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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학단의 과학사상: 
배경, 형성과정, 그리고 변화* †‡

1) 고 인 석
§

이 논문은 20세기 초에 활동한 빈 학단의 과학사상을 에른스트 마하라는 배

경, 제 1 빈 학단의 형성, 그리고 이를 모태로 발생하여 1920년대 중반 이후 

모리츠 슐릭이 주도했던 빈 학단의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한다. 필자는 특

히 한스 한, 오토 노이라트, 슐릭, 루돌프 카르납 네 사람의 각기 고유한 역할

과 기여에 주목하면서, 빈 학단의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를 ‘과학을 통한 사회 

계몽, 혹은 변혁’이라는 실천적 문제의식으로부터 ‘과학에 대한 엄 한 철학적 

분석’이라는 이론적 주제로의 전이로 파악한다. 빈 학단의 인적 구성과 구성

원들의 철학적 지향은 짧은 일반화를 거부하는 근본적인 다양성과 복합성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하나의 집합으로서의 빈 학단은 공동체적 삶을 향한 학문

의 봉사라는 이념과 학문적 철저함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학문공동

체적 활동의 모형을 보여주었다.

【주요어】빈 학단, 에른스트 마하, 한스 한, 오토 노이라트, 과학적 세계이
해, 통일과학 운동

* 수완료: 2010.05.24 / 심사완료  게재확정: 2010.06.09 / 수정완성본 

수: 2010.06.10

† 이 논문을 한 연구는 2006년도 정부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

을 받아 수행되었음(KRF-2006-332-A00070).

‡ 이 연구는 두 차례의 연구여행에서 많은 이득을 얻었다. 먼  독일학술교류

처(DAAD)의 청으로 2005년 여름 독일 콘스탄츠 학교의 철학아카이

(Philosophisches Archiv der Universität Konstanz)에서 약 4주 동안 머

물며 살펴볼 수 있었던 빈 학단의 1차 자료가 이 연구의 출발 이 되었다. 

이때의 친 한 도움에 해 Prof. Dr. Gereon Wolters와 Dr. Brigitte 

Parakenings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07년 여름 나는 빈 학교의 비엔나 

학단 연구소(Institute Vienna Circle)와 그라츠에 있는 오스트리아 철학 연

구소 겸 문헌센터(FDÖP: Forschungsstelle und Dokumentations-

zentrum für Österreichische Philosophie)를 방문하여 소장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다. 비록 한 주 정도의 짧은 방문이었지만 유익한 경험이었고, 특히 

FDÖP 방문은 루돌  할러의 연구에 주목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 인하 학교 인문학부 철학 공 교수 (insok@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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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주인공 ‘빈 학단’의 정체

이 논문은 보통 신실증주의 는 논리실증주의라는 개념으로 특징지어

지는 빈 학단(Wiener Kreis; Vienna Circle)의 과학철학이 형성된 과정

을 특히 그 형성의 기단계에 을 맞추어 고찰한다. 이 논문은 빈 학

단의 역사와 사상에 한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활용하면서도 1990년  

이후의 재조명 작업에서 강조되어온 빈 학단의 복합성과 불균일성에 

한 확인을 넘어 다시 그런 복합성 안에 숨은 모종의 핵심  골조를 악

하는 시도로 나아갈 것이다.

논리실증주의는 20세기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생겨났다고 볼 수도 

있는 사조지만, 빈과 오스트리아의 경계를 넘고 유럽의 경계를 넘어서 그

리고 1920-30년 라는 발생  배경을 넘어서 20세기 체에 한 사상

 향을 미쳤다. 빈 학단의 과학철학은 20세기 철학사의 서술자들에 의

해 ‘그 이후의 포스트-실증주의  과학철학에 의해 다각 으로 비 됨으

로써 20세기 후반의 진보된 과학철학의 거름이 된 소박한 견해’ 정도로 

평가되기도 했지만, 사실상 빈 학단은 20세기 후반의 과학철학에 의해 정

식화된 ‘새로운 과학 ’의 요소들 부분을 이미 명시 으로 토론하고 있

었다.  빈 학단의 사상은 그 자체로 여러 개의 흥미로운 얼굴면을 지닌 

사상  복합체 다.

지난 1990년 는 빈 학단 르네상스라고 할 만한 시기 다. 마이클 

리드먼이 논리실증주의의 기원을 철학사  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연

구2)를 수행했고, 낸시 카트라이트가 주도하고 토마스 벨 등이 력한 

몇몇 연구3)도 빈 학단의 사상을 재조명했다. 물론 이 에도 세기말 빈

이라는 배경을 깔고 비트겐슈타인과 빈 학단의 출 을 조명한 스티  툴

민 등의 흥미로운 서4)가 있었고,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리드리히 

슈타들러5)의 풍부한 문헌학  작업은 유익한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필자

 2) Friedman(1999; 2000).

 3) Cartwright et al.(1996), Uebel(1992; 2000).

 4) Janik/Toulmin(1996).

 5) Stadler(1982; 1997). 여러 해 동안 빈 학교 부설 ‘빈 학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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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런 빈 학단 재조명 작업의 흐름 가운데서도 그라츠 학의 교수

던 루돌  할러가 오스트리아 철학사의 재구성 작업의 일환으로 1970년

 후반부터 추진한 연구가 요한 선구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6) 그러

나 이런 연구의 흐름은 역사 으로 실재했던 논리실증주의에 한 하나

의 통일된 그림으로 아직 수렴되지 못했다. 즉 ‘빈 학단’은 완료되지 않

은, 앞으로 계속 연장-발 되어야 할 연구 주제다. 어쩌면 우리는 그 최

의 장면으로부터 한 세기쯤의 거리가 생긴 오늘에야 비로소 20세기 사

상의 한 핵심부에 한 객 인 재평가의 기회를 얻고 있는지도 모르겠

다.

이 논문은 이런 연구의 흐름에 부분 인 기여를 시도한다. 그것은 앞서 

언 된 몇 가지 연구동향을 집 성하여 일 이고 포 인 그림을 제

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집 성은 련 연구의 을 더 기다려야 가

능해질 것이다. 이 논문이 설정한 과제는 논리실증주의의 형성과정 특히 

그 기 단계에서 한 향력을 행사한 한 요소를 조명하고 그것과 

논리실증주의의 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 요소는 에른스트 마하의 과

학사상이다.7) 마하는 19세기와 20세기, 그리고 자연과학과 철학을 잇는 

요한 교량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나는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은 물음들

에 답해보려 한다. 마하는 빈 학단의 과학철학이 형성되는 데 어떤 향

을 미쳤나? 그리고 마하의 과학사상과 빈 학단의 논리실증주의는 어떤 

일치와 불일치의 계에 있는가? 이제까지 논리실증주의의 역사에 한 

국내의 연구는 개 비트겐슈타인과의 연 성에 을 맞춰왔다. 이 연

구는 이런 연구의 흐름에 한 보완의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빈 학단의 

논리실증주의’라는 화석화된 상식  표 을 재음미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

소’(Institut Wiener Kreis)의 소장으로 활동한 슈타들러는 지난 2008년 유

수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빈 학교의 ‘과학의 역사  철학’(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담당교수로 부임했다.

 6) Haller, R. (1979), Studien zur österreichischen Philosophie: 

Variationen über ein Thema, Rodopi. 같은 이(1993), Neopositivismus: 

Eine historische Einführung in die Philosophie des Wiener Kreises,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Haller(1991a; 1991b)를 보라.

 7) 마하의 과학사상에 해서는 고인석(2010)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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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그런데 이 논문의 주제를 분석하기 에 우리는 먼  간단한 물음을 

하나 해결해야 한다. ‘빈 학단’이란 무엇인가?8) 어  보면 이것은 결과

으로 이 논문을 통해 겨우 조  더 나은 답으로 진할 수 있을, 더 어

려운 물음인지도 모르겠다. 빈 학단은 20세기  빈에서 함께 활동했던 

일군의 학자들 그리고 그들의 지  활동을 가리킨다. 이 학자들에는 모리

츠 슐릭, 한스 한, 오토 노이라트, 루돌  카르납, 리드리히 바이스만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컨  괴델이나 리햐르트 폰 미제스가 빈 

학단의 일원인지를 물으면 답은 약간 망설여질 것이고, 찰스 모리스(C. 

W. Morris)나 칼 구스타  헴펠이 빈 학단에 속하는지 물으면 이번에는 

다른 이유에서 답이 망설여질 것이다.9) 즉 이 학단의 외연은 그 구성

원 차원에서 명료하지 않다. 그 외연은 비교  렷한 심을 가지고 있

지만, 방  “이번엔 다른 이유에서”라고 말한 에서 암시되듯, 바깥쪽으

로 가면서 일정한 양상으로 흐릿해지는 것은 아니다. 벨은 스탠포드 철

학사 의 ‘Vienna Circle’ 항목10)에서 자신의 서술을 한 빈 학단의 외

연을 설정함에 있어 기의 주요 구성원들이 미국 등으로 이주하고 난 

1940년  이후까지 지속 인 사상  향력을 행사한 인물들에 을 

맞추는 방식을 택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임의 인 설정일 뿐이다. 벨의 

경우는 개별 인물의 구체 인 참여 양상이라는 문제 이외에 빈 학단의 

존재를 역사  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의 물음

에 얽 있음을 알려 다. 나는 역사  으로부터, 1940년 에는 빈 학

단의 유산과 사고방식이 그 구성원 일부와 계승자들의 활동 속에 잔존했

지만 빈 학단은 더 이상 실존하지 않았다고 본다.11) 그러나 이런 주장을 

 8) 이상욱(2009)은 Vienna Circle을 ‘비엔나 모임’이라고 불 는데, 나는 이런 

표  역시 빈 학단의 정체성에 한 고민의 소산이라고 본다.

 9) 컨  괴델과 빈 학단의 복잡다단한 계는 Köhler(1991)에 상세히 서술

되어 있다.
10) Uebel(2007).
11) 1931년에는 이 이 미국으로 망명했고, 1934년에는 한이 사망하고 노이라

트는 나치를 피해 헤이그로 갔다. 이듬해엔 카르납이 미국으로 갔고, 다음 

해인 1936년에는 슐릭이 피살되었다. 1937년부터 1940년 사이에 리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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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테제로 구성하려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빈 학단의 정체를 악하는 데 가로놓인  다른 어려움은 그 구성원

들의 견해가 아주 다양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 은 이미 선행연구들

에 의해 충분히 강조되었지만, 빈 학단에서는 핵심 구성원들이 아주 기본

인 철학  문제에 해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것이 일상사 다.12) 컨

 빈 학단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요소로 반형이상학

(Antimetaphysik)의 태도를 꼽지만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가 

거부되어야 할 양상의 형이상학을 담고 있는지에 해서는 뚜렷한 의견 

립이 있었다는 사실은 빈 학단 내부의 이런 불균일성을 증한다. 흥미

로운 것은 이들이 이런 철학  견해 차이와 문제의식의 차이에도 불구하

고 최소한 10년이 넘도록 높은 결속력을 지닌 집단으로 존속했다는 사실

이다. 이런 결속력의 배경은 무엇인가? 필자는 정의  특성을 규정하기 

어려운 이 집단을 하나의 ‘학단’으로 묶어주는 단일성의 역사  배경에, 

어도 요한 그 요인 가운데 하나로, ‘취사선택되고 변형되었던, 그러나 

그것으로도 충분했던 에른스트 마하의 향’이 있었다고 본다. 이제 빈 

학단의 탄생을 살펴보자. 이를 해 맨 먼  할 일은 ‘빈 학단’이라는 개

념이 등장한 역사  지 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그것은 사실상 빈 학단이 

이미 한참 활발한 학문  활동을 벌이고 있던 1929년이었다.

리 알려져 있다시피 빈 학단의 역사  배경에는 ‘에른스트 마하 

회’(Verein Ernst Mach)가 있었다. 빈 학단의, 그리고 논리실증주의자들

의 매니페스토 역할을 한 1929년의 공동 발표문 “Wissenschaftliche 

히 바이스만, 필립 랑크, 칼 멩어, 펠릭스 카우 만, 에드가 칠젤, 쿠어트 

괴델 등이 미국과 국 등으로 이주해갔다.
12) 로토콜 문장의 지 에 한 논쟁(Protokollsatzdebatte)이나 비트겐슈타인

의 철학에 한 해석과 평가 등에서 이런 균열은 확연히 드러난다. ( 로토

콜 문장을 둘러싼 논쟁에 해서는 Uebel(1992) 참조.) 필자는 독일 콘스탄

츠 학교의 철학 아카이 에서 빈 학단의 회합에서 벌어진 토론을 담은 1

차 기록을 검토한 일이 있는데, 그런 검토의 과정에서 매번 날선 논쟁이 거

침없이 오가는 모임의 장면이 앞에 선연히 그려졌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모임을 경험했던 네스(A. Naess)가 평가하듯 엄 한 언어  표 을 추구하

면서도 토론의 내용에서는 극 화된 용을 서로에게 용했던 구성원들 

간의 강한 상호신뢰가 바탕에 깔린 논쟁이었다. Stadler(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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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tauffassung: Der Wiener Kreis” 역시 마하 회의 이름으로 발표

되었다. 그러나 1929년은 마하가 세상을 떠난 지 이미 13년이 된 시 이

었다. 에른스트 마하와 빈 학단은 실질 으로 어떤 계에 있나? 자의 

사상은 후자에 어떤 향을 미쳤나? 이런 물음들은 20세기 과학철학의 

지형도에서 핵심 인 부분을 차지하는 빈 학단의 논리실증주의에 한 

이해를 구성하는 필수 인 일면을 향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빈 학단’이

라는 개념이 명시 으로 사용된 최 의 장면으로 시선을 돌려 이런 물음

에 한 답의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자.

2. 1929년, 빈 학단의 매니페스토 ｢과학적 세계이해｣
1929년 늦여름 빈의 마하 회는 한스 라이헨바하 등이 주도하는 베를

린의 ‘경험 /과학  철학을 한 국제  공동체’(Internationale 

Gesellschaft für empirische/wissenschaftliche Philosophie) 그룹과 함

께 라하에서 ‘정 과학의 인식론을 한 학술 회’를 개최했다. 같은 시

기 같은 도시에서 열리고 있던 독일 물리학회  독일 수학자 회와 보

조를 맞추어 진행된 이 학술 회에서 한스 한, 오토 노이라트, 루돌  카

르납이 마하 회를 표하여 공동 집필한 ｢과학  세계이해: 빈 학단｣

(Wissenschaftliche Weltauffassung. Der Wiener Kreis)이 발표되었

다.13)14) 이것은 빈 학단이 슐릭을 심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지속되어 

13) 이 은 에른스트 마하 회를 신하여 세 사람이 공동 집필하고 1928년 

창설 때 회의 표로 선출되었던 슐릭에게 헌정된 형식을 띠고 있다.  이

런 헌정을 통해 자들은 1922년 빈에 부임하여 이 모임의 심 역할을 하

던  1929년 본(Bonn) 학으로부터 매력 인 교수직 제안을 받았지만 빈

에 남기로 결정한 슐릭에게 환 과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있다. 멀더(H. 

L. Mulder (1968), “Wissenschaftliche Weltauffassung. Der Wiener 

Kreis”,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6)에 따르면, 비록 자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헤어베어트 이 이 고의 작성에 많은 기여를 하

다.(Stadler(2007) 참조) 한편 Wartofsky(1982)는 이 의 집필자는 노이라

트이고 한과 카르납이 거기에 공동으로 서명했다고 한다. 필자는 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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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학술토론 모임으로부터 공 인 마당으로 한 걸음 걸어 나온 장면으로 

평가된다.15) 다시 말해 마하 회는 학자들의 공동체로서 응분의 폐쇄성

을 띠고 있던 빈 학단이 빈, 나아가 당시의 유럽의 시민사회와 만나는 창

구로서 기획, 창설되었다.16)

이 발표문에서 자들은 빈 학단이 추구하는 과학  세계이해 로그

램의 핵심 요소들을 제시하려 했다. 이 요소들 가운데 첫 번째 것은 ‘반

형이상학 인 사실탐구’(antimetaphysische Tatsachenforschung) 다. 

자들은 역사  배경에 한 언 을 통해 19세기 말 빈의 정신  풍토

가 경험주의, 계몽주의, 공리주의, 자유무역주의 등의 사상  요소들을 포

하는 자유로운 지  분 기를 가꾸고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런 지  

세부 내용과 당시 정황을 고려할 때 와토 스키의 서술이 진실에 더 가깝

다고 본다. 그러나 이 에는 이 논문에서 고찰될 노이라트  과 슐릭-

카르납  이 혼재되어 있다.
14) 여기서 Weltauffassung은 ‘세계 ’보다 ‘세계이해’로 옮기는 편이 낫다.(이

상욱(2009) 참조) 여기서 Auffassung은 ( 극 인 방식으로) 악한다는 

의미의 동사 auffassen의 명사형이며, 악된 결과보다 과학 인 세계이해

를 지향하는 과정 혹은 탐구방식에 을 둔 개념이다. ‘세계 ’은 빈 학단

의 사유방식이 당시 ‘세계 ’(Weltanschauung)이라는 표 이 의미하던 개

념과는 근본 으로 상이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부 한 번역이다. 이 발표문의 공동 자인 노이라트 역시 Weltauffasung

을 당시 맥락에서 형이상학  함의를 내포하고 있던 Weltanschauung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Soziologie im Physikalismus” 

(1931), Reprint in: Stöltzner et al.(2006)) 어 본은 이를 ‘world 

conception’으로 옮기고 있다.
15) “빈 학단은 공동작업을 수행하는 폐쇄 인 동아리로 만족하지 않는다. […] 

에른스트 마하 회는 이제 [빈] 학단이 더 른 공공사회를 향해 말을 

건네는 장소다.  이 회는 그 로그램에 명시되어 있듯이 ‘과학  세계이

해를 진하고 확산시킬 것이다.’”(Neurath et al.(1929), 필자의 강조) 하지

만 결과 으로 이것은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다. 그 게 의도되었던 것은 아

니지만, 이후로 1930년 부터 빈 학단의 활동은 슐릭, 카르납, 바이스만 등

이 심이 된 철학  연구-토론과 노이라트가 주도한 통일과학운동의 두 

갈래로 나뉘어졌다.
16) 마하 회는 1928년 11월 창립되어 1934년 나치 정권에 의해 강제 해산될 

때까지 약 6년 동안 존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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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기 속에서 반형이상학  정조가 싹트고 발달했다고 평가한다.17) 마하

는 19세기와 20세기가 교차되던 시기에 이러한 반형이상학  정신을 상

징하는 인물이었다. 이런 반형이상학  정신은 마하가 창시하거나 빈에 

새로 도입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마하의 술과 강연들은 빈의 반형이

상학을 한 단계 고양되고 강화된 입지에 올려놓았고, 마하라는 인물은 반

형이상학  정서를 결속시키는 상징  구심  역할을 했다. 그리고 빈 학

단의 구성원  상당수, 특히 이른바 ‘제 1 빈 학단’18)의 구성원들은 하

나같이 이와 같은 마하의 반형이상학-실증주의의 향 속에 성장한 사람

들이었다.

마하 과학사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학문을 삶을 한 장치로 보는 

이다. 그리고 이 장치는 개인  장치가 아니라 사회 , 혹은 종 (種的) 

장치다. 마하에게 학문은 그 진화론  기원에 있어서나 재  존재의미

에 있어서나 같이 인간의 생존 그리고 번 과 결부되어 있다.19) 이런 

에서 볼 때 학문  탐구는 진리 그 자체에 한 갈망으로부터 말미

암는다기보다 사회 -종  효용에 뿌리를 두고, 교육은 진리의 수라는 

에서보다 사회  효용의 에서 고찰된다. 빈 학단 기의 정신은 

학문의 의미에 한 이와 같은 마하  을 수용하고 있다. 빈 학단의 

17) 필자는 당시 빈의 반형이상학  정조의 근원을 악해보고자 했지만, 분산

된 요인들을 향한 심증 이상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런 배경에 한 정확

한 이해는 19세기 오스트리아 철학과 독일 철학의 흐름, 그리고 19세기 후

반 빈의 정치 , 사회-경제  배경에 한 고찰을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된

다.
18) 1928년 에른스트 마하 회의 발족에 즈음하여 ‘빈 학단(Wiener Kreis)’이

라는 명칭을 제안한 이는 노이라트 다. 한편 ‘제 1 빈 학단’(der erste 

Wiener Kreis)이라는 개념은 오스트리아 철학사의 문연구자인 루돌  할

러가 1985년 처음 사용했는데(“Der erste Wiener Kreis”, in: W. Essler 

(ed.)(1985), Epistemology, Methodology, and Philosophy of Science: 

Essays in Honor of Carl G. Hempel on the Occasion of His 80th 

Birthday, Dordrecht: Reidel), 지 은 빈 학단 련 논의에서 일반화된 표

으로 사용되고 있다. Haller(1991a) 참조. 제1빈 학단에 해서는 다음 

을 보라.
19) 고인석(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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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회  활동이 흥미롭게도 교육의 개 이

라는 지 에서 ―그것도 실천 인 형태로― 수렴되고 있었던 것은 이런 

에서 이해될 수 있다.20)

과학  세계이해라는 로그램과 련하여 이 매니페스토가 시하고 

있는  하나의 주요 념은 통일과학(Einheitswissenschaft)의 이념이

다. 자들은 “[과학  세계이해의] 목표로 통일과학이 앞에 어른거린

다.”고 썼다.21) 통일과학 운동이 빈 학단을 특징짓는 활동으로 알려져 있

음을 고려할 때 이는 자연스럽다. 그런데 통일과학이라는 목표에 한 이 

의 서술을 여겨보라. 자들은 그것을 물리학의 기반으로 환원됨으로

써 균일성을 획득한 학문체계 같은 것으로 묘사하지 않고, 공동작업

(Kollektivarbeit) 그리고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이루어진 개별  연구 성

과들을 상호 조화와 연결의 상태로 끌어모으는 것’으로 기술한다. 이는 

개별과학의 상호 계에 해 마하가 제시한 구도와 부합한다.

이것은, 빈 학단의 공식 발기문에 해당하는 이 을 기 으로 볼 때, 

당시의 빈 학단을 표하는 통일과학의 이념이 1930년  이후 카르납과 

1950년  후반 오펜하임-퍼트남에게서 나타난 환원주의 -계층  통일이 

아니라 상호연결을 통한 모자이크식 통합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 

다.22) 이는 좀 당혹스런 일이다. 훗날 20세기 과학철학의 한 축을 이룬 

논리경험주의의 ‘표  견해’(Received View)가 뚜렷이 노이라트의 구

상 신 카르납에서 헴펠과 네이 , 그리고 오펜하임-퍼트남23) 등으로 

이어지는 맥통의 목소리를 반 하고 있다는 을 생각할 때 그 다. 한편 

‘연구 성과 상호간의 조화와 연결’이라는 목표는 마하가 선구 으로 제시

했던 진화론  인식론에서 ‘사유와 사유 상호간의 응’이라는 념과 일

치하는 것으로, 이 매니페스토의 통일과학 개념이 마하 과학사상의 연장

20) 폴크스호흐슐  운동과 빈 학단의 구성원들에 한 다음 의 서술 참조.
21) Stöltzner et al.(2006), S.11.
22) 통일과학의 개념에 한 노이라트와 카르납의 견해 차이에 해서는 고인

석(2000)을 참고하라.
23) Oppenheim, P./ H. Putnam (1958), “Unity of Science as a Working 

Hypothesis”, in: H. Feigl et al.(eds.), Minnesota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고 인 석62

선상에서 수립되고 있음을 보여 다.

통일과학의 이념을 서술하는 문단에 나타난 논리를 더 살펴보자. 자

들은 “통일과학이라는 목표로부터 공동작업의 강조가 따라 나오고, 이로

부터 상호주 으로 악가능한 것(das intersubjektiv Erfassbare)에 

한 강조가 도출되며, 이는 다시 립 인 정식체계(Formelsystem) 즉 

역사  언어의 잔재로부터 해방된 기호체계에 한 추구를 끌어들이고, 

이로부터 개념들의 총체  체계(Gesamtsystem)에 한 추구가 이어진

다.”24)고 말한다. 이 부분에서 “…로부터 …가 따라 나온다”는 자들의 

연쇄  표 이 일정 방향의 논리  함축 계를 지시한다고 보이지는 않

는다. 새겨보자면, 공동작업은 통일과학을 실 해 가는 실천  방식일 것

이고, 상호주  확인가능성에 한 강조는 성공 인 공동작업의 필요조

건일 것이며, 립  정식체계는 통일과학의 성과가 표 되어야 할 언어

인 동시에 계속 이어질 공동작업의 토 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언어

의 기반 에서 통일과학은 다양한 개별과학에 속한 모든 개념들이 단일

한 체계 속에 모두 자리를 잡는 방향으로 진해갈 것이다.

마하는 그의 서 역학의 발달: 역사 -비  에서25)
(Mechanik in ihrer Entwicklung: historisch und kritisch 

dargestellt)의 마지막 장에서 개별학문의 분화와 통합에 해 논하는데, 

거기서 마하는 개별과학의 분야들이 “오로지 체와의 계 속에서만 완

하고 신선한 생명력을 얻는다”고 하면서 분야들 간의 상호보완 인 

합 계를 묘사했다. 매니페스토에 나타난 빈 학단의 통일과학 개념은 이

처럼 단일한 계층체계로의 수렴이 아니라 서로 조화된 상태로의 연결을 

지시하고 있다는 에서 마하 이다. 그러나 다른 에서 그것은 마하의 

구상과 비된다. 마하는 역학에서 물리학의 지배를 경계하면서 상

으로 생물학 -심리학  의 요성을 강조했던 데 비해 매니페스토

는 논리  분석이라는 방법을 심에 세움으로써 마하의 사상과 구별되

는 논리실증주의 고유의 특성을 구축한다.26) 에서 살펴본 몇 가지 요소

24) 필자의 강조를 더함.
25) 이하에서는 이 책을 역학으로 약칭한다.
26) 매니페스토는 “이런 논리  분석의 방법은 [우리의] 새로운 경험주의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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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도 우리는 이 에서 빈 학단의 사상이 마하의 과학사상에 분명히 

빚지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자가 후자로부터 상당 부분 이탈하여 독

자  노선을 구축해가고 있음을 악할 수 있다. 한편 1929년의 이 은 

마하 사상과의 련성이라는 문제 바깥에서도 흥미로운 긴장과 혼합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한편에 슐릭 부임 이후 특히 카르납의 주도  기

여에 힘입어 확립되어 간 ‘경험과학의 구조에 한 논리  분석’으로서의 

논리실증주의 철학과 다른 한편에 슐릭 부임 이 부터 마하 사상의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던  하나의 사상  경향 사이의 긴장과 혼합이다. 이런 

서술은 1929년 이 에도 이미 빈 학단의 통이 존재했음을 암시한다. 그

다면 빈 학단이 탄생한 것은 언제인가? 이 물음은 우리에게 이른바 ‘제 

1 빈 학단’을 살펴볼 것을 요구한다.

3. 제 1 빈 학단의 두 사람, 한과 노이라트

할러가 제안한 ‘제 1 빈 학단’의 개념은 빈 학단에 한 논의에서 유용

한 것이었다. 빈 학단은 1907년 즈음 한스 한과 오토 노이라트, 필립 

랑크, 리햐르트 폰 미제스 등의 모임에서 이미 잉태되고 있었다. 이 모임

은 1912년 랑크가 아인슈타인의 후임교수로 라하에 빙되어 가면서 

일시 단되기도 했지만, 한과 노이라트라는 심축을 유지하면서 결국 

1920년 에 모리츠 슐릭이 만든 토론모임을 매개로 빈 학단을 탄생시킨 

결정 인 원천이 되었다. 이 모임의 구성원인 한, 노이라트, 랑크 등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마하의 과학사상이 지배력을 행사하던 빈 학에서 

공부한 공통의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27)  한 가지, 이들은 유태계라는 

증주의를 상 으로 생물학 -심리학 인 방향성을 지녔던 이 의 실증주

의와 근본 으로 차별화하게 해 다.”(원문의 강조)고 쓰는데, 필자는 여기

서 ‘생물학 -심리학  방향성을 추구한 종 의 실증주의’가 마하의 과학사

상을 지시한다고 본다.
27) 이들 가운데 특히 랑크는 마하의 열정 인 추종자요 그의 사후 변인이

었다. 특히 Frank(1917)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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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분모를 지니고 있었다. 이런 배경은 학문 외  요소라고 할 수 있지

만, 나는 이것 역시 빈 학단의 탄생에 잖은 역할을 했다고 본다. 19세

기 말은 유럽 역에 무시하지 못할 안티세미티즘이 존재하던 시기이고, 

특히 오스트리아에서 유태계의 운명은 격한 성쇠의 굴곡을 경험하고 

있는 이었다.28)

한과 노이라트, 랑크 등은 빈의 카페하우스에 모여서 학문과 사회를 

논했다. 학문  차원에서는 특히 당시 이론물리학과 수학, 논리학의 새로

운 성과들이 이들의 심사 다.29) 그러나 이들의 주요 심사에 실천  

의미의 사회주의 계몽운동이 이 있었던 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당시 

특히 성인교육의 개 은 사회개  운동의 출구 가운데 하나 다. 빈은 세

기말 성인교육 개 운동의 심이었고, 1905년에는 빈에 유럽 최 로 야

간성인 학 건물(Abendvolkshochschulgebäude)이 세워졌다. 에른스트 

마하도 이런 성인교육 개  운동의 강력한 지지자 다.  부분이 유태

계 던 빈 학단의 구성원들은 한스 한이나 랑크처럼 이미 학교수로 

자리를 잡았던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이 성인 학에서의 강의를 통해 최

소한의 생계를 얻는 동시에 자신들의 방식으로 사회계몽 운동에 참여했

다.30)

필자가 여기서 이런 학문 외  요소에 해 서술하는 이유는 이 논문

의 주제인 빈 학단이 실제로 두 개의 이질 인 축, 즉 과학의 본성에 

한 이론  분석이라는 축과 일종의 사회계몽 운동이라는 축으로 이루어

져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31) 첫 번째 축은 달리 말하자면 논리실증주의

28) 세기말(1870-1910) 빈의 귐나지움에서 수학하던 학생 가운데 3분의 2가 유

태계 다는 통계는 당시 빈의 문화를 유태계가 좌우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지표다. (S. Beller(2006), A Concise History of 

Austr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참조.)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유태계

는 빠른 속도로 의 상황에 처하고 있었다. 마하는 유태계가 아니었지

만, 반유태주의의 경향을 험한 것으로 보고 항에 동조했었다.
29) Cartwright et al.(1996), pp.72-75.
30) 이는 반유태  정서가 고조되면서 유럽, 특히 빈을 비롯한 독일어권에서 유

태계 학자가 학교수가 되는 것이 뚜렷이 힘들어졌던 1920년 의 상황이 

그 이후의 빈 학단의 역사와 무 하지 않음을 암시한다.
31) 빈 학단의 정체성이 이런 사회(주의)운동의 차원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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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축, 혹은 철학  분석의 축이다. 그러나 이런 철학  분석이 진정한 

과학과 사이비 과학을 가르는 기  확립의 문제 즉 이른바 구획의 문제, 

그리고 과학언어의 구조 같은 문제들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은 지

나친 단순화다. 빈 학단의 과학철학을 구획의 문제로부터 검증원리 혹은 

검증가능성의 원리로, 그리고 귀납의 문제라는 ―처음부터 빤했던― 암

에 의한 좌 , ‘검증’으로부터 ‘ 차 증가하는 입증의 도’(degree of 

confirmation)라는 개념으로의 순화 등의 방식으로 서술하는 표 인 

서사는 역사  빈 학단에 한 보고라기보다는 사후  에서 선별되

고 재구성된 서술이다. 더구나 1950년  말 이후 쿤 등의 이른바 역사주

의 과학철학에 의해 통렬하게 비 된 것으로 묘사되곤 하는 ‘빈 학단의 

몰역사  과학철학’은 빈 학단의 일부 구성원 혹은 1930년  이후 빈 학

단의 안방을 차지한 주류에만 용 가능한 서술이다.

마하의 정신을 계승했던 제 1 빈 학단의 정신에는 과학  태도와 과학

 탐구방법을 통한 계몽이라는 목표가 심에 있었고 이는 과학으로부

터 형이상학  요소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과학의 정련(精練)’을 주문하

지만, 과학이 특정한 논리  구조로 분석 가능한 진술들의 체계라는 생

각은 이들의 연구 로그램의 핵 부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32) 이쯤

에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반문을 하나 상할 수 있다. 만일 1910년  한

과 노이라트 등의 생각이 1920년  반 이후 빈 학단의 표 인 생각

과 다르다면, 우리는 어째서 이들에게 ‘첫 번째 빈 학단’이라는 명칭을 인

정하는가?

이 물음에 한 답은 략 세 항목으로 정리된다. 우선 우리는 이미 

살펴본 빈 학단과 이 모임 사이에 핵심인물의 연속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자의 외연은 후자에 비해 몇 배로 확 되었지만, 한스 

한과 오토 노이라트 등이 양자를 잇는 인  연속성의 교량 역할을 하고 

여러 연구자에 의해 지 된 바 있다. 특히 Wartofsky(1982)를 보라. 노이

라트는 맑스주의자 고, “[빈 학단의 ‘과학  세계이해’가 추구하는] 과학  

태도와 [노동자계 의] 연 성(solidarity)은 보조를 맞춰 진한다.”고 믿었

다. (Wartofsky(1982), p.95에서 재인용)
32) 이 개념은 라카토슈의 ‘연구 로그램’ 개념을 과학철학  탐구의 차원에 

원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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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두 번째로는 제 1 빈 학단과 빈 학단이 공통 으로 경험주의와 반

형이상학이라는 마하  유산을 기반으로 하는 메타과학  작업을 수행하

고 있었다는 작업내용의 연속성을 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답에 

해 ‘두 명’은 인  연속성을 말하기엔 무 빈약하고 작업내용의 연속

성은 공통원인에 의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업내용의 연속성이 바로 핵심 인물들의 연속성에

서 기인한다는 을 고려하면 이런 비 은 약화될 것이다. 세 번째로, 그

리고 제 1 빈 학단의 의의와 련하여 끝으로 언 해야 할 요한 사항

은 한스 한의 역할이다. 수년간 본에서의 교수 생활을 뒤로 하고 1921년 

빈으로 귀환한 한은 노이라트를 비롯한 옛 동지들과 다시 모임을 시작했

다. 그런데 마침 그의 귀환 직후 볼츠만 사후 슈퇴어(Adolf Stöhr)가 맡

아 리하고 있던 옛 마하의 교수직이 슈퇴어의 죽음으로 공석이 되었다. 

그리고 1922년 이 자리에 슐릭이 빙되는 데는 한의 노력이 크게 작용

했다. 뿐만 아니라 슐릭이 만든 목요 토론모임에 정기 으로 참석하기 시

작한 인물들은 노이라트와 한 이외에 부분 한과의 인연을 통해 ―즉 

바이스만처럼 한때 한의 학생이었거나, 라이데마이스터처럼 한이 빈으로 

끌어온 은 교수 거나, 한의 권고나 추천을 통해― 이 모임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할 때 랑크가 Erkenntnis에 실은 

한의 부고(訃告)에서 한을 ‘빈 학단의 진짜 창시자(der eigentliche 

Begründer)’라고 칭한 것은 가감 없는 냉정한 평가 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모태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빈 학단이 탄생하는 과정에는 특히 

한과 노이라트의 상이하면서도 상보 인 기여가 있었다. 한은 특히 빈 학

단의 인  구성에 가장 많은 향력을 미친 인물이었다. 1929년 매니페스

토 끝에 실린 구성원들의 명단에서 한과 무 하게 빈 학단의 일원이 된 

인물은 찾아보기 어렵다.33) 특히 그는 1920년  반 이후 빈 학단을 

표하는 주도  인물이 된 두 사람 즉 슐릭과 카르납을 빈으로 끌어왔고, 

라이데마이스터를 빈 학의 수학과 교수로 빙해 빈 학단의 수학 -논

리  측면이 강화되는 데 기여했다. 한편 그는 빈 학의 수학과 교수로

33) 거기 ‘회원’(Mitglieder)으로 열거된 14명 가운데 나트킨(Marcel Natkin)과 

이 만이 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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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신의 세미나와 강의를 통해 러쎌과 화이트헤드의 수학원리
(1910-1913) 등 수리철학-논리철학의 새로운 경향을 빈의 학계에 선도

으로 소개하며 토론을 유도했다.

[그림] ISOTYPE의 한  (독일의 연간 출생-사망 통계)

노이라트는 할러와 벨 등의 재평가 작업34)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

럼 빈 학단의 표 인 이론가 카르납의 그것에 맞서는 뚜렷한 과학철학

 입장을 구축했던 유능한 이론가 다. 만일 나치에 의한 탄압이 빈 학

단의 디아스포라를 유발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이들이 1930년 를 넘어 

1940년  이후까지 계속 빈에서 함께 토론하며 서로의 견해를 차탁마

할 수 있었더라면 빈 학단의 과학철학이 표 인 과학철학사 서술에서 

‘빈 학단의 논리실증주의’로 알려진 것과는  다른 모습을 띠었을 개

연성이 크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노이라트의 이론가  측면보다 실천

 계몽운동가의 측면에 주목해본다. 노이라트는 목요 토론모임의 맹렬한 

토론가로 이론  논의에 극 참여하면서 빈 학단 고유의 물리주의  입

장을 수립하는 데 주도  역할을 했지만, 정서 으로 그의 문제의식의 한 

끝은 항상 사회의 개 이라는 실천  차원에 머물 다. 그것은 마하에게

서 제 1 빈 학단이 물려받은 문제의식이기도 했다.

34) Haller(1991a; 1991b), Uebel(1992; 2000), Cartwright et al.(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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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라트의 이런 성향은 두 가지 주요한 성과의 원천이 되었다. 하나는 

통일과학 국제학술 회의 비를 주도하면서 통일과학 운동을 이끌었던 

것이고35), 다른 하나는 게어트 아른츠(G. Arntz), 마리 라이데마이스터

(M. Reidemeister) 등과 력하여 ISOTYPE(International System of 

TYpographic Picture Education)을 개발함으로써 사회 인 소통 양식

의 발달에 기여했던 이다.36) 사회  통계 등이 언어의 장벽 없이 이해

될 수 있게끔 간명하게 표 하는 데 활용된 ISOTYPE은 1925년 빈의 

사회-경제 박물 (Gesellschafts- und Wirtschaftsmuseum) 시에서 

소개되었고, 성공 인 반향을 얻은 노이라트는 이 새로운 소통 모형의 효

율  확산을 해 빈에 문다네움 연구소(Mundaneum Institut)를 설립했

다.37)  이후 그는 극 이고 사욕 없는 활동을 통해 ISOTYPE을 베

를린, 헤이그, 런던 그리고 모스크바 등으로 확산시켰다. “낱말들은 우리

를 갈라놓지만, 그림은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Wörter trennen, Bilder 

vereinen.)는 노이라트의 모토는 사회  소통에 한 그의 신념을 간명하

게 보여 다.

4. 슐릭 이후의 빈 학단38)

당시 학계에서 기성의 가 다고는 할 수 없는 슐릭이 1922년에 마하

와 볼츠만 같은 한 이름들이 거쳐 간 교수직을 얻게 된 데는 상 성 

이론에 한 그의 서  물리학에서 공간과 시간(Raum und Zeit 

in der gegenwärtigen Physik, 1917)이 한몫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것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연구 성과 지만, 일반상 성 이론과 련한 에

35) 이에 해서는 다음 의 서술 참조.
36) 노이라트가 ISOTYPE을 개발한 과정에 해서는 Cartwright et al.(1996), 

pp.63ff를 보라.
37) 1934년 헤이그로 망명한 노이라트는 그곳에도 문다네움 연구소를 설립했고, 

이곳은 1940년까지 통일과학 국제학술 회의 센터 구실을 했다.
38) 이 표 은 ‘슐릭 사후’가 아니라 ‘슐릭이 주도하기 시작한 이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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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턴경(Arthur Eddington)의 천문 측이 이루어진 1919년 이후 세계

인 과학자로서의 입지를 굳힌 상 성 이론의 주인공 아인슈타인의 폭

인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도 요한 작용을 했을 것이다. 이 일은 슐릭

이 지닌 물리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여 다. 단순히 그가 물리학도로 훈련

을 받았다거나 물리학에 깊은 심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상 성 이론

이라는 당시 물리학의 핵심 주제에 해 1 의 연구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을 지닌 과학자 다는 것이다. 한편 빈 학 부임 당시 그는 이미 역

작 일반 인식론(Allgemeine Erkenntnislehre, 1918)을 출간하고 나서 

개정 39)을 비하고 있었다. 1920년   독일어권에서 슐릭이 빈의 이 

교수직에 가장 합한 후보자 다는 에는 별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

다.40)

빈 학단 연구자들은 슐릭이라는 인물이 빈 학단의 형성과 발  과정에

서 결정 인 역할을 했다는 을 공통 으로 인정한다. 이것은 빈 학단이 

그가 빈 학에 부임해서 만든 목요 토론모임에서 출범했다는 거두 미

된 역사  서술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함축한다. 즉 우리는 방  서술된 그

의 학문  폭과 깊이 이외에도 다양한 배경과 성격을 지닌 구성원들을 

결속시키면서 공동 연구-토론문화를 실 해갈 만한 지  능력과 카리스

마를 지닌 인물이었던 , 나아가 그의 세련된 매 와 지  태도가 비트

겐슈타인을 끌어들여 간 인 방식으로나마 빈 학단과 지속 으로 교류

하게끔 만든 요인이었음도 언 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빈 학단

의 원들을 리크루트한 인물 즉 발생  과정의 주도자가 한이었다면, 이 

의 훈련과 활동을 주도한 감독은 슐릭이었다.

나는 슐릭이 물리학자 다는 배경이 1920년  이후 빈 학단의 사유 특

성을 결정하는 데 잖은 향을 미쳤다고 본다. 마하는 물리학자 지만 

그의 사유 속에는 물리학자 고유의 만이 아니라 역사  , 생물학

 , 그리고 심리학   등이 혼재해있었고, 이런 사실은 물리학

의 역사와 구조를 다룬 했던 역학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나 심지

39) 1925년에 출간됨.
40) 단, 슐릭 빙과 련하여 한이 향을 미친 사실에 해서는 3 의 논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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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물리학  사유가 과학을 지배하는 경우를 경계했던 물리학자 마하의 

경우와는 달리, 슐릭의 사유는 뚜렷이 물리학의 모형을 따라 직조되고 있

었다. 그리고  한 사람, 그 역시 뛰어난 물리학자 던 카르납이 빈 학

단의 심에서 활동하면서 빈 학단에서 이와 같은 물리학 심의 사유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41)

슐릭은 빈에 오기 부터 헬름홀츠의 사상으로부터 깊은 향을 받았

고, 스스로 그런 사실을 극 으로 밝혔다. 헬름홀츠의 과학사상은 상

에 한 과학  인식과 그런 인식의 선험  조건을 탐구하는 철학  작

업을 다른 층 의 ―즉 일종의 평행 계에 있는― 사태로 간주하는 칸

트의 로그램과 달리 과학  인식과 철학  인식을 연속 인 것, 즉 한 

평면에서 만나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슐릭

은 기본 으로 헬름홀츠의 이런 을 계승하고 있었지만, 헬름홀츠와도 

차별되는 제 3의 입장을 세웠다. 슐릭 이후의 빈 학단이 표방한 ‘과학  

철학’의 정신은 이런 슐릭의 념에 의해 주도되었다.

철학은 개별 인 학문분야들 에 나란히, 혹은 그것들 머리꼭 기에 

치하는 독립 인 학문이 아니다. 철학 인 작업이란 차라리 모든 과

학 안에서 그것이 지닌 참된 혼으로서, 즉 그것 때문에 그것이 과학

이 되는 어떤 것의 모습으로 발견된다. 지식의 모든 특수한 역들, 앎

의 모든 특수한 형태들은 가장 일반 인 원리들을 제하며, 그런 지

식은 그리로 흘러들고  그런 원리들에 의존해서만 지식이 된다. 철

학은 다름 아닌 이런 원리들의 체계로,  그 가지를 내뻗어 지식의  

체계를 통하고 그 게 함으로써 그 체계에 안정성을 부여한다.  그

런 의미에서 철학은 모든 과학에 둥지를 튼다.(Schlick(1985), v)42)

우리는 여기서 슐릭이 일 이 1918년 즈음부터 염두에 두고 있던 과학

41) 이 두 사람 말고도 빈 학단의 물리학자로 랑크(Philipp Frank)가 있지만, 

랑크는 그룹에 방향성을 부여하고 주도하는 인물은 아니었다. 물론 이것

은 빈 학단의 형성과 발달 과정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 과 그의 기여에 

한 평가와는 별개의 서술이다. 랑크는 1920년  빈 학단의 목소리를 담아

낸 “Schriften zur wissenschaftlichen Weltauffassung” 시리즈의 발간을 

슐릭과 함께 주도했다.
42) 슐릭이 1918년 처음 발간한 일반 인식론에 붙인 서문. 필자의 강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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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이 각각의 고유한 특수성을 지닌 채로의 개별과학들을 겨냥하는 철

학  작업이었다기보다 과학 일반(Wissenschaft überhaupt)을 상으로 

삼고 있었음을 확인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메타  차원의 보편성을 지향

하고 있었다. 카르납은 과학의 지형도 체를 조망하는 철학  태도에서 

슐릭과 일치하는 면모를 보인다. 그는 “철학은 과학을 논리  으로부

터 다루는 임무를 맡는다. 철학은 과학의 논리학(Wissenschaftslogik), 

다시 말해 과학  개념들과 문장들, 과학  증명, 그리고 과학이론에 

한 논리  분석이다.”43)라고 말한다. 여기서 과학은 원칙 으로 균질화 

가능한 어떤 것으로 상정되고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슐릭의 과학

철학  입장이 개별과학의 특수성보다 보편  구조와 논리의 문제에 집

한 카르납의 그것과 결합하고, 노이라트의 문자 그 로 백과 서식 ‘통

일과학 백과 서’ 구축 기획에 동조하지 않았던 것은 정된 사태 다고 

할 수 있다.44)

바로 앞에서 인용한 카르납의 진술은 슐릭 이후 빈 학단의 학문  방

향을 선명하게 암시한다. 그것은 과학의 개념들, 문장들, 그리고 이론체계 

등에 한 논리  분석, 즉 논리  분석을 주된 방법론으로 하는 ‘과학의 

철학  분석’이다. 이런 작업은 크게 보자면 형이상학  요소의 제거를 

통한 과학의 정제(精製)라는 마하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사고

의 무게 심은 옮겨졌다. 제 1 빈 학단의 시기에는 ‘학문의 존재의미는 

인간의 생존과 번 에 사하는 것’이라는 마하  념이 ‘정제된 학문을 

통한 계몽, 혹은 사회  삶의 고양’이라는 실천  지향성의 원천으로 뚜

43) Carnap(1934), S.112. 원문의 강조.
44) 그러나 이와 같은 슐릭-카르납의 과학 과 철학 은 마하의 그것과는 비

되는 것이다. 그는 “만일 모든 분야의 과학에 한 논리  분석이 이미 완

벽하게 수행되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과학의 생성 과정에 

한 생물학 -심리학  고찰은 여 히 필요한 것으로 남게 되리라고” 본

다.(Mach(1988), 471) 마하는 과학이라는 상에 한 결정 인 분석 방법

은 논리라기보다 생물학  이라고 생각한다. “내게 유익했을 뿐만 아니

라 나를 각성하게 한 것은, 우리 일상의 비속한 생각들로부터 시작해서 모

든 학문까지도 하나의 생물학  상, 유기체  상이라는 에서 바라

보려는 시도 다. 여기서 논리  사고란 하나의 이상 인 극한의 경우로 간

주될 수 있을 것이다.”(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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렷이 남아 있었지만, 슐릭과 카르납이 주도하는 빈 학단에서 활동의 심

은 과학  탐구와 그 산물에 한 철학  분석이라는 순수한 이론  연

구 쪽으로 옮겨졌다.

심의 이와 같은 이는 철학사에서 빈 학단의 표 인 활동으로 서

술되는 통일과학 운동에 한 슐릭과 노이라트의 태도에서도 시된다. 

노이라트는 빈 학단의 결성과 활동에서, 특히 빈 학단과 사회의 에서 

핵심 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사회지향  태도 그리

고 과학을 삶에 사하는 도구로 보는 태도는 슐릭-카르납의 이론 심

 태도와 비되는 것이었다. 노이라트의 이론가  측면은 별도로 조명

되어야 할 주제이지만, 1930년  이후 카르납의 작업이 빈 학단의 이론  

심으로 부상하면서 공동체 내에서 노이라트의 향력이 상 으로 축

소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결정 으로, 노이라트는 1934년 나치의 

박해 때문에 빈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헤이그 이주 이후 노이라

트는 통일과학 국제학술 회(Unified Science Congress)의 기획과 비

에 열정을 쏟았다.

1941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개최된 통일과학 국제학술 회는 노이라

트의 헌신  노고가 없었다면 결코 그 게 열리지 못했을 것이다. 노이라

트는 나치 때문에 빈을 떠나 헤이그에 정착한 1934년 이후 1940년까지 

이 일에 마치 자신의 운명을 건 듯이 매달렸다. 1935년 리에서 열린 

비 학술 회에 이어 1936년 코펜하겐, 1937년 다시 리, 1938년 국

의 임 리지, 1939년 미국 매서추세츠 주 임 리지(하버드 학교), 그

리고 1941년 시카고에서 개최된 여섯 번의 통일과학 국제학술 회는 그

의 이런 노고를 바탕 삼아 당 의 유수한 학자들의 참여를 끌어들이면서 

열릴 수 있었다. 반면에 이런 활동에 해 마하 회의 회장으로서 빈 학

단을 주도했던 슐릭이 보여  태도는 립보다도 뚜렷이 부정 인 편에 

기울어 있었다. 유럽과 미국의 동조자들을 끌어모으려고 동분서주하면서 

슐릭의 참여를 부탁하는 노이라트에게 “당신도 알고 있다시피 나는 학술

회나 그 비슷한 공동의 활동에 해 아주 미미한 심을 갖고 있을 뿐

이고, 더군다나 로퍼갠더에 한 심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비하는 일에 내 시간을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45)라고 냉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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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의 답신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차가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노

이라트는 리와 코펜하겐 학술 회를 비하면서 슐릭을 끌어들이려는 

삼고 려의 노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슐릭에 한 노이라트의 구애는 사실 그 이 부터 나타난다. 슐릭이 독

일의 본 학으로부터 교수직의 제안을 받았을 때 슐릭은 마하 회로부

터 빈에 남아 ‘엄 한 과학  세계이해’의 지도자 역할을 계속해  것을 

부탁하는 편지를 받았는데, 회 서기의 자격으로 노이라트가 서명한 이 

편지의 작성자는 노이라트라고 보아도 무리스럽지 않다. 그러나 이런 구

애는 슐릭이라는 철학자에 한 개인  애정이라기보다 빈 학단의 구심

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의 발로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노이라트의 과학철학에 남은 마하의 유산

끝으로 노이라트 과학철학의 일부 요소를 마하의 과학사상과 연 시켜 

살펴 으로써 그를 한 축으로 하는 기 빈 학단의 과학철학과 마하의 

계를 재조명해보기로 한다. 빈 학단 연구자들은 빈 학단의 과학철학이 

기본 으로 마하의 실증주의라는 기반 에 뒤엠(P. Duhem)과 포앵카

(H. Poincaré)의 규약주의를 수용함으로써 구성되었다고 평가한다.46) 그

런데 역사 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당 에 마하와 뒤엠이 서로 학문  

향을 주고받는 소통 계에 있었다는 것이다. 과학철학의 역사에서 요

한 문헌으로 손꼽히는 La théorie physique, son objet et sa 

structure(1906)가 발간되기 인 1903년 뒤엠은 “Analyse de 

l'ouvrage de Ernst Mach”(에른스트 마하의 술 분석)47)이라는 논문

에서 마하의 역학에 해 토론하고 있으며, 마하는 1912년 간행된 역

학의 일곱 번째 개정  서문에서 “뒤엠의 비  논평도 [이번 개정 을 

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하는 리드리히 

45) 슐릭이 노이라트에게 보낸 1935년 2월 11일자 편지.
46) 를 들어 Friedman(1999), pp.71ff.
47) Bulletin des Sciences Mathematiques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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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러의 번역으로 1908년 출간된 물리학 이론의 목 과 구조 독일어

에 머리말을 쓰기도 했다.48) 한 그들은 직  서신도 주고받았다.

필자가 이런 계를 통해 말하려는 바는 마하가 규약주의의 합리  측

면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리라는 추정,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마하의 

과학사상에 그런 고려가 이미 반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마하는 특정한 

시공간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구체 이고 개별 인 경험을 그 자체로  

과학의 지반(地盤)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경험은 언제나 사유와 결합함으

로써, 혹은 사유의 틀 속에서 주조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비로소 이후의 

경험들을 체할 수 있는 일반성을 지니게 된다.49) 마하의 이러한 견해는 

20세기 과학철학의 주요 논제 가운데 하나인 찰의 이론의존성 논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 동시에, 로토콜 문장의 성격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빈 학단 내의 논쟁에도 빛을 던져주는 것이다.

마하의 경험 개념은 세 한 분석을 요구한다. 사물과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립  감각요소(Empfindungselement)를 인정하는 것과 구체

인 경험이 언제나 사유상  혹은 사유틀 의존  특성을 지닌다고 보

는 것은 얼핏 보기에 서로 잘 들어맞지 않는 견해인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하의 경험 개념은 실제로 이런 두 념의 결합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필자는 마하의 아이디어가 마이클 리드먼이 말하는 ‘상 화된 

아 리오리’(relativized a priori)50)의 에서 해명될 수 있다고 본다. 

48) Ziel und Struktur der physikalischen Theorien, Felix Meiner. 아들러는 

마하 재직 당시 빈에서 과학을 공부한 뒤 마하의 물리학을 맑스주의와 결

합시키려 했던 인물이었다. 주 로 1918년 출간된 Ernst Machs 

Überwindung des mechanischen Materialismus(에른스트 마하의 기계  

유물론 극복)가 있다.
49) “한편으로 과학은 경험의 역 안에 머물러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

험보다 앞서가야 한다. 즉 과학은 언제나 [이론에 한] 입증이나 반박이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 과학은 이처럼 언제나 불

완 한 경험의 역에서 움직여갈 뿐이다. […] 찰의 수단이 계속해서 세

련된 형태로 발 해감에 따라 이론과 경험을 비교하는 작업은  더 멀

리까지 진행될 수 있다.”(Mach(1988), 465. 원문의 강조)
50) Friedman(1999), p.xv. 이것은 Friedman(2001) 체의 심주제이기도 하

다. 리드먼은 쿤 자신의 서술을 토 로, 그의 패러다임 개념을 ‘상 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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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필자는 리드먼이 논리실증주의자들이 제시한 ‘새로운 경험주

의’의 심 요소로 평가하는 ‘상 화된 아 리오리’가 이미 마하의 경험 

개념에 잠재되어 있었다고 본다. 마하가 말하는 ‘선구성과 재구성으로서의 

과학  경험’ 개념은 경험을 해석하는 틀의 선재와 경험을 통한 이 틀의 

사후  수정가능성을 동시에 함축한다. 이것은 다름 아닌 뒤엠-콰인 논제

로 표되는 체론의 논제와 통하며, 멀리 연결시키자면 쿤의 패러다임 

개념을 비명시 인 방식으로나마 선취하고 있는 것이다. 노이라트 역시 

과학  진술에 한 체론  견해를 갖고 있었다.51)

“하나의 빈 서 에서 출발해서, 단 으로 올바르게 [즉 참인 것으로] 

인식된 문장들을 이 연결함으로써 하나의 세계 을 만들려는 모든 

시도는 필연 으로 속임수투성이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만나는 상들

은, 한 로 늘어선 문장들의 연쇄로는 서술될 수 없는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개별 문장의 옳음 여부는 다른 문장들 부의 옳

음 여부와 한데 얽 있다.”(Neurath(1913), 117)

비록 노이라트는 자신의 이런 견해를 개진할 때 마하를 거명하지 않았

지만, 이것을 제 1 빈 학단에 수된 마하의 유산이라는 에서 읽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합리 인 일이다. 그러나 노이라트가 마하의 견

해를 단순히 주어진 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 1930년  후반 노이라트는 

마하의 근이 “ 체론의 로그램을 완수하기에는 엄 한 논리 차원의 

세련도에서 부족했다.”고 비 하면서 논리  작업의 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노이라트가 논리실증주의라는 통의 요한 신념을 공유하고 있음

을 보여 다.

마지막으로 노이라트가 추구했던 통일과학과 마하의 계를 살펴보자. 

마하는 과학이 언제나 특정한 경험 역을 탐구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 게 얻어진 특정 역의 지식체계는, 각각의 개별항으로서는, 

아 리오리’의 한 버 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인다. 다만 이 경우 상 성

을 지닌 틀의 시간 -공간  규모를 어떻게 보는 것이 합리 인가 하는 물

음이 과제로 남을 것이다.
51) 노이라트가 뒤엠의 체론을 비 으로 수용한 일에 해서는 벨이 집

필한 Cartwright et al.(1996), 2.3 이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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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가 말하는 과학의 본래  존재의미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마하는 “오

로지 통일된 세계 만이 건 한 정신의 경제성과 부합할 것”52)이라고 말

한다.

“학문은 특수한 문 역에 따라, 그리고 그것을 가꾸는 사람들의 편

된 성향과 능력에 따라 미세한 가지들로 나뉘지만, 이런 가지 하나하

나는 오로지 체와의 계 속에서만 완 하고 신선한 생명력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가지들 각각은 오직 이런 연결을 통해서만 그것의 

본래 목 을 향해 성공 으로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편 된 발

달로 인해 기형 인 모습이 되는 일 한 방지할 수 있

다.”(Mach(1988), 482. 필자의 강조 첨부)

여기서 마하는 하나로 연결된 지식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그것은 를 

들어 물리학이나 생물학 가운데 어느 한편의 방식으로 균질화된 체가 

아니라 다른 분과학문의 근방식이 지니는 한계를 비 으로 상호보완

하면서 체가 한 덩어리로 잇 어 꿰매진 모자이크 방식 혹은 조각보 

방식의 통일이다. 이것은 물리학, 그것도 입자물리학 같은 미시 역에 

한 물리학을 환원의 확고한 기 로 하는 계층체계  환원에 의한 통일의 

그림과는 비되며, 빈 학단 내부에서 생겨났던 두 개의 통일과학 그림 

가운데 노이라트의 그림에 해당하는 것이다.53) 

빈 학단은 마하 사상의 토양 에서 탄생했지만, 마하의 과학사상이 지

닌 직  향은 제 1 빈 학단에서 슐릭 심의 빈 학단으로 넘어가면

서 뚜렷이 약화되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런 향의 일부는 내면

화되면서 보이지 않게 되었고 부분 으로는 빈 학단의 문제의식이 심

을 옮기면서 희미해졌다. 노이라트는 과학철학  주제에 한 토론과 실

52) Mach(1988), S.444. 여기서 마하가 말하는 ‘세계 ’은 빈 학단의 매니페스

토에 등장하는 ‘세계이해’에 해당한다.
53) 마하는 역학에서 흥미롭게도 물리학의 과도한 지배를 경계하면서, 물리학

의 토 를 생물학  기반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나는 학문 

체, 특히 물리학이 그것의 기 에 한 다음 단계의 한 깨우침을 얻

는 일이 생물학을 통해서 […] 가능하리라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

다.”(Mach (1985), X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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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활동성을 통해 마하의 사상을 그 나름의 비 , 발 인 방식으로 

계승하는 빈 학단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노이라트의 노선과 언 된 슐릭-

카르납 노선 가운데 1940년  이후 미 분석철학의 주류에 계승된 것은 

자 고54), 거기서 마하 과학사상의 흔 은 한층 더 희미해져있었다. 그

러나 결국 역사  존재자로서의 빈 학단은 ―단순화된 묘사를 거부하는 

근본 인 다면성과 복합성은 고스란히 간직한 채― 에른스트 마하의 사

상  유산 에서, 공동체  삶을 향한 학문의 사라는 이념과 학문  

철 함(Grüdlichkeit)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학문공동체  활동

의 모형을 보여주었다.

54) 이런 역사의 배경에는 실제로 빈 학단 내부에서 카르납의 철학  작업이 

요한 상을 지니게 되었던 정황 이외에도 콰인에 의한 효과  왜곡 혹

은 편  강조가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콰인은 ‘빈 학단의 사상 = 논

리실증주의 = 카르납의 과학철학’이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생각은 “Two 

Dogmas of Empiricism”(1951)과 “Epistemology Naturalized”(1969) 등의 

향력 있는 논문에 반 되어 미 철학계에 확산되었다. Creath(2007)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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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9

Vienna Circle's Philosophy of Science: 
Its Machian Background, Formation, and Reformation

Ko, Insok

Vienna Circle is a very complex topic in the history of 

philosophy. It resists easy generalizations about its identity and 

characteristics. This paper tries to give a synopsis of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Circle. I investigate the history 

and philosophy of Vienna Circle 1) at its genetic background, the 

Machian thought at the turn of the century, which was the 

source of both anti-metaphysical positivism and the evolutionary 

viewpoint of scientific knowledge, 2) at the stage of the 

(so-called) First Vienna Circle of H. Hahn, O. Neurath, et al., and 

finally 3) at the stage of the Vienna Circle with M. Schlick as its 

leader and R. Carnap its major theoretician. According to my 

analysis, this whole development could be described as a phase 

change accompanied by focus shift of academic activity, from the 

social enlightenment movement upon the foundation of sciences to 

a research program of philosophical analysis of empirical sciences, 

especially the analysis of the logical structure of scientific 

knowledge in general.

[Key Words] Vienna Circle, E. Mach, H. Hahn, O. Neurath, 

Scientific World Conception, Unified Science 

Mov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