962 년에 프랭클린(Rosalind Elsie Franklin, 1920 - 1958)의 DNA 의 X 선 회절 사진을 이용하여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분자인 DNA 의 구조를 물리학적인 방식으로 밝혀내게 되었다. 심지어는 크릭의 

1994 년 책 “The Astonishing Hypothesis”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도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실제로 뇌 손상 연구와 PET등의 영상 기법을 이용하여 뇌와 의식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와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생명과학적 현상에 대한 물리학적 기술 뿐만 

아니라 물리학과 화학을 이용한 예측도 또한 가능한데, 실제로 정신의학과에서는 우울장애를 등을 겪는 

환자에 대하여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와 효능을 가진 약물을 이용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치료의 효과는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최근 100년 간의 생명과학적 주제에 대한 

물리학적 성과는 어느덧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현대 생명과학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모범적인 환원의 사례로 간주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며 환원론을 정당화시킬 입증의 사례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생명과학 교과서나 논문의 많은 개념을 포괄하진 못하더라도 



물리학적인 개념 없이는 생명현상에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다루어지는 유전과 같은 현상들을 

기술하거나 도출해낼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제 방금 살펴본 생명과학의 물리학으로의 환원의 역과 같은 과정, 즉 물리학적 현상이 생명과학을 

이용하여 설명하는 사례도 존재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러한 사례가 존재한다면 

환원론의 전제인 절대적인 층위의 존재 여부가 흔들릴 것이다. 하지만 현대과학에서 그러한 사례를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갈바니(Luigi Aloisio Galvani, 1737 - 1798)라는 생물학자가 전기가 

생기는 원인를 생명체로부터 찾고자 한 시도를 하고자 한 적이 있긴 하였으나, 결과론적으로 

볼타(Allessandro Giuseppe Antonio Anastasio Volta, 1745 - 1827)에 의해 이 가설이 잘못되었음이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이 가설이 성공적인 이론으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현대의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 근본적인 매커니즘은 물리학을 이용하여 기술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를 통하여 환원론의 한 

예시라고 볼 수 있는 물리학과 생명과학 간의 관계에서는 적어도 명확한 층위가 존재하며 실제 환원 

사례로 간주될 수 있을 지도 모르는 사례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몇 개의 사례만을 가지고 

환원론에 대해서 일반화 하는 것은 성급한 시도일 것이나, 과학철학자들이 제시한 여러가지 입증 

이론들에 의하면 적어도 이러한 사례를 환원론을 지지하는 입증 사례로 간주하는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환원론에 대해 위협적인 성질일지도 모르는 개념으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개념은 창발성 

(emergence)이다. 창발성이란 낮은 층위의 대상에서 발생하지 않는 특성이 높은 층위에서 나타나는 

성질을 의미한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창발성은 어느정도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개념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화학의 예시를 살펴보자면 수소와 산소 원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성질이 물 분자에서는 

나타나기도 하며, 생명과학에서 각 세포는 조직을 구성하면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들은 환원론의 반증 사례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필자의 견해로는 이를 반증 사례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사고라고 여긴다.  앞서 서술 했듯이 아직 많은 환원론자들에 의해 

현재까지 가장 근본적인 과학으로 여겨지는 고에너지 물리학에 대하여 인간이 알아낸 지식이 아직 

한정적이다. 표준 모형(standard model)의 경우 실제로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물리학자들마저 인정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어쩌면 아직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이론이 특정 창발성의 

사례로 간주되는 현상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제공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런 사례역시 존재하는데, 

유전의 경우 단순한 유기화합물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생명체라 불리는 유기화합물에서는 발생하는 

현상으로 거시적 관점에서의 창발성의 사례라고 생각할 만 한데 앞서 서술했듯이 이에 대한 물리학, 

화학적 설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몇몇 입증 사례의 존재와는 별개로 환원론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증도 존재하며 

고체물리학자 앤더슨 (Philip W. Anderson, 1923 - 2020)의 논증이 대표적이다. 앤더슨은 복잡성 자체로 

부터 완전히 새로운 속성이 등장한다고 주장하며 이 예시로 양자역학에서 이상적이라 여기는 상황을 

제외하면 물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대칭성(symmetry)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양적인 차원으로부터 질적 차별화가 발생하며, 따라서 모든 것을 단순한 기본 법칙으로 

분석하는것은 가능할지라도 그 법칙에서 시작하여 우주를 재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아주 간단한 암모니아마저도 고에너지 물리학에서 다루는 기본 법칙만으로는 

합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앤더슨의 논증은 환원론이 당면한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의 주장에는 잘못된 점이 존재한다. 일단 현대 물리학자들 중 

많은 학자들이 대칭성 개념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기는 하나, 앤더슨은 이를 마치 수학의 공리와 같은 

것으로 오도하였다. 이는 앤더슨이 환원론을 경험과학을 수학이나 논리학으로 환원시키는 개념으로 

생각한 것과도 같다. 경험과학과 수학 사이에서 환원이 일어나지 않음은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한다. 앤더슨은 또한 양자역학을 환원론이 적용될 때의 가장 근본적인 과학, 즉 가장 낮은 

층위에 있는 학문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가장 근본적인 학문이 현대의 

양자역학이라고 확신할 근거가 없음에 대하여 뒤에서 다시 논증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의 논의롤 통해서는 환원론에 대한 확신은 못하더라도 입증 사례를 통하여 환원론이 옳다는 

개연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앤더슨의 논증 즉, 환원론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논증을 반박하였다. 지금부터는 학문의 발달사를 살펴보면서 환원론이 옳을 때 

가장 낮은 층위의 학문이 물리학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알아보도록 한다. 

 현재로써 모든 것에 대해 근본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가장 유력하게 지목되는 학문은 물리학, 

그 중에서도 양자역학이라는 패러다임에 속해있는 고에너지 물리학 분야이다. 그런데 플랑크 (Max Karl 

Ludwig Planck, 1858 - 1947)의 양자설 (1900)을 양자역학의 출발점으로 본다고 하면, 양자역학의 역사는 

기껏해야 120 년 밖에 되지 않는다. 비록 많은 과학철학자와 과학자들 사이에서 양자역학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과학으로 여겨지곤하나 베이컨으로 부터 이어져온 경험주의적인 물리학, 즉 방법론적으로 

현대의 과학과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대 과학의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를 길게 보아도 

500여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물론 이 기간동안 과학이라는 학문이 괄목할 만할 정도의 성과를 내며 

발전했다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스트를 비롯한 극단적인 상대주의자를 제외하면 거의 인정할 만한 

일이긴하다. 하지만 현대에 우리가 근본적인 모든 것에 대한 이론을 만들 수 있으리라 희망하는 학문이 

발전하기 이전에도 모든 것의 이론에 대한 논의가 존재했다면 양자역학과 물리학의 만능성에 대해 

의심을 가지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함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자역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대 이전에도, 심지어는 오늘날 고전물리학이라 

불리는 근대과학이 출발한 시대 이전에도 모든 것의 이론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사례에 앞서 19 세기 말 물리학자 켈빈 경 (Lord Kelvin, 1824 - 1907)은 물리학에는 소수점 

아래 여섯번째 자리를 찾는 문제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발언을 남기기도 하였다. 물론 이 발언이 

논리적으로 잘 짜여진 명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양자역학이 등장하기 전 물리학의 완성을 단정한 

이 발언과 당대 물리학계가 가지고 있던 흐름은 어쩌면 양자역학이 주류 이론이자 근본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을 거라 희망하는 현대의 환원론자들의 태도가 여태껏 쌓아놓은 과학적 발견에 안주한 오만한 

생각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제부터 근대 과학의 확립 이전과 양자역학의 태동 이전의 모든 것의 이론에 대한 몇 가지 논의와 

시도에 대해 언급을 하겠다. 우선 고대 그리스의 최초의 철학자로 여겨지기도 하는 탈레스(Θαλῆς , BC 

624 - BC 545?)의 경우 만물의 근원을 물로 생각하였고 이는 자연 내에서 모든 자연 현상의 원인을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현대의 물리주의적 환원론과 유사함이 보이기도 한다. 또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데모크리토스 (Δημόκριτος , BC 460 - BC 370)의 경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의 원자라는 

존재를 제시하였는데, 이후 돌턴 (John Dalton, 1766 - 1844)에 의해 제시된 원자설이 이후 과학적으로 

인정되었음을 생각해보면 이 것이 논리적이거나 과학적 통찰에 의한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결과론적으로는 입자물리를 기반으로 한 현대의 환원론과 아주 유사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환원론적 생각은 거의 어느 시대에나 있어왔는데, 경험주의를 제시한 베이컨 (Francis Bacon, 1561 - 

1626) 이후의 고전역학이 뉴턴(Isaac Newton, 1643 - 1727)에 의해서 정립되었으나 아직 전자기학은 

정립되기 이전 시대에는 라플라스 (Pierre Simon Laplace, 1749 - 1827)가 중력과 고전역학을 조합하면 

모든 것에 대한 이론이 탄생하리라 생각했으며, 고전 전자기학마저 정립된 후에도 힐베르트 (David 

Hibert, 1862 - 1943)는 물리학자들에게 물리학에 대한 공리적(axiomatioc) 기초를 찾으라는 문제를 던진 

적이 있다. 물론 이러한 고대와 철학자들의 형이상학적인 생각과 비교적 덜 발전한 과학의 시대의 살고 

있던 학자들의 견해를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하는 환원론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크게 두 가지를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환원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로 부터 세상을 기술하려는 시도는 과학의 발전 정도와 관련없이 제시될 수 있는 인간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현대의 관점으로 고대의 사상이 비과학적으로 보여지듯이, 

어쩌면 현대의 환원론도 미래에는 당대 과학 수준으로는 무모했던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양자역학은 분명히 생명과학을 비롯한 물리학보다 높은 층위의 과학에 대한 환원을 

제공하는데 일부 성공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마땅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중이며 

과거 과학사적 사례는 어쩌면 양자역학이 가장 근본적인 과학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따라서 현재의 양자역학이 환원론을 완전히 긍정할 만큼의 

유의미한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환원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가장 근본적인 학문이 고에너지 물리학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또 한가지 고려해볼 문제는 현재 가장 근본적이라고 여겨지는 양자역학이 실제로 객관적인 학문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물론 양자역학은 일반적으로 진리라고 무리없이 간주되는 수학과 상당부분 대응되는 

성격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물리학에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여기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실제로 

물리학은 다른 경험과학이나 사회과학들에 비해서 비교적 객관적인 편이라고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과학자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에는 



주관성이 존재함으로 물리학에서의 인위성은 당연히 존재한다. 인위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인간이 쌓아온 

지식으로 간주되는 것들에 대하여 모두 회의적인 관점을 취할 필요는 없겠지만, 물리학이 가장 낮은 

층위의 학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학문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환원론에 대해서 긍정할 지라도 경험 과학이 지니고 있는 필연적인 인위성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학문이 현대의 양자역학이라고 확신해야만 할 이유는 없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마지막으로 환원론이 일단 맞다는 가정을 하고 각 학문의 층위에 대하여, 또한 

수학은 경험과학 사이의 환원론에서 어떠한 의미를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필자는 우선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사회과학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환원의 관계는 지나치게 거칠게 일반화되어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환원론자들은 사회과학까지도 자연과학으로의 환원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나, 

일단 이부분에서는 자연과학에 한정하여 다루도록 한다. 일단 이에 앞서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에너지 물리학이 속해 있는 양자역학이 가장 근본적인 해답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전제를 하고, 앞으로 

서술하는 내용이 경험적인 것이며 절대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를 하려 한다. 그래도 일단 

현재로서는 물리학이 가장 근본적인 학문으로 여겨지긴한다. 또한 자연과학으로 간주되는 학문 중 

화학의 물리학으로의 환원은 충분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물리화학 분야 뿐만 아니라 유기화학과 

무기화학 등 화학의 모든 분야가 물리학에 의존하고 있음은 자명하고, 또한 설명 가능하다. 하지만 

화학의 명제가 물리학 이외의 다른 자연과학으로 환원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생명과학의 경우 상당 

부분이 화학으로의 환원이 이루어지곤 한다. 이를테면 생화학적인 지식의 상당부분은 유기화학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학을 거치지않고 물리학으로 직접적으로 환원되는 생명과학적 

현상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시로 신경의 전달과 같은 현상은 물리적인 전기적 신호로 

해석되므로 굳이 화학을 거치지 않고 물리학으로의 직접 환원이 가능하다. 지구과학의 경우는 화학이나 

생명과학에 비해 응용과학적인 성격이 상당히 큰데, 지구과학은 물리학과 화학, 생명과학에 모두 

직접적인 의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천문학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물리학과 

상호적인 협력을 통하여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현대 우주론을 비롯한 현대의 천문학은 거의 

물리학에 속한 학문으로 보아도 무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수학 및 통계학과 경험과학 간의 관계를 알아보자. 실용적인 측면에서 경험과학이 수학과 

통계학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경험과학의 수학으로의 환원은 불가능하다. 

우선 모든 경험과학적 현상이 수학적으로 기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많은 실험적으로 알아낸 

물리학적 지식이 수학적인 언어로 굉장히 깔끔하게 기술되고 있는 것에는 동의하나, 우선 수학적인 

구조에도 분명한 언어적인 정의가 있으므로 언어적인 정의만으로 수학으로 기술된 물리학을 재기술하는 

것에는 논리적인 문제가 없다. 물론 이런 과정은 엄청난 비효율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 반대의 과정 

즉, 아직 수학적으로 기술되지 않은 경험과학적 지식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아직까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진화론과 세포의 구조를 비롯한 많은 생명과학적 현상들은 직관적인 예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뿐만 아니라 물리학이 담고 있는 감각기관에 의하여 인식된 자연에 대한 모든 



표상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는데에는 분명한 무리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비록 현대에 옳은 모델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지만 지극히도 물리학적인 기술인 보어 (Niels Henrik David Bohr, 1885 - 1962)의 수소 

원자 모형을 예로 들어보자. 이 모델을 받아들였을 때 특정 물리량들에 대해서는 수학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을지라도, 원자 모형 자체를 전적으로 수학으로 서술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설령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적어도 좋은 방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수학적인 의미가 실제 

물리적 의미로 이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수학적 정당화가 물리적 정당화를 의미할 것이라 전제하는 

방법론에 대한 회의주의도 논리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여겨진다. 예시로 대수학적으로는 정의하는 벡터 

공간과 물리학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벡터에는 의미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수학적인 정의가 

반드시 물리적인 의미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사실 이는 물리학의 분야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라고 여겨지는 고에너지 물리학의 이론 물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연구 방법론에 대한 회의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써 이러한 방법론의 미래를 함부로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현재까지의 

성과만 놓고 본다면 회의주의적인 생각에 큰 무리가 있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모두 정리하자면 환원론에 대해 입증할만한 사례는 분명히 존재하며 이러한 

사례가 확신을 제공하지 못할지라도 환원론이 옳다고 판단할 개연성은 어느 정도 제공해준다. 하지만 

환원론의 가장 낮은 층위에 있는 학문이 꼭 현재의 방법론을 사용하는 물리학의 분야여야만 할 필요는 

없으며 역사적 사례를 통하여 실제로 그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환원론을 받아들인다고 하여 낮은 층위의 학문이 높은 층위의 학문에 비하여 우월성을 가진다고 

여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긴다. 무엇이 더 근본적이냐에 대한 문제와는 별개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으로 불리는 경험과학의 분야들은 나름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관심있는 대상에 대하여 탐구를 

한다. 이러한 활동은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아닐지라도 한편으로는 해당 분야에서의 최전선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