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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상대성 이론과 철학 사이의 관계 탐색(1)
v 상대성 이론(1905, 1916)의 등장과 철학적 도전
* 아인슈타인(Einstein)의 상대성 이론은 중요한 여러 철학적 문제들을 제기하였음

   - 일반 법칙을 물리학 전체의 새로운 근본 원리로 삼는 문제 (근본 원리의 재설정 문제)

   - 정의의 임의성 문제 (동시성의 규약성, 강체 막대와 자연 시계 개념의 규약성 등)

   - 물리적 객관성의 담지자로서의 ‘점-일치(point-coincidence)’의 문제

   - ‘점-일치의 총체’를 보존하는, 서로 동치인 복수의 좌표계 문제 (수학적 여분구조)

   - 일반 공변성 추구에 따른 시간 공간 좌표의 직접적 측정 의미 상실,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객관성 상실 문제

   - 시공간의 실체성 혹은 관계성? (20세기 후반기에 비교적 새롭게 부각된 문제)

* 상대성 이론의 경험적 성공(1919년 일식 관측) 이후에도 여전히 논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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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상대성 이론과 철학 사이의 관계 탐색(2)
v 상대성 이론의 철학적 분석과 논리경험주의 철학의 형성(1920-1930)

: 모리츠 슐리크(Moritz Schlick) - 물리학자, 철학자, 초기의 해설자

  - [현대 물리학의 시간과 공간](1917년)으로 명성, 빈(Wien) 대학 부임(1922년)

  - 상대성 이론의 철학적 해석과 관련하여, 카시러(Cassirer)와 대립

  - 특정 철학 사조(신칸트주의, 현상주의)를 옹호하지 않는, 새로운 과학적 인식론의 필요 주장

: 새로운 부류의 과학철학자 등장 - 라이헨바흐(Reichenbach), 카르납(Carnap)

  - (공통점1) 박사학위 취득의 어려움 : 물리학? 철학? 기존 학제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음

  - (공통점2) 수학, 기호논리학, 물리학에 대한 깊은 관심

  - (공통점3) 강단 철학의 불충분함을 실감하면서도, 자연과학에 대한 철학적 분석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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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상대성 이론과 철학 사이의 관계 탐색(3)
v 논리경험주의의 새로운 대표자, 라이헨바흐(Reichenbach)와 카르납(Carnap)

: 전제 - 둘 다 상대성 이론의 철학적 분석에 지대한 관심을 가짐

  * 라이헨바흐 - 교수자격취득(1920), 상대론적 시공간 공리체계(1924), 시공간철학(1928)

  * 카르납 - 박사학위논문(1921), 다수의 물리철학 논문들(1921-1926)

: 둘 다 물리학(대표 과학지식)을 철학적으로 분석하며 20세기 전반기 새로운 과학철학 형성

  * 라이헨바흐 - 아인슈타인 상대론 세미나 청강(1919), 교수자격취득논문 헌정(1920),

                        슈튜트가르트 대학(1920-1926), 베를린 대학(1926-1933)

  * 카르납 - 슐리크 초청 빈 대학 이동 후 교수자격취득(1926), [세계의 논리적 구조,

                  Aufbau](1928) 제출, 빈 학파(논리실증주의)의 핵심적 사상가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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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헨바흐 : 합리적 재구성, 경험주의적 옹호(1)
v 칸트 이후의 과학적 인식론을 위한 새로운 길찾기 : 과학적 지식의 분석

: 1920년 [상대성 이론과 선험적 지식] - “과학적 지식의 분석”을 새로운 방법론으로

: 상대성 이론의 철학적 문제들을 철학적 분석 및 해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

: 상대성 이론과 관련한 상황에서 라이헨바흐의 판단 요약

  * 상대성 이론과 다른 이론들 사이의 경합과 관련하여 - 상대성 이론이 옳은 이론이다

  * 상대성 이론의 철학적 의의와 관련하여

   - 아인슈타인 자신의 해명 불충분, 물리적 직관과 철학적 분석이 섞여 있음, 발견의 맥락

   - 상세한 철학적 분석을 위한 별도의 해명(explication) 및 정당화(justification)가 필요

   - 과학자와 철학자 사이의 노동 분업(Labor Division)이 필요 : 이론 창안 / 이론 의미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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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헨바흐 : 합리적 재구성, 경험주의적 옹호(2)
v 상대론적 시공간 이론의 “합리적 재구성” : “구성적 공리체계” 구성

: 상대성 이론과 관련하여 당시 가장 중요한 철학적 문제 -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실재성

: 시간과 공간에 관한 아인슈타인 자신의 설명 불충분함, “정당화 맥락”의 “합리적 재구성” 필요

: 구성적 공리화(constructive axiomatization)?

  - 수학자 힐베르트(Hilbert)의 기하학 기초론으로부터 착상, 해명의 수단으로 ‘공리화’ 채택

  - 왜 연역적(deductive) 공리화가 아닌가? 이론의 “철학적” 정당화를 위해서

  - 시간과 공간에 관한 기초적인 경험적 사실들로 공리 체계를 구성

  - 특수 상대성 이론의 시공간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시공간을 구분

  - 위상적(topological) 공리와 계량적(metrical) 공리, 빛(light) 공리와 물질(matter) 공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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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헨바흐 : 합리적 재구성, 경험주의적 옹호(3)
v 상대론적 시공간 공리체계 수립의 의의(1)

: 특수 상대성 이론과 관련하여

  - 오직 빛 신호만으로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의 계량 관계 수립이 가능(빛 기하학, 유클리드적)

  - 물질적 사물들(측정 막대, 측정 시계)은 빛 기하학의 법칙을 따름

  - 빛 기하학만으로 로렌츠 변환의 유도가 가능함 (단, 물질적 사물들의 강성(rigidity) 활용 필요)

: 일반 상대성 이론과 관련하여

  - 미소 시공간 영역에서는 특수 이론과 같은 방식으로 시공간 계량 결정 가능

  - 중력장이 존재하고 변화하는 유한하고 일반적인 계(static → stationary → ...)로 순차적으로

     이행하면서 물질 공리들 및 계량 공리들이 유효하지 않게 되나, 여전히 위상적 공리들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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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헨바흐 : 합리적 재구성, 경험주의적 옹호(4)
v 상대론적 시공간 공리체계 수립의 의의(2)

: 주요 개념들의 해명

  - 몇몇 정의(동시성)에 임의성(규약성)이 필수적, 빛 원리는 공리(최초 신호) + 정의(속도)의 결합

  - 사실들의 위계 질서(0차, 1차, 2차), ‘일치’의 개념 및 필요성 해명

: 시간과 공간의 실재성과 관련하여

  - 빛 기하학(복잡한 물질적 구조물 X)만으로 특수 상대성 이론의 시공간 계량 수립 가능

  - 공간의 질서는 시간의 질서로, 시간의 질서는 인과의 질서로 환원됨(공간<시간<인과)

  - 물질(에너지)이 변하는 유한하고 일반적인 계에서도 시공간의 위상적 질서 유지

  - 시공간의 위상적 질서는 인간의 감각 경험으로 탐지 가능함, 시공간의 객관성 및 실재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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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르납 : 논쟁 중재를 위한 논리적 재구성(1)
v 카르납의 박사학위 논문 [공간](1)

: 수리논리학과 물리학에 대한 카르납의 관심

  - 예나 대학에서 프레게의 수리논리학 강의 수강, 실험물리학 전공으로 대학원 입학

  - 군 복무 당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큰 관심

: 박사학위 논문, [공간(Der Raum)] (1921년 제출, 1922년 출판)

  - ‘물리학의 철학적 분석’으로 전향하는 데 상대성 이론이 결정적인 영향 미침

  - ‘시공간 이론의 공리체계’를 주제로 논문 제안 : 물리학과 거절(철학적), 철학과 거절(물리학적)

  - 신칸트주의자 브루노 바우흐(Bruno Bauch)의 지도로 [공간] 제출

  - 형식적, 직관적, 물리적 공간 / 위상적, 사영적, 계량적 공간 → 직관적, 위상적 공간이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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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르납 : 논쟁 중재를 위한 논리적 재구성(2)
v 카르납의 박사학위 논문 [공간](2)
: [공간]을 통해 카르납이 보이고자 하는 바

  ① 수학자(형식적 공간), 물리학자(물리적 공간), 철학자(직관적 공간)는 서로 다른 공간을 말함

   - 우리가 세 하위 개념을 구분하면 불필요한 논쟁은 종식됨 (논리적 분석, 재구성, 논쟁 종식)

  ② 세 종류의 공간 중, 직관적이고 위상적인 공간은 다른 공간의 기초가 됨

   - 직관적 공간의 위상적 속성들(국소적local)은 즉각적으로 파악됨, 지각적 경험과 직접 대응

  ③ 물리학적 공간은 지각적으로 직접 파악되는 위상적 공간 위에 ‘규약’을 덧붙여서 구성됨

   - 다양한 규약 선택 가능 : 측정 물체의 강성(rigidity) 유지 또는 공간의 유클리드적 특성 유지

   - 규약은 선택 문제, A 규약 선택 이론(상대성 이론)은 B 규약 선택 이론(고전 이론)과 동등함

   - 이론에 따라 선호하는 단순성(simplicity)이 다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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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르납 : 논쟁 중재를 위한 논리적 재구성(3)
v 물리적 지식의 분석을 통한 [구성] 이론의 추구(1)

: [물리학의 임무와 최대 단순성 원리의 적용에 대하여] (1923년)

  - 물리학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약정 : 공간 공준, 시간 공준, 인과적 법칙

  - 완결된 물리학 : 1권 공리적 체계, 2권 사전(1권과 3권 연결), 3권 물리적 상태 기술

  - 최대 단순성 원리는 1권, 2권, 3권 모두에 적용 가능함 (1권 : 뉴턴 이론 / 2, 3권 : 상대성 이론)

: [공간의 3차원성과 인과성 : 두 허구 사이의 논리적 연결에 관한 탐구] (1924년)

  - 공간의 3차원성과 인과성은 일종의 규약이며, 전자는 후자의 논리적 귀결임을 보이려함

: [공간의 속성들이 시간의 속성들에 의존하는 것에 관하여] (1926년)

  - 공간 질서의 위상적 속성들이 시간 질서 및 ‘일치’의 위상적 속성들로부터 귀결됨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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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르납 : 논쟁 중재를 위한 논리적 재구성(4)
v 물리적 지식의 분석을 통한 [구성] 이론의 추구(2)
: [물리적 개념 형성] (1926년, 교수자격 취득논문 / 슐리크의 지도)

  - 물리적 개념 형성의 3단계 : 질적 단계 / 양적 단계 / 추상화 단계

  - 질적 단계 : 사물들 및 그 속성들을 경험적으로 지각하는 단계

  - 양적 단계 : 물리적 크기 정의 (2개의 위상적 규약, 3개의 계량적 규약 도입)

  - 추상화 단계 : 세계를 4차원적 우주로 표상

: “논리적 재구성 프로젝트”의 추구

  - 과학적 지식은 직접적으로 지각 가능한 경험으로부터 출발

  - 이 위에 순차적으로 규약을 도입하면서 과학적 진술들을 논리적으로 구성

  - 철학의 역할은 이러한 구도 아래에서 과학적 지식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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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이헨바흐와 카르납의 ‘과학적 철학’ 개념 비교(1)
v 1928년, 논리경험주의 과학철학의 분기를 상징하는 두 저서 출간
: 라이헨바흐, [시간과 공간의 철학]

  - 상대성 이론 속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이론 구체적(theory-specific)’인 철학적 분석

  - 상대론적 시공간 관련 중요 철학적 주제들을 상세하게 해명 (cf. 슐리크의 1917년 저서)

  - 물리학자보다 더 ‘전문적’인 인식론적 해명, 물리학자의 철학적 주장을 ‘교정’ (시공간 실재성)

  - 철학적 체계 수립을 명시적으로 거부, 구체적인 철학적 문제들의 과학적 해결을 강조

: 카르납, [세계의 논리적 구성]

  - 프레게, 러셀의 수리논리학을 인식론 전반에 도입하고자 하는 철학적 시도

  - 인간의 전체 지식을 확실한 감각 지각적 진술들 및 기호논리학을 이용하여 재구성하고자 함

  - 기호논리학적 재구성을 통해 철학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음 / 새로운 철학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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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이헨바흐와 카르납의 ‘과학적 철학’ 개념 비교(2)
v 라이헨바흐와 카르납의 철학적 입장 차이
: 베를린 학파(라이헨바흐)와 빈 학파(카르납, 슐리크) 사이의 관계

  - 상대성 이론의 철학적 분석과 관련하여 : 슐리크 → 라이헨바흐 (1926년 베를린 대학 부임)

  - 베를린 : 라이헨바흐 ↔ 아인슈타인, 플랑크, 슈뢰딩거... 철학적 물리학자들과의 교류

  - 빈 : 카르납, 슐리크 ↔ 괴델, 비트겐슈타인... 논리적 철학자들과의 교류 / 마흐(Mach)의 영향

  ☞ 기존 강단 철학 반대하는 ‘전략적(strategic)’ 협력자, 그러나 실질적인 ‘경쟁자(competitor)’

 : 서로 다른 철학적 프로그램

  - 라이헨바흐 : 실재론적 입장 (상대성 이론의 경험적 타당성, 시공간의 물리적 실재성 옹호)

  - 카르납 : 반실재론적 입장 (규약 혹은 구성의 강조, 서로 다른 이론적 입장 모두를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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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이헨바흐와 카르납의 ‘과학적 철학’ 개념 비교(3)
v 라이헨바흐와 카르납의 ‘과학적 철학’ 개념
: 라이헨바흐의 ‘과학적 철학’

  - 철학자의 임무 : 이성에 대한 분석(칸트)에서 과학적 지식에 대한 분석으로

  - 과학자의 한계 : 과학적 지식의 철학적 의미 규명에 있어서 ‘비전문가’(아인슈타인)

  - 철학자의 영역 : 과학적 지식 속 철학적 문제들을 상세하게 해명, 이때의 해명은 명료하게 진술

                            되므로 철학적 문제들은 협동 작업을 통해 과학적(객관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

: 카르납의 ‘과학적 철학’

  - 많은 철학적 사이비 문제들(오해들)은 인간 언어의 불충분함(불명료함)으로부터 비롯됨

  - 엄밀한 기호논리학을 이용하여 인간 지식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면, 대다수의 문제들이 ‘해소’

  - 철학자는 기호논리학을 통해 인간의 지식(과학 언어)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재구성할 필요
16



5. 두 개의 구분되는 ‘논리경험주의’?(1)
v 라이헨바흐와 카르납의 상대성 이론 분석 결과 대조
: 라이헨바흐의 상대론적 시공간 분석

  - 상대성 이론의 경험적 타당성을 옹호(↔뉴턴 역학)하면서, 시공간 실재성 옹호(↔아인슈타인)

  -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경험주의에 입각한 이론 구체적 재구성 (경험적 공리 + 임의적 정의)

  - 상대론적 시공간의 핵심 특징 포착 (계량 관계가 구성 원리(특수)에서 연결 원리(일반)로 바뀜)

: 카르납의 상대론적 시공간 분석

  - 라이헨바흐의 결론과 일부 유사(시공간의 위상적 속성의 근본성, 인과성과 3차원성의 관계 등)

  - 상대성 이론의 경험적 타당성을 옹호하지 않음(단순성 원리의 적용에 따라 다른 선택 가능)

  - 단순한 논리적 재구성(물리학 전체의 ‘단순성’ 추구로 인해 특정 규약을 선택했다는 서술)

  - 문제가 되는 쟁점(시공간의 물리적 실재성)에 대한 충분한 철학적 해명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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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두 개의 구분되는 ‘논리경험주의’?(2)
v 라이헨바흐와 카르납이 표방한 새로운 ‘논리경험주의’는 서로 달랐는가?
: 베를린-빈 사이의 철학적 갈등과 관련한 다양한 문헌적 증거들

  - 1920년대 후반 : 빈의 철학적 프로그램에 관한 라이헨바흐의 비판 / 슐리크-라이헨바흐 갈등

  - 1930년대 : 라이헨바흐(1936), 라이헨바흐(1938)에 빈 학파에 대한 비판 수록

  - 결론 : 전반적으로는 우호적 관계(기존 강단 철학 대비)였으나, 철학적 경쟁자이자 대립 관계

: 두 종류의 과학철학적 유산

  - 라이헨바흐 : 실재론, 물리학 철학(상대론, 양자역학, 통계역학), 확률론, 인과론, 이론 구체성...

  - 카르납 : 반실재론, 이론 일반성, 기호논리학적 재구성, 이론일반성, 확률론...

  - 논리경험주의의 ‘수용된 견해(received view)’ : 카르납-헴펠의 입장을 중심으로 재구성

  - 라이헨바흐와 카르납 사이의 의견 조율은 있었으나, 핵심적인 차이는 계속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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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두 개의 구분되는 ‘논리경험주의’?(3)
v 라이헨바흐의 ‘과학적 철학’ 중심으로 논리경험주의를 재조명할 필요
: 논리경험주의의 상대성 이론 분석의 의의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

  - 슐리크 : 공시적이고 이론 구체적인 철학적 분석을 최초로 시도, 미완의 성과 (1917년)

  - 카르납 : 이론 일반적인 철학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 과정 (1921년 박사학위 논문)

  - 라이헨바흐 : 이론 구체적 분석, 과학과는 차별화되는 철학적 저술 (1920년, 1924년, 1928년)

: 슐리크와 라이헨바흐의 시공간 철학을 분리시키고, 라이헨바흐 저작의 독자성 이해 필요

  - 슐리크와 라이헨바흐를 한데 묶어 이해하려는 입장 : 프리드먼, 하워드, 리크먼

  - 라이헨바흐-아인슈타인 논쟁을 중심으로 라이헨바흐 철학을 재조명하려는 입장 : 지오바넬리

  ☞ 여전히 라이헨바흐의 논리경험주의 시공간 철학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대다수이나, 이와 같은

      부정적 시각은 과학철학사(HOPOS)적 재조명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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