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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과학철학이란 무엇인가?

과학철학의 의미를 체험적으로 회고

함으로써 과학철학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를 생각해보려 함

체험적 회고를 통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면, 이는 곧 의미있는 주제로 여겨짐



나와 과학철학의 외형적 인연

1959:   과학철학 학습: 부전공 수준

1984:   서울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설립

1988:   두브로브니크 과학철학 모임- 온생명 논문

1998:   한국 과학철학회 창립 회장 역임

‘과학철학’ (제1권 제1호, 첫 논문)

“나는 ‘과학철학자’인가?”

전문적 의미 vs 비-전문적 의미



내 과학철학 수업(1959~1960)

Hans Reichenbach: 

상대성이론의 철학적 의미

Henry Margenau:

아인슈타인의 실재성 개념

Albert Einstein: Philosopher-Scientist

edited by P. A. Schilpp (1949)



과학철학 = 과학 + 철학 ?

권녕대 교수의 견해

2 배의 노력 요구

과학철학은 내 학문의 안내원리

과학을 철학적으로 하자

본질적 핵심적 주제 선택

심층적 통합적 이해 추구



지적 이정표: 준비 단계

1957  물리학 선택

1959  과학철학 학습

1969 물리학 Ph.D. 취득

1976 온생명 개념 파악

1984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설립

1988  온생명(global life) 논문 작성



지적 이정표: 정리 단계

1990 『과학과 메타과학』

1998 『삶과 온생명』

2009  『물질, 생명, 인간』

2014  『생명을 어떻게 이해할까?』

2019 『장회익의 자연철학 강의』

2022  『양자역학을 어떻게 이해할까?』



연결과 대비

자연에 대한 사고 자연의 기본 원리

인식 물질

문명 생명

인간(주체) 인간(객체)  



연결과 대비

자연에 대한 사고 자연의 기본 원리

인식 물질

문명 생명

인간(주체) 인간(객체)

『과학과 메타 과학』 『삶과 온생명』 『물질, 생명, 인간』
『생명을 어떻게 이해할까?』 『장회익의 자연철학 강의』
『양자역학을 어떻게 이해할까?』



과학적 앎의 수용 방식

과학적 앎 ⇒ 일상적 앎

분절적 형태의 관념의 틀

과학적 앎 ⇒  온전한 앎

통합적 형태의 관념의 틀



일상적 앎, 과학적 앎, 온전한 앎

과학철학



“온전한 앎”의 한 모형

지리적 앎의 위상:  지구의(地球儀)

온전한 앎의 위상:  뫼비우스의 띠

http://happieu.egloos.com/5476079


왜 뫼비우스의 띠인가?

앎의 정합성을 바로 반영하는 기하학적 구조

가 갖출 조건:

(1) 논리적 부정합이 있어서는 안 됨

원형(圓形) 또는 구형(球形)

(2) 객체와 주체의 일원이측면성 반영

때로는 객체 부각, 때로는 주체 부각

⇒ 뫼비우스의 띠



온전한 앎으로의 지향

자연에 대한 사고 자연의 기본 원리

인식 물질

문명 생명

인간(주체) 인간(객체)  

http://happieu.egloos.com/5476079


이러한 지적 작업의 목표는?

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인류지성이 이루어낸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심층적으로 통합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우주와 나 자신의 참 모습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내 자신의 삶을 영위하자

새 자연철학: 현대과학의 핵심적 내용을 하나의

통합된 관념의 틀 위에 정착시키는 작업
(지구본, 뫼비우스의 띠, 접이부채 모형, 밥상 차리기)



과학철학과 “온전한 앎”

새 과학철학의 과제? 

현대과학의 핵심적 내용을 하나의 통합된

관념의 틀 위에 정착시키고(새 자연철학)

이를 바탕으로 인류의 주된 지적 성취를

재 구성하는 작업(뫼비우스의 띠)

즉 “온전한 앎”을 추구하는 과제를 과학철학

의 새 영역으로 삼을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