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베르그손의 아인슈타인 비판－무엇이
잘못되었나? (2)
－상대성 이론의 역설에 대한 베르그손의 오해

조 현 수

【주제분류】근대 프랑스 철학, 자연철학(과학철학), 시간과 공간의 철학, 존
재론
【주요어】상대성 이론의 역설, 운동에 의해 일어나는 <시간의 느려짐>,
<시간의 느려짐>의 실재성, <시간의 느려짐>의 상호적인 성격, 현상과 실
재, 현상적 시간과 실재적 시간의 구분
【요약문】운동하는 물체는 <시간의 느려짐>을 겪게 된다는 상대성 이론의
주장으로부터는 하나의 유명한 역설이 따라 나온다. 상대성 이론은 절대적
인 기준좌표계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모든 운동은 상대적임을 주장한
다. 따라서 서로에 대해 운동하는 두 물체 S와 S’는 각자 서로 상대방의
시간이 자기 자신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흐른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처럼
‘S는 자신의 시간보다 S’의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른다고 주장하는 반면 S’
는 S의 시간이 자신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흐른다고 주장하게 된다’는 의
미에서 <시간의 느려짐>은 상호적인réciproque 현상이다: 즉, 모든 운동은
상대적인 것이기에, S와 S’는 둘 다 똑같이 동등하게 ‘상대방이야말로 운동
으로 인해 <시간의 느려짐>을 겪고 있다’라고 각자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다. 하지만, S의 시간이 S’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흐르는 것과 동시에à la
fois, 또한 S’의 시간이 S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흐르는 것이 과연 가능할
까? 다시 말해, S의 시간이 S’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흐르면서도, 또한 동

시에 à la fois 더 빠르게 흐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것이 바로 상
대성 이론의 역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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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서로 전혀 이질적인 것으로서 구분해왔
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은 어떻게 해서 시간과 공간을 하나의 연속체로 통
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시간과 공간은 실은 전혀 서로 이질적인 것
이 아니며 실제로는 본래 하나인 것을, 다만 우리들의 인식방식이 서로 이
질적인 둘인 것으로 구분할 뿐이라는 것을 상대성 이론은 보여준 것이다.
베르그손은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결국 <시간을 공
간화>하여 세계로부터 생성의 실재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
고 우려한다. 생성의 철학자 베르그손이 상대성 이론에 대립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며, 그가 보기에 저 역설은 상대성 이론에
대한 그의 이런 대립과 비판을 정당화해주는 명분이었던 것이다.
베르그손이 보기에, 상대성 이론의 저 역설은 도저히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이며, 따라서 이는 상대성 이론이 주장하는 <시간의
느려짐>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베르그
손은 이처럼 <시간의 느려짐>의 실재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아주 훌륭하고
적절한 듯이 보이는 비유적 논변을 제시한다. 우리는 오늘의 논문에서 훌
륭한 듯이 보이는 이 논변이 저지르는 오류가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아울
러 상대성 이론은 저 역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려 하였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서로 전혀 이질적인 것으로서
구분해왔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은 어떻게 해서 시간과 공간을 하나
의 연속체로 통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시간과 공간은 실은 전
혀 서로 이질적인 것이 아니며 실제로는 본래 하나인 것을, 다만 우
리들의 인식방식이 서로 이질적인 둘인 것처럼 순전히 인위적으로 구
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베르그손은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결국 <시
간을 공간화la spatialisation du temps1)>하여 세계로부터 생성의 실재
1) ‘시간을 공간화함la spatialisation du temps’이라는 것이 상대성 이론에서
무엇을 뜻하며, 또한 베르그손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
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베르그손 철학에서 시간은 과연 잴 수
없는 것인가?｣, 철학사상 , 제 24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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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시간과 생성의 철
학자 베르그손은 상대성 이론에게서 영원과 존재의 철학을 보고 있는
것이다. 베르그손이 상대성 이론에 대립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이 설령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참으로 사
실이라고 할지라도,2) 이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곧바로 이 이론에 대
한 정당한 비판이 될 수는 없다. 어떤 이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란
‘네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아’라고 말하는 식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이런 비판을 위해서는, 그 이론이 주장하는 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논증해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베르그손은 바로 이런 종류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다; 더더구나 이런 근거가 상대성 이론 자체의 내부에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 근거란 상대성 이론에게는 도저히 피할 수도 없고 해결
할 수도 없는 어떤 역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역설은 상대성 이
론의 근본 원리 자체로부터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이기에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근본 원리를 고수하려 하는 한－베르그손
에 따르면－결코 어떤 식으로도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설을 초래하는 상대성 이론은 자신의 참됨을 스스로
의 손에 의해 부정하게 되는 모순된 이론이라고 베르그손은 주장한
다. 즉 이 역설이야말로 베르그손에게 상대성 이론에 대한 그의 대립
과 비판을 정당화해주는 객관적인 근거인 셈이다.
2)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처럼 시간의 실재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즉 세계의 참된 모습은 ‘시간이 없는 세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해석
하는 주장들 중 가장 정교한 논변은 아마 괴델Gödel (Kurt)에 의해 제시
된 것일 게다－다음 책에 실린 괴델의 논문을 보라: Schilpp (Arthur)
Albert Einstein, Philosopher-scientist, The library of living philosophers,
edited by Arthur Schilpp, The Open Court Publishing Co., 1970 Third
Edition. 또한 Yourgrau (Palle)가 쓴 다음의 두 책에서 괴델의 이러한 주
장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찾아볼 수 있다: Yourgrau (Palle),
A World without Time: the forgotten legacy of Gödel and Einstein,
Basic Books, 2005 그리고 Gödel meets Einstein: time travel in the
Gödel universe, Open Cour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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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설은 시간과 관련된 것이다. 이 역설은 상대성 이론이 운동하
는 물체는 <시간의 느려짐>을 겪게 된다고 주장하는 데서 생기는 것
이다. 베르그손은 이 역설을 도저히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으
로 생각하기에, 이 역설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역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 즉 상대성 이론이 주장하는 <시간의 느려
짐>이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다. 그리하여 그는 상대성 이론이 주장하는 <시간의 느려짐>을 왜 실
재réalité와는 관계없는 비실재적인irréel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해
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논증을 제시한다.
‘누가 시간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하는가?’－결국, 아인슈타인에
대한 그의 도전에서 베르그손은 바로 이런 물음을 묻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따라서 이 도전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시간의 철학자
베르그손에게는 스스로의 명운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도전은, 적어도 베르그손 자신이 그것을 행한 방식에 있어서는, 단연
코 베르그손의 패배로 끝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가 오늘
하려는 것은 베르그손이 겪는 이 실패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즉 <시
간의 느려짐>의 실재성réalité을 부정하기 위해 그가 제시하는 저 논
증에 담겨진 오해와 실수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Ⅰ. 상대성 이론의 역설－그 원인과 내용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운
동은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가령, 땅에 붙박혀 있는 직선
철로 위로 기차가 한 대 (계속해서 한결같이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
고 있다고 가정해보자.3)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기술하기décrire 위해
3) 우리는 지금 ‘특수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는 등속병진운동(translation à
vitesse constante: 방향의 변화 없이 계속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운동)의
경우를 말하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논하게 되는 운동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등속병진 운동을 가리키는 것이다. 실제로

베르그손의 아인슈타인 비판－무엇이 잘못되었나? (2)

301

‘철로는 운동하지 않고 정지해 있는 반면, 기차는(정지해 있는 이 철
로에 대해par rapport à) 운동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상황을 아주 지극히 올바르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운동의 상대성>을 긍정하는 이 상대성 이론에 따르
면, 이 상황을 기술하기 위해 ‘기차는 정지해 있는 반면 철로가 (정지
해 있는 이 기차에 대해) 운동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역시 무방하다
－즉 이 두 번째 기술(記述)도 첫 번째 기술과 마찬가지로 아주 지극
히 올바른 기술인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두 개의 기술은 서로 다르
지만, 쌍방이 모두 동등하게 옳은 것이다. 상대성 이론은, 이 두 물체
중 어느 쪽의 물체가 진정으로 운동하고 있으며 어느 쪽의 물체가

진정으로 정지해 있는지를 판정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절대적인(특
권적인) 기준repère absolu(privilégié)이란－혹은, 다른 말로, 절대적인
(특권적인) 좌표계système de référence absolu(privilégié)란－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만약 뉴턴 역학이라면 이런 절대적인 기준을 가
지고 있다. 뉴턴의 절대 공간l’espace absolu이 바로 그것이다. 이 뉴
턴의 절대 공간이란 그 자신은 항상 변함없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서, 다른 모든 개별적인 물체들은 그 안에서 정지해 있거나 운동하고
있는 거대한 무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4) 따라서 그 자신은 전혀 움
직이지 않는 이 절대 공간에 대해서par rapport à 운동하고 있는 물
체는 진정으로 운동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절대 공간에 대해서 정지하
고 있는 물체는 진정으로 정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뉴턴
역학이 <상대적인 운동mouvement relatif>과 구별되는 <절대적인 운
동mouvement absolu>의 존재를 긍정하였던 이유이다. 만약 이 절대
공간 속에서 어떤 한 물체 A가 운동하고 있고 다른 한 물체 B는 정
상대성 이론에 대한 베르그손의 논의는 모두 특수 상대성 이론을 대상으
로 하여 이뤄진 것이다.
4) 뉴턴이 그의 프린키피아 에서 절대 공간에 대해 설명하는 유명한 주석
을 참조하라: Newton (Issac), Mathematical principles of natural philosophy
and his system of the world, The translations revised, and supplied
with an historical and explanatory appendix, by Florian Cajori, pp.6-7,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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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 있다면, 이 두 물체는 서로에 대해l’un par rapport à l’autre 상

대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A가 B에 대해 운동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B도 A에 대해 운동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두 물체가 이처럼 서로에 대해 상대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
도, A에 대한 B의 운동은 단지 겉모습으로만 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일 뿐 실제로 운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mouvement seulement
apparent, mais pas réel: 즉 A에 대한 B의 운동은 단지 겉모습pure
apparence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B는 정지해 있으며 오직 A만이 진
정으로 운동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절대 공간에 대해 운동하고 있는
A만이 진정으로 운동하고 있으며, A의 이러한 운동은 B에 대한 상
대적인 운동을 벗어나는－또한 A 자신에 대한 B의 상대적인 운동을
벗어나는－절대적인 운동인 것이다. 이처럼 그 자신은 영원히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 개별적인 물체들의 운동이 그 안에서 펼쳐지는 마
당의 역할을 하는 절대 공간의 존재는 <절대적인 운동>을 <상대적인
운동>으로부터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절대적인 기준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상대성 이론이 <절대적인 운동>의 존재를 부인하고 모든 운
동의 상대성을 긍정한다는 것은 곧 뉴턴 역학의 이러한 절대 공간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
러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에, 어떤 물체도 절대적으로 운동하고 있
거나 절대적으로 정지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어떤 다른 물체에 대해
서 상대적으로 운동하고 있거나 상대적으로 정지하고 있을 뿐이다.
즉, 이러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에, 어떤 물체의 운동 여부를 결정
하는 기준은 오직 전적으로 임의적으로 선택될 뿐이고, 따라서 절대
적인 운동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이처럼 임의적으로 선택된 기준
에 대한par rapport à 상대적인 운동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므로,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두 개의 물체가 서로에 대해 운동 중일 경우,
이 두 물체 중 그 어느 쪽이라도l’un quelconque 자기 자신과 상대방
물체의 운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채택될 수 있다: 즉 이
두 물체 중 그 어느 쪽이라도l’un quelconque 운동하지 않는 계systè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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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수 있고 그 상대방이 운동하는 계가 될 수 있다; 특권적인 좌
표계가 없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자기 자신이 운동하지 않는 기준
좌표계가 되어 상대방을 운동하는 계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
로, 예컨대 위의 예에서처럼 기차와 철로가 서로에 대해 운동 중일
때,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 철로이고 운동하고 있는 것이 기차일 수
도 있고, 반대로 철로가 운동하는 것이고 기차가 정지 상태일 수도
있는 것이다. 운동이란 전적으로 상대적인 것이기에, 기차나 철로 중
반드시(절대적으로) 어느 한 쪽에만l’un déterminé 배타적으로 속(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쪽이든l’un quelconque 다 속할 수 있는
것이다－이것이 상대성 이론이 말하는 <운동의 상대성>이다.5)
상대성 이론의 역설은 이러한 <운동의 상대성>으로부터 간단히 나
오는 것이다. 우리는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운동하는 물체는 바로 그

의 운동으로 인해 <시간의 느려짐>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이제 서로
에 대해 운동 중인 두 개의 계 S와 S’가 있다고 가정해보자.6) <운동
의 상대성>으로 인해, S 계의 관찰자 피에르는 자신의 계(S)는 정지
해 있는 반면 S’가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인 반면, 반대로 S’의
관찰자 폴은 자신의 계(S’)는 정지해 있는 반면 운동하는 것은 피에
르의 S라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피에르가 보기에, 운동하지 않는
자신의 계(S)의 시간은 변함없이 같은 속도로 흐르는 반면, S’ 계의
시간은 이 계(S’)의 운동으로 인해 느리게 흐르게 된다: 즉 피에르가
보기에, 운동으로 인한 <시간의 느려짐>을 겪는 것은 자신의 계가 아
닌 S’이며, 따라서 S’의 시간은 자신의 계 S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흐르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폴이 보기에는, 자신의 계 S’는 정지하고
있는 반면 운동하는 것은 피에르의 계 S이므로, 운동으로 인한 <시간
5)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주장하는 이러한 <운동의 상대성>이 의미
하는 이 모든 것을－즉 ‘절대적인 기준이란 없다’는 생각과 그로부터 나
오는 일련의 생각들을－베르그손은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심지어 이들을
모두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기도 한다－특히 DS, pp.84-85
를 보라.
6) 이는 DS에서 베르그손이 가정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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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느려짐>을 겪고 있는 것은 S이며, 따라서 자신의 계 S’의 시간보
다 S의 계의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른다고 생각할 것이다. S의 피에르
와 S’의 폴의 주장은 서로 상반되는 것임이 분명하지만, 상대성 이론
은 이 둘을 둘 다 똑같이 동등하게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했듯이 상대성 이론은 운동의 철저한 상대성을
긍정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S의 시간이 S’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흐르는 것과 동시에 à la fois, 또한 S’의 시간이 S의 시간보
다 더 느리게 흐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다시 말해, S의 시간이 S’
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흐르면서도, 또한 동시에 à la fois 더 빠르게
흐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이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의 역설이다.

Ⅱ. 역설에 대한 베르그손의 해석
베르그손에게 이 역설은 논리적 모순이다. 그가 보기에, 피에르와
폴의 주장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고, 따라서 도저히 둘 다 옳을 수 없
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이 두 주장 중 어느 하나
만 옳고 나머지 하나는 틀린 것일까? 이 역설은 이런 방식으로 해결
될 수 있는 것일까?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 운동 중인 S와 S’ 중 어느 한편만이 실제로 운동한다고 인정하
는 것이 될 것이고, 실제로 운동하는 이 한편이 어느 것인지를 가려
줄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지
만, 베르그손이 올바르게 지적하듯이, 상대성 이론의 본질은 이런 절
대적인(특권적인) 기준이란 없다고 주장하는 데 있다:7) 즉 운동이란
철저히 상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런 방식의
해결은 상대성 이론에게 가능하지 않다; 이런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이 이론이 내쫓았던 모든 것을 다시 불러들이는 일이다.

7) “l’hypothèse de la Relativité consiste essentiellement à rejeter le système
privilégié” -DS,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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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베르그손은 <운동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한 이 역설은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는 <운동의 상대성>을
인정하면서8) 이 역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해결할 수 없
는 이 역설을 아예 생겨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즉 운동으로 인한
<시간의 느려짐>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다음의 인용문은 그가 어떻게 해서 <시간의 느려짐>의 실재성
을 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
“나는 화가다. 그리고 쟝과 쟈크라는 두 사람을 그려야 한다. 쟝은
바로 내 곁에 있고, 쟈크는 나로부터 200~300미터 떨어져 있다. 나는
첫 번째 사람은 자연스러운 크기grandeur naturelle대로 그릴 것이고,
떨어져 있는 사람은 난쟁이의 크기로 그리게 될 것이다. 내 동료 한
사람이 쟈크 곁에 있으면서 나처럼 이 두 사람을 그린다고 해보자. 그
는 내가 하는 것과 정반대의 짓을 하게 되리라; 그는 쟝을 아주 작게
그리고 쟈크를 자연스러운 크기대로 그릴 것이다. 나와 내 동료는 쟝
과 쟈크를 이렇게 그리는 데 있어서 둘 다 옳다. 하지만, 우리 둘 다가
이렇게 옳다고 해서, 쟝과 쟈크가 정상적인 크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고 결론짓거나 혹은 난쟁이의 크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결론짓거나
혹은 이 둘 다 아니라고 결론짓거나 혹은 될 대로 되라고 결론짓거나
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모델의 <크기>라는 것은 아
주 정확한 의미를 가진 말이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그의 곁에 있을
때, 즉 그를 직접 만져볼 수 있으며 자(尺)를 그의 몸을 따라 갖다 대
어볼 수 있을 때, 그렇게 해서 그의 키와 몸통에 대해서 우리가 지각
하게 되는 것이다. 쟝의 곁에 있는 나는 마음만 먹으면 그를 잴 수 있
고 그를 그의 자연스러운 크기대로 그림으로써, 그에게 그의 실재적
크기dimension réelle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내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쟈크를 난쟁이로 그린다면, 나는 단지 내가 그를 직
접 만져볼 수 없다는 불가능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만약 이
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내가 그를 직접 만져볼 수 없다는 이러

8) 앞서 우리가 언급하였듯이, 베르그손은 상대성 이론이 주장하는 <운동의
상대성>을 자신이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겠노라고 선언한다－위의 주 7을
보라. 실제로 우리는 운동에 대한 베르그손의 이론은 역학적 운동의 상대
성을 승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운동의 상대성>에 대한 주장이
야말로 상대성 이론이 이룩한 최고의 공적이라고 칭찬하는데, 우리는 잠
시 뒤 그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칭찬을 하게 되는지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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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가능성의 정도le degré de cette impossibilité가 어느 정도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가능성의 정도가 바로 내가 ‘거리
distance’라고 부르는 것이며, 나의 원근법적 측량perspective이 나타내
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거리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속해 있는 계
－나는 나의 이 계를 운동하지 않는 기준좌표계로 삼는다－의 내부에
서, 나는 어떤 시간을 직접 잴 수 있다: 내가 직접 잴 수 있는 이 시간
은 나의 것이기도 하고 나의 계의 것이기도 한 시간이다je mesure
directement un temps qui est le mien et celui de mon système. 따라
서 나는, 우주의 모든 것을 표상하는 데 있어서, 나의 계에 관련되는
것에 관한 한 내가 이렇게 직접 측정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나의 계를 운동하지 않는 계로 삼음으로써, 다른 계들을
운동하도록 만든다; 그것도 그들 각자가 서로 다른 속도로 운동하도록
만든다. 그들의 운동속도가 크면 클수록, 이 큰 운동속도는 나의 <움
직이지 않음immobilité>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éloignée 것이
된다Plus leur vitesse est grande, plus elle est éloignée de mon immobilité.
그러므로 실은,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쟈크를 그릴 때 그가 떨어져
있는 정도에 따라 그의 크기를 줄이게 되는 것은 그와 나 사이에 있는
거리를 표현하는 것임과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계들에게 서로 다른
속도로 흐르는 시간들을－더욱이 이 시간들은 모두 나의 계의 시간보
다 더 느리게 흐른다－부여할 때 나는 나의 <움직이지 않음: 속도 0>
과 이들 계들의 다양한 운동속도 사이에 있는 크고 작은 거리를cette
plus ou moins grande distance de leur vitesse à ma vitesse nulle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9)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시간의 다
수성multiplicité des temps>은 실재적 시간이 단 하나임unité du
temps réel을 막지 못한다. 오히려 저 시간들의 다수성은 실은 실재적
시간이 단 <하나임>을 전제하고 있는présupposer 것이다; 마치 쟈크가
내게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점점 더 커져 감에 따라 내가 그리는 그림
속의 그의 크기는 점점 더 작아져 갈 것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나의 그
림 속에서 점점 더 작아져 가는 그의 크기란 실은 그가 실제로는 계속해
서 같은 크기를la même grandeur 유지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처럼.10)

9) “C’est cette plus ou moins grande distance de leur vitesse à ma
vitesse nulle que j’exprime dans ma représentation mathématique des
autres systèmes quand je leur compte des Temps plus ou moins lents,
d’ailleurs tous plus lents que le mien, de même que c’est la plus ou
moins grande distance entre Jacques et moi que j’exprime en réduisant
plus ou moins sa taille.”
10) “La multiplicité des Temps que j’obtiens ainsi n’empêche pas l’unité du
temps réel; elle la présupposerait plutôt, de même que la diminution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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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 이론이 시간은 여러 개라고 주장함으로써 생기는 역설은 이
렇게 해서 사라진다.11)”

사람들에게 흔히 알려져 있기로는, 베르그손이 <시간의 느려짐>의
실재성을 부인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살아 있는 의식적인 존재être
conscient에 의해서도 결코 지각될 수 없다imperceptible는 이유 때문
이다. 즉 베르그손에 따르면, 참된 시간, 즉 실재적 시간temps réel이
란 어떤 살아 있는 의식적 존재에 의해서 지각될 수 있어야 하며, 만
약 시간이라 일컬어지는 어떤 것이 그 어떤 의식적 존재에 의해서도
결코 지각될 수 없다면imperceptible 그것은 참된 실재적 시간이 아니
라 비실재적인 허구적 시간temps fictif, irréel일 뿐이라는 것이다.12)
그리하여 베르그손은 상대성 이론이 말하는 <시간의 느려짐>이란 그
어떤 의식적 존재에 의해서도 지각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것의 실재성을 부인하려 한다－이것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
이다. 우리는 이전에 베르그손의 이러한 주장이 어떤 오류를 저지르
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베르그손의 주장과는 달리, 상대성 이론이
말하는 이 <시간의 느려짐>은 어떤 의식적인 존재에 의해서 분명히
지각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설령 참된 시간에 대해 베르그손이 내세
우는 저 기준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상대성 이론이 말하는 <시간의
느려짐>은－따라서 서로 다른 속도로 흐르는 여러 개의 시간들이란
－충분히 실재적인réel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처럼 <시간의 느려
짐>이 실제로 지각될 수 있는 것임을 보임으로써 그를 논박하려 할
지라도 베르그손은 <시간의 느려짐>이 비실재적irréel이라는 그의 주
장을 쉽게 거둬들이지 않을 것임을 위의 인용문은 보여준다. 설령
<시간의 느려짐>이 지각될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할지라도, 베르그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비실재
la taille avec la distance, sur une série de toiles où je représenterais
Jacques plus ou moins éloigné, indiquerait que Jacques conserve la
même grandeur.”
11) DS, pp.74-76.
12) 참조 DS,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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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리라: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자크에
대해 우리가 난쟁이만큼이나 작아져버린 그의 크기를 실제로 지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지각될 수 있는perceptible 이 작아진 크
기가 자크의 실재적 크기grandeur réelle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정
지해 있는 우리 계에 대해 어떤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어떤 계를－
위의 베르그손 식의 어법으로 말하자면, 이 계는 그 자신의 운동속도
로 인해 우리의 운동속도 0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éloigné de
nous par la distance de sa vitesse de notre vitesse nulle 경우이다－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이 계의 시간이 느려지고 있다는 것을 지
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지각되는 이 (느려지는) 시간은 이
계의 실재적 시간이 아니라고 베르그손은 주장할 것이다.
베르그손이 드는 위의 비유적 예는 참으로 절묘한 데가 있다. 실제
로 상대성 이론이 운동으로 인해 생긴다고 주장하는 <시간의 느려짐>
은, 운동의 상대성으로 인해, －베르그손이 사용하는 용어로 말한다면
－철저하게 상호적인réciproque 현상일 수밖에 없다. 즉, 앞에서 우리
가 설명하였듯이, 운동이란 철저하게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운동 중인 두 계 S와 S’가 있을 때 S의 관찰자는－자신의 계 S
를 운동하지 않는 계로 생각하고 상대방의 계 S’를 운동하는 계로 생
각함으로써－<시간의 느려짐>이 S’에게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반면,
S’의 관찰자는－역시 자신의 계 S’를 운동하지 않는 계로 생각하고
상대방의 계 S를 운동하는 계로 생각함으로써－<시간의 느려짐>이 S
에게서 일어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 사이에 끼어드는 운

동으로 인해 서로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13) 이 두 관찰자는 각자 자
기 자신의 시간은 변함없이 늘 동일한 속도로 흐른다고 생각하는 가
운데 쌍방이 똑같이 상대방에게 <시간의 느려짐>을 부여하게 되는
13) 우리는 지금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베르그손의 비유적 표현법에 따라 말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들 사이에 끼어드는 운동으
로 인해 서로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두 관찰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운
동하지 않는 계와 운동하는 계 사이에 있는 <운동(속도)상의 차이>를 의
미하고 있는 것이다－주 10에 나와 있는 “cette plus ou moins gransde
distance de leur vitesse à ma vitesse nulle”라는 표현에 유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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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처럼 쌍방이 각자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시간의 느려
짐>이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서로 교차적으로 상대
방에게 이러한 현상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시간의 느려짐>은－내
재적이거나intrinsèque 일방적인unilatéral 현상이 아니라－상호적인réciproque
현상인 것이다.14) 베르그손이 드는 위의 예는 <시간의 느려짐>이 갖
는 이러한 상호적인 성격을 참으로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서로
상대방에게 <시간의 느려짐>을 부여할 뿐 자기 자신의 계에서는 이
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S 계의 피에르와 S’ 계의 폴의
상황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각자 상대방을 난쟁이 정도의 작
은 크기로 그리는 두 화가의 상황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다: 쟝은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크를 난쟁이 정도의 아주 작은 크
기로 그릴 것이고, 반대로 자크는 쟝에 대해서 같은 일을 하게 될 것
이다. 하지만 쟝이나 자크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실재적 크기가 상
대방이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작아진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쟝의 크기는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크에게 그들이 서로 떨
어져 있는 거리가 점점 더 커질수록 점점 더 작아지는 것으로 지각

될 것이며, 이는 쟝에게 지각되는 자크의 크기도 마찬가지이다. 하지
만, 설령 이처럼 쟝과 자크가 서로, 상호적으로réciproquement, 상대
방의 키를 점점 더 작아지는 것으로 실제로 지각한다 하더라도, 쟝과
자크의 실재적인 크기는, 이처럼 상대방에 의해 지각되는 그들의 크
기－그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커짐에 따라 점점 더 작아져가는
크기－의 변화에 상관없이, 늘 변함없이 똑같은 크기로 남아있다. 베
르그손은 지금 이 예를 통해서 <시간의 느려짐>이 갖는 상호적인 성
격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이다. 즉, 베르그손에 따르면, S와 S’가 서로에 대해 운동하고 있을
때, 설령 상대성 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S 계의 피에르와 S’ 계의
14) 베르그손은 지속과 동시성 의 여기저기에서 <시간의 느려짐>이 갖는
이러한 성격을 ‘상호적’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시간의 팽창
이란 명백히 상호적인 것이 될 것이다ces dilatations de Temps … deviendront
explicitement réciproques”-DS, p.25. 그 외에도 DS, p.77, p.80 등등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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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은 각자 상대방 계의 시간이－상대방 계의 운동속도가 점점 더 빨
라질수록－점점 더 느린 속도로 흐른다는 것을 실제로 지각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두 계의 실재적인 시간temps réel은－즉 이 실재적인 시
간이 흐르는 속도la vitesse d’écoulement du temps는－, 상대방에 의
해 지각되는 그 흐르는 속도la vitesse d’écoulement du temps의 변화
에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한 속도로 흐른다는 것이다. 요컨
대, 베르그손은 지금 <시간의 느려짐>이 설령 지각 가능한perceptible
현상이라고 해도 여전히 그것은 비실재적인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분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치 우리가 우리
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각되는－즉
우리의 지각 속에 나타나는apparaître－그의 <현상적 크기grandeur apparente>
와 그의 <실재적 크기grandeur réelle>를 구분하듯이, 우리의 계에 대
해 운동하고 있는 어떤 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각되는 이 계의 <현

상적 시간temps apparent>과 이 계의 <실재적인 시간temps réel>을
구분해야 한다; 우리로부터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이의
<현상적 크기>는 그와 우리 사이에 놓인 공간적 거리가 점점 더 커
질수록 점점 더 작아지는 것으로 지각되지만, 그의 <실재적 크기>는
그의 <현상적 크기>의 이러한 변화에 관계없이 늘 변함없이 동일하
게 남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계로부터 운동에 의해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계(un système éloigné de nous par la distance de
sa vitesse à notre vitesse nulle)의15) <현상적 시간>은 이 계의 운동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점점 더 느리게 흐르는 것으로 지각되지만, 이
계의 <실재적 시간>은 이러한 <현상적 시간>의 느려짐에 관계없이

늘 변함없이 동일한 속도로 흐르는 것이다. 즉, 베르그손의 주장은,
상대성 이론이 운동하는 계에게서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시간의 느
려짐>은 단지 이 계의 <현상적 시간>에만 해당되는 것일 뿐－즉 이
계를 그 외부에서 바라보는 관찰자의 지각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일
뿐－이 계 자체의 <실재적인 시간>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
15) 이곳에서도 역시 우리는 베르그손의 어법을 흉내내어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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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시간의 느려짐>은 그러므로 단지 겉보기만의 현상, 즉 기만적
인 외양apparence illusoire에 불과할 뿐, 시간 자체temps en soi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현상적 시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시간의
느려짐>과 상관없이 <시간 자체>는－즉 <실재적 시간>은－언제나 변
함없이 동일한 속도로 흐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베르그손에 따르면, <시간의 느려짐>이 운동하는 계에게
서 실제로réellement 일어난다고 상대성 이론이 주장할 때, 이 이론은
<실재 자체>와 그것이 우리의 지각 속에 나타나는 그 <현상apparence>
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론은 이 구분을 모른 채 <시
간의 느려짐>을 <실재적 시간> 자체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
하기에 저 해결할 수 없는 역설을 낳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
간의 느려짐>은 <실재적 시간>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현상적 시간>에게만 해당되는 비실재적인 환영illusion irréelle에 불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베르그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듯이 보이는 저 역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면서도
<운동의 상대성>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즉 <시간의
느려짐>의 불가피한 상호적인 성격을 살리면서도 저 역설을 합리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베
르그손이 상대성 이론에 대한 그의 논의를 통해 자꾸만 <물리학적
진리vérité physique>와 <형이상학적 진리vérité métaphysique>를－또는
<물리학적 실재réalité physique>와 <형이상학적 실재réalité métaphysique>를
－서로 구분하고, 상대성 이론이 물리학적으로는 진리일망정 형이상
학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본다.16) 그가 이처
럼 <물리학적 진리>와 <형이상학적 진리>를 나누고 서로 별개의 것
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더 나아가 후자를 전자보다 더

진정한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상대성 이론의 역설에
대해 그가 이와 같이 <현상>과 <실재 자체>를 구분하는 해법을 제시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상대성 이론이 밝혀낸 <시간의 느려짐>
16) 다음과 같은 곳들을 보라－DS, préface, p.40, p.165,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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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물리학적 진리는 <실재 자체>가 아닌 <현상>에만 통용된다
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그가 실재 자체의 본모습을 인식
하는 데 있어서 (상대성 이론으로 대변되는) 과학에 비해 형이상학에
게 더 큰 우위를 부여하는 것은, 그의 이와 같은 해법이 옳은 것일
때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17)
이처럼 <운동의 상대성>에 숨겨진, 즉 <시간의 느려짐>의 상호적인
성격에 숨겨진, 비밀이18) 무엇인지를 통찰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즉
<운동의 상대성>을 위해서는, 다시 말해 <시간의 느려짐>의 상호적
인 성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의 느려짐>이라는 이 현상이 한갓
피상적인 겉모습에 지나지 않는 비실재적인 환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을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베르그손은 이제 여기서부터
상대성 이론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
자면, 여기서 베르그손이 하는 칭찬은 사실상 자화자찬으로서, 그는
상대성 이론 자체를 칭찬하기보다는 이 이론에 대한 그 자신의 해석
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다. 베르그손은 무엇을 칭찬하는가? 그가 칭찬
하는 것은 상대성 이론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적인
이론이라는 점이다. 상대성 이론은 운동하는 어떤 계의 시간은 바로
그 운동으로 인해 느려진다고 주장함으로써, 세상에는 모든 물체들에
17) 지금 우리는 지속과 동시성 에 한정해서, 즉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과의 논쟁에서 표명된 베르그손의 입장에 한정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
는 것이다. 이 책에서 베르그손이 실재 자체의 본모습을 인식하는 데 있
어서 과학보다 형이상학이 더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이런 이유에서 이다. 하지만 이 책 이외의 그의 다
른 저작들에서 베르그손이 이와 똑같은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지금 우
리가 지적하는 이런 이유와는 다른 이유에서이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베
르그손이 지속과 동시성 에서 내세우는 이유는 틀린 것이지만, 그의 다
른 저작들에서 실증과학에 대한 형이상학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내
세우는 이유는 여전히 옳은 것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해주기 바란다: ｢실증과학의 실증성에 대한 베르그손의 이해｣, 철학
사상 24호, 2007년 6월,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18)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물리학자들은－오직 <물리학적 진리>에만 머무를
뿐 그보다 더 깊은 <형이상학적 진리>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아무
도 알아채지 못했다고 베르그손은 생각하는 s’imaginer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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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서 동일한 속도로 흐르는 단 하나의 보편적인 시간un temps unique
et universel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속도로 운동하는 물체들
의 수만큼이나 많은) 서로 다른 속도로 흐르는 여러 개의 시간들이
있다고 주장하려 한다. 하지만 <시간의 느려짐>에 대한 이러한 주장
은 저 해결할 길 없는 역설을 낳게 되고, 이 역설로 인해 <시간의 느
려짐>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비실재적인 환상일 뿐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 개의 시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하는 상대성 이론의 노력은 결국 실패로 끝난다. 이 이론
은 <시간의 느려짐>을 주장하려 하지만 또한 <운동의 상대성>을 주
장함으로써, 스스로가 주장하려 하는 <시간의 느려짐>이 실제로는 일
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론은 스스로
가 말하려 하는 것을 역시 스스로의 말에 의해 부정해 버리는 자기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은 그 자신의 이러한
실패로 인해, 역설적이게도ironiquement, 이제까지 그 어떤 이론도 해
내지 못한 중요한 증명을 해내고 있다: 상대성 이론은 <시간의 다수
성>을 말하려 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신의 실패로 보여
줌으로써, 시간이 단 하나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확증해내는confirmer
역할을 하는 것이다19)－이것이 상대성 이론에 대한 베르그손의 해석
이다.20)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기 오래 전부터 인류는 시간이 단 하나
라는 것을 늘 믿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커다란 개연성만을 가
진 것이었을 뿐, 그 어떤 이론도 이러한 믿음이 옳다는 것을 결정적
으로 확증해주지는 못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21) 시간이 여럿
임을 주장하려는 상대성 이론은, 바로 (저 역설을 낳게 되는) 그의
실패로 인해 시간이 결코 여럿일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게 됨으로써,

19) “아인슈타인의 주장들은 보편적이고 유일한 시간이 있다는 인류의 자연
스러운 믿음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증한다”－DS, Préface.
20) 정말로 독창적인－‘저 혼자만 유별난’이란 의미에서－해석이다.
21) 앞에서 우리는 상대성 이론의 paradoxe를 지칭하기 위해서 ‘역설’이란 말
을 사용했다. 그리하여 이 역설paradoxe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서 ‘아이러니컬하게’라는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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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껏 그 어떤 이론에 의해서도 가능하지 않았던 이와 같은 확증을
가져다 준 것이다. 베르그손은 시간이 단 하나라는 것을 자신의 실패
로 인해 결정적으로 확증해 낸 것이야말로－이제껏 그 어떤 다른 이
론에게도 가능하지 않았던 이 일을 해낸 것이야말로－상대성 이론이
이룬 최고의 업적이라고 아인슈타인을 높이 칭찬한다.22) 하지만 베르
그손의 이와 같은 칭찬은 정말 칭찬이기보다는 실은 야유에 가까울
것이다. 간혹 우리는 베르그손과 아인슈타인의 관계는 순전히 대립적
인 것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많은 주장을 베르그손이 크게 공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하지만 이는 바로 상대
성 이론에 대한 베르그손의 이러한－실은 야유인지도 모를－칭찬을 사
람들이 정말로 칭찬인 것으로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이다. 우리가 분명히 말하건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베르그손의 진짜 태도는 공감이나 칭찬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에
걸친 철저한 비판과 대립이다. 베르그손이 상대성 이론을 칭찬하는 것
은 바로 상대성 이론의 저 실패와 아이러니 때문이며, 하지만 아인슈
타인이라면 자신의 이론에 이러한 실패와 이러한 아이러니가 있다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23) 상대성 이론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당하는 한에서만 베르그손에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Ⅲ. 역설에 대한 베르그손의 오해와 그 참된 해결
흔히 베르그손과 아인슈타인의 관계에 대한 최고의 연구자로 손꼽
히는 차펙Mili

apek에 따르면, 베르그손이 드는 저 비유적 예는

<시간의 느려짐>의 상호적인 성격을 아주 적절하고도 정확하게 보여
주고 있으며, 따라서 이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겉보기
22) 상대성 이론에게 보내는 베르그손의 이런 칭찬(야유)에 대해서는 DS,
p.84를 보라.
23) 바로 이렇기 때문에 베르그손과 아인슈타인 사이의 진정한 관계는 대립
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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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할 수 없이 완벽하게 입증해내고
있다.24) 하지만 이 예는 과연 베르그손 자신이나 차펙이 생각하는 것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시간의 느려짐>에 관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
는 것일까? 이 예가 <시간의 느려짐>에 관한 진실을 완벽하게 재현
할 수 있다고 믿는 베르그손은 과연 상대성 이론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우리로부터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자크에 대해,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지각 속에 나타나는 그의
<현상적 크기>와 그의 <실재적 크기>를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의 <현상적 크기>가
그와 우리 사이에 놓인 공간적 거리가 커져감에 따라 점점 더 작아
지는 것으로 지각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의 <실재적 크기>는 그가
우리 바로 곁에 있을 때나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갈 때나 늘 변함
없이 한결같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은－그와 우리 사이에 놓인 공간
적인 거리는 그의 <실재적 크기>를 결정하는déterminant 요인이 아니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자크의 <실재적 크기>는 이 공간적 거

24) 차펙은 이처럼－특수상대성 이론이 다루는 등속병진 운동mouvement uniform
rectiligne에 관한 한－상대성 이론에 대한 베르그손의 비판은 전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그도 베르그손과 마찬가지로－등속병진 운동
의 경우인 한－<운동의 상대성>을 위해서는, 즉 <시간의 느려짐>의 상
호적인 성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의 느려짐>을 실제로 일어나는 일
이 아닌 비실재적인 겉모습apparence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
장한다; 만약 <시간의 느려짐>을 실재적인réel 것으로 보게 되면, 이로부
터 생겨나는 저 역설은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서도 그는
베르그손을 따른다. 차펙의 오류는 이 뿐만이 아니다. 그는 <시간의 느려
짐>이 비실재적인 겉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Max Born
를 비롯한 여러 저명한 물리학자들의 진술을 끌어들인다. 하지만 차펙은
이들 물리학자들의 진술에 담긴 본의를 모두 잘못 이해하고 있다. 차펙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보라: Čapek (Milič), “Ce qui
est vivant et ce qui est mort dans la critique bergsonienne de la
Relativité”, Revue de Synthèse Tome CI, pp.318-320, Éditions Albin
Michel, 1980.
상대성 이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았을 이 휼륭한 학
자마저 베르그손에게 이처럼 동조하는 것을 보면, 베르그손의 실수가 결
코 가볍게 이뤄진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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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상관없이 성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상대성 이론 이전의 고전 역학이 물체의 운동과 관계없이 시간은 늘
동일한 속도로 흐른다고 생각한 것은, 즉 어떤 계의 사건들이 진행되
는 시간은－즉 이 시간이 흐르는 속도는－그 계의 운동(속도)에 상관
없이 늘 동일한 속도로 흐른다고 생각한 것은, 운동은 시간(실재적
시간)의 속도vitesse d’écoulement du temps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르그손은 왜 알아채지 못하는 것
일까? 상대성 이론의 주장은 바로 고전 역학의 이 오래된 믿음이 거
짓이라고 반박하는 데 있다는 것을.
상대성 이론이 혁명적인 주장으로 평가받는 것은 바로 시간은 물
체의 운동과 관계없이 언제나 동일한 속도로 흐를 것이라는 고전 역
학의 오래된 믿음을 버리고 시간이 흐르는 속도는 물체의 운동(운동
속도)에 의해 본질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렇
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은, 어떤 계 S에 대해 다른 어떤 계 S’가 운동

하고 있을 때quand S’ est en mouvement par rapport à S, 정지하고
있는 (혹은 정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S 계에 비해 운동하고
있는 (혹은 운동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S’ 계의 시간이 바로 그
의 운동으로 인해 더 느리게 흐르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S의
운동 속도 0(vitesse nulle)과 S’의 0이 아닌 운동 속도 사이에 있는

차이(거리)로 인해 S’의 시간은 S의 시간과 서로 다른 속도vitesse
d’écoulement du temps로 흐른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에서 베르그손이 드는 저 예의 한계가 드러난다. 나로부터 멀리 떨어
져 있는 자크와 나 사이에 있는 공간적인 거리는 자크의 <실재적 크
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적인 것인 반면, (상대성 이론의 주장에
따르면) 정지해 있는 나의 계와 나의 계에 대해 운동하고 있는 어떤
계 사이에 있는 <운동상의 거리(즉 운동(속도)상의 차이)>는 이 계의
<실재적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바로 이처럼 운동이 이 계
의 <실재적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나의 계와 이
계 사이에 있는 <운동상의 거리(즉 운동(속도)상의 차이)>가 점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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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질수록 이 계의 <실재적 시간>도 또한－즉 이 실재적 시간이 흐르
는 속도도 또한－점점 더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베르그손은 그의 저 예를 빌어, 우리가 우리로부터 공간적으로 멀
리 떨어져 있는 어떤 대상의 <현상적 크기>와 그 배후에 놓인 <실재
적 크기>를 구분할 수 있듯이－또한 이 <현상적 크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 놓인 <실재적 크기>는 계속해서 변함없이 동일
하게 남아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듯이－, 우리에 대해 운동하는
어떤 계에 대해 이 계의 <현상적 시간>과 그 배후에 놓인 <실재적
시간>을 구분할 수 있으며, 이 <현상적 시간>이 우리의 지각에 변화
하는 것으로 나타날지라도 그 배후에 놓인 <실재적 시간>은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남아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마치 어떤 대상의 <현상적 크기>에서 일어나는 저러한 가변

성variabilité이 실은 그 <실재적 크기>의 변함없는 동일성을 전제하
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성 이론이 주장하는 <현상적 시간>의

가변성도 또한 실은 <실재적 시간>의 변함없는 동일성을 전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은 베르그손의 이러한 유비적
추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베르그손은 지금 두 계 사이
의 <운동(속도)상의 차이>를 저 예의 <공간적인 거리>의 자리에 그
대로 대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와 어떤 대상 사이의 <공

간적 거리>가 이 대상의 <실재적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닌 것
과는 달리, 우리(우리의 계)와 우리에 대해 운동하는 어떤 계 사이에
있는 <운동(속도)상의 차이>는 이 계의 <실재적 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것이 상대성 이론의 주장이다; 따라서 저런 대입은 성립
하지 않는다. 즉 운동에 의해 좌우되는 시간을 단지 <현상적 시간>일
뿐으로 만들, 그 배후에 숨어 있을 시간, 상대성 이론은 소위 이런
시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운동이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아인
슈타인에 대해, 베르그손처럼 운동에 의해 좌우되는 <현상적 시간>과
그 배후에 놓인 <실재적 시간>을 구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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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즉 운동속도가 빨라질수록 점점 더 느려지는
것으로 지각되는 저 <현상적 시간>의 배후에, 운동속도의 변화에 관
계없이 늘 동일한 속도로 흐르는 <실재적 시간>이 존재한다고 주장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보기에, 베르그손처
럼 ‘운동하는 어떤 물체에게서 우리가 <시간의 느려짐>을 지각하게
될 때, 이렇게 운동으로 인해 느려지는 시간은 단지 이 물체의 <현상
적 시간>일 뿐, 그 배후에 있는 이 물체의 <실재적 시간>은 이러한
<현상적 시간>의 변화에 상관없이 늘 동일한 속도로 흐른다’라고 주
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apparaître 이
물체는 단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의 <현상apparence>에 있어서만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것일 뿐, 이 현상의 배후에 있는 그의 <실재
réalité>에 있어서는 실은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
과 마찬가지이다. 즉 어떤 물체가 그의 운동으로 인해 가지게 되는
속성이 그의 실재적réel 속성이 아니라 단지 비실재적인 현상적irréel
et apparent 속성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또한 운동으로 인해 가
지게 되는 이런 현상적인 속성과는 다른, 그 배후에 있는 <실재적 속
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물체의 운동 자체가 오직 <현상>
에 불과한 것일 뿐, 이 물체의 <실재>는 이러한 (운동하는 것처럼 보
이는) 현상의 배후에 있는 정지immobilité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
지이다. 즉 운동에 의해 갖게 되는 속성이 단지 비실재적인 현상적
속성일 뿐이라면, 실재적인 속성은 운동하지 않는 상태(즉 정지 상태)
에서 갖게 되는 속성일 것이고, 이는 곧 운동 자체가 결코 실재가 아
니라 단지 현상(기만적인 겉모습)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베르
그손은 운동에 의해 좌우되는 <현상적 시간>으로부터 <실재적 시간>
을 구분할 것을 요구하는 자신의 주장이 결국 이런 기괴한 함축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아는 베르그손은 <운
동>과 <생성>이야말로 실재의 참 모습이며 <존재>나 <정지>는 단지
현상적일 뿐이라고 말하는 철학자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발견되는
베르그손의 이러한 모습, －베르그손은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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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고 있는 것이다.
상대성 이론의 주장은, 운동하는 물체는 바로 그의 운동으로 인해
<시간의 느려짐>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성 이론으로서
는,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이 실재적인 것인 한, 이 물체가 겪게 되는
<시간의 느려짐>도 또한 마찬가지로 실재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상대성 이론의 저 역설은 어떻게 되는가? 이 역설은 <시간의 느려
짐>이 실재적인 것일 때, 이 현상에 본질적으로 속하는 저 <상호적인

성격>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었다. 상대성 이론은 <시간
의 느려짐>의 이 상호적인 성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이 역설을
합리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을까?
베르그손은 이 역설의 실재성을 부인하였다. 즉 그는 이 역설을 해
결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 역설이 생기지 않도록 <시간의 느
려짐>을 비실재적인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상대성 이론은
<시간의 느려짐>을 운동만큼이나 실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에, 이 역설이 실제로 생긴다는 것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상
대성 이론은, 베르그손의 주장과는 달리, 이 역설은, 그 이름 그대로,
단지 일반적인 통념sens commun에게만 당황스러운 것일 뿐, 결코 해
결 불가능한 논리적 모순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서로 상대
방 계의 시간이 자신의 계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흐른다고 주장하는
S 계의 피에르와 S’ 계의 폴의 주장은 분명히 서로 상반되는 것이지
만－그리하여 베르그손은 이 두 주장이 둘 다 모두 옳은 것은 불가
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성 이론은, <시간의 느려짐>의 상호적인
성격이 요구하는 대로, 이 두 주장이 둘 다 모두 옳은 것이 가능하다
고 생각한다. 즉 상대성 이론은 <시간의 느려짐>의 실재성과 그 상호
적인 성격을 둘 다 지키면서도, 이로부터 생겨나는 저 역설을 합리적
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제 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이 역설을 해결하는지 보아야 할 때이다.
운동이 시간이 흐르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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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상의 <실재적 크기>가 그것을 지각하는 관찰자와 그것 사이
에 놓여진 공간적 거리에 의해 영향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
와 마찬가지로, 결코 선험적인a priori 사변적 논증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실험을 통한 경험적 확인만이 이 문제들
에 대한 확실한 증명의 답을 해줄 수 있을 뿐이다. 가령 우리는 저
<공간적 거리>가 어떤 대상의 <실재적 크기>에 영향을 끼치는지의
여부를, 이 대상이 우리 바로 옆에 있을 때의 그 크기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의 그 크기를 서로 비교해보는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25) 마찬가지로, 운동이 <시간의 느려짐>을 실
제로 일으키는지는, 운동하고 있는 어떤 계의 시간과 운동하지 않고
정지해 있는 어떤 계의 시간을 서로 비교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26) 이제 저 역설이 일어나는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자. 우리는
베르그손을 따라 S 계와 S’ 계가 서로에 대해 운동 중인 상황을 가
정했다. 따라서 S 계의 피에르는 자신의 계가 정지해 있고 S’가 운동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S’ 계의 폴은 정지해 있는 것은 자신의
계이며 S 계야말로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S 계의
피에르가 보기에는, 운동하는 S’계의 시간이 정지해 있는 자신의 계
25) 예컨대 자크가 바로 내 곁에 있을 때 그의 머리 위로 아주 긴 막대를 옆
으로 얹어 이 막대가 땅과 평행하게 멀리까지 죽 뻗도록 한 다음, 자크로
하여금 그의 머리 위에 얹혀진 이 막대를 따라 계속해서 내게서부터 멀
어져 가게 해보자. 자크가 내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갈수록 원래 땅과 평행
하게 뻗어 있던 이 막대가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는지의 여부를 조사해
보면, 그의 <실재적 크기>가 그가 내게서 멀어져 감에 따라 점점 더 작
아져 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막대
는 결코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 없이 처음처럼 계속해서 땅과 평행하게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줌으로써, 자크의 <실재적 크기>는 그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는 <공간적 거리>의 변화에 관계없이 늘 동
일하게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줄 것이다.
26) 물리학자들은 운동이 <시간의 느려짐>을 일으킨다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실험적 증거들을 갖고 있다. 이 증 하나인 뮤－중간자의 예가 어떻게
<시간의 느려짐>에 대한 상대성 이론의 주장을 입증하는지를 다음의 책
에서 확인할 수 있다: Geroch(Robert P), General Relativity from A to
B,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김재영 옮김, 로버트 게로치 교
수의 물리학 강의 , pp.117-121, pp.167-170, 휴머니스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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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흐르는 것으로 보일 것이며, 반대로 S’의 폴
이 보기에는 운동하는 S계의 시간이 정지해 있는 자신의 계의 시간
보다 더 느리게 흐르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만약 S 계의 피에르와
S’ 계의 폴이 서로의 시간을 비교해본다면 어떻게 될까? 즉 S 계의
피에르와 S’ 계의 폴이 각자의 시계를 서로 맞대어 비교해본다면 누
구의 시계가 더 느리게 가고 있을까?
하지만, S 계와 S’ 계 사이에 있는 운동이, 만약 특수 상대성 이론
에서 다루는 것과 같은 등속병진 운동이라면, 즉 방향과 속도의 변화
없이 계속 항상적인 속도로 일직선을 따라 움직이는 운동이라면,27) S
계의 피에르와 S’ 계의 폴은 결코 각자의 시계를 서로 직접 맞대어보

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갖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사
이에 있는 운동은 방향과 속도를 바꾸지 않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만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므로, 운동이 진행될수록 그들은 서로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할 뿐, 그들 각자의 시계를 직접 비교해 보기 위해 한 장
소에서 만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등속병
진 운동의 상황 속에 있는 두 계는 서로 각자의 시간(시계)을 직접적
인 맞대면을 통해 비교해 볼 수는 없고 오로지 다음과 같은 간접적

인 방식으로만 서로의 시간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S 계의 피
에르와 S’ 계의 폴은, 일단 그들이 처음으로 같은 장소에서 서로 마
주치는 순간, 그들 각자의 시계가 서로 똑같은 시각을 가리키도록 서
로 맞춘다; 그런 다음, 몇 분 뒤의 정확히 특정한 시각에(가령, 그들
의 시계를 서로 맞춘 순간으로부터 정확히 10분 뒤에) 각자 서로 상
대방을 향해 빛 신호를 보내기로 약속하고 헤어진다.28) 이리하여 이
두 계 각자는 상대방이 보내온 신호가 자신의 계에 도달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시계와 상대방의 시계 중 어느 쪽이 빠른지를－혹
27) 상대성 이론에 대한 베르그손의 논의는, 그 스스로가 시인하듯이, 주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대상으로 해서 이뤄진다－DS, préface, XI를 보라.
그리하여 그가 상대성 이론의 역설을 거론할 때에도, 그는 우선 이런 등
속병진 운동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역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28) 물론, 이러한 시계 맞추기나 약속 등의 작업은 모두 이상적으로idéalement
순식간에instantanément 이뤄진다고 가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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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둘이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지를－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29)
즉 S 계의 피에르는 S’ 계의 폴이 보내온 빛 신호가 피에르 자신의
시계상의 어느 시각에 도착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또한 이와 더불어
이 빛 신호가 그와 폴 사이에 놓여 있는 거리를 지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도 함께 계산함으로써, 폴이 폴 자신의 계에서 이 빛 신호를 보
낸 정확한 시각이 언제인지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폴이 빛 신
호를 보낸 이 시각이 애초에 (빛 신호를 보내기로) 약속된 시각과 일
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함으로써, 운동하는 폴의 계의 시간이

운동하지 않는 피에르 자신의 계의 시간과 똑같은 속도로 흐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S’ 계의 폴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운동하는 피에르의 계 S의 시간과 운동하지

않는 자신의 계 S’의 시간이 같은 속도로 흐르는지 서로 다른 속도로
흐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상대성 이론은 정확한 수학적 계산을 통해 위의 이런 상황에서 어
떻게 S 계의 피에르와 S’ 계의 폴이 둘 다 상대방의 시간이 자신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흐른다고 주장하게 되는지를 보여준다.30) S 계의
피에르는, 바로 위의 계산방법을 통해, S’ 계의 폴이 약속된 시각보다

더 늦은 시각에 빛 신호를 보냈다고 주장하게 되고, S’ 계의 폴도 역
시, 바로 위의 똑같은 계산방법을 통해, S 계의 피에르가 약속된 시
각보다 더 늦은 시각에 빛 신호를 보냈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둘 다 상대방이 약속된 시각보다 더 늦은 시각에 신호를 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둘 다 서로 상대방의 시간이 자신의 시간보
다 더 느리게 흐른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간접적인 비교방

식을 통해 서로 상대방의 시간이 자신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흐른다
고 주장하게 되는 피에르의 주장과 폴의 주장 사이에는 과연, 베르그
손이 주장하듯이, 이 두 주장이 둘 다 동시에 옳은 것이 되는 것을
29) 이런 간접적인 비교방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다음의 책
을 참고할 수 있다: March (Robert H), physics for poets, fifth edition,
pp.112-113, McGraw-Hill, 2003.
30) 이 수학적 계산에 대해서도 역시 위의 March의 책의 같은 곳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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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게 만드는 논리적 모순과 같은 것이 있는가? 분명히 이 두
주장은 서로 상반되는 주장이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은 서로 상반되
는 이 두 주장이 둘 다 모두 옳다고 주장하는 데 있어서 결코 저런
논리적 모순과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 두 주장
은 결코 같은 장소에서 서로 직접적으로 부딪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피에르와 폴은 그들 사이에 있는 등속병진 운동으로 인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각자의 주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 각자의
주장은 결코 상대방의 주장과 직접 부딪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서로 상반되는 피에르와 폴의 주장이 서로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따라서 결코 둘 다 모두 옳을 수 없다고 (베르그손처럼) 생각하는 것
은, 이 두 주장이 서로 직접 부딪쳐서 각자 상대방을 부정할 수 있다
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폴의 주장이 어떻게 피에르의 주장을 부
정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피에르의 주장이 어떻게 폴의 주장을 부
정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피에르의 시계와 폴의 시계를 같은 장소

에서 서로 직접적인 맞대면을 통해 비교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서로
상반되는 저 두 주장을 직접 부딪치게 할 수 있다면, 저런 부정이 가
능할 것이다. 하지만 피에르(S)와 폴(S’)은 그들 사이의 등속병진 운
동으로 인해 서로 멀리 떨어져 있게만 되고,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의
저런 직접적인 부딪침은 그들에게 결코 가능하지 않다. 즉 등속병진
운동이라는 그들의 조건이 서로 상반되는 그들의 주장이 직접 부딪치
는 것을 (따라서 서로를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이 되는 것을) 막고 있
기 때문에, 그들은 각자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 의해 부정됨이 없이
서로 동시에à la fois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피에르의 S계와 폴의 S’계 중의 어느 하나가, 저런 직
접적인 맞대면을 통한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운동 방향을 바꾸

어 상대방 계를 만나기 위해 되돌아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럴
경우에는 실로 서로에 대해 운동하는 피에르와 폴의 시간을(그들의 시
계를) 서로 직접적으로 비교해보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실은 상대
성 이론의 역설은 논리적 모순이 된다고 베르그손이 생각할 때, 그는

324

논문

바로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즉 피에르와 폴이 서로에
대한 등속병진 운동으로 인해 서로 점점 더 멀어져가는 경우가 아니
라, 피에르와 폴 중 어느 하나가 그의 운동의 방향을 되돌려서 상대방
과 재회하도록 다시 돌아오는 경우를. 이렇게 된다면, 운동이 실제로
<시간의 느려짐>을 일으키는지를 운동한 계의 시간과 정지해 있는 계
의 시간을 서로 직접 비교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상대성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인용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여행자가 빛의 속도의 1 / 50의 속도로 운동하는 우주선
을 타고 지구를 떠나 어떤 별에 갔다가 다시 같은 속도로 운동해서 지
구로 되돌아온다고 가정해보라. 우주선에서 내려보니 그는 고작 2살을
더 먹은 반면 그 동안 지구에서는 200년의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질까? (…)
(우주선이 떠날 때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을 피에르라고 하고 저 우
주선을 타고 여행하는 사람을 피에르의 쌍둥이 형제인 폴이라고 하자:
즉 지금 사람들은 지구를 움직이지 않는 계로 삼고 우주선을 운동하
는 계로 삼고 있다－인용자의 요약) 사람들은 피에르가 200년의 시간
을 체험한vécu 후 폴이 되돌아온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가
정에서 사람들은 살아있고 의식 있는vivant et conscient 피에르를 생
각하고 있는 것이다. 즉 폴이 떠났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사이에 이런
피에르에게서 흘러간 시간은 분명히 200년일 것이다.
폴은 어떤가?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은 살아있고 의식 있는 폴이 그
의 우주여행 동안 얼마만큼의 시간을 체험했는가 하는 것이다. (…)
하지만 이 살아있고 의식 있는 폴은 자신의 우주선을 운동하지 않는
기준좌표계로 삼을 것이다. (…) 그러니 이번에는 우주선은 정지해 있
고 지구가 운동하는 것이 된다. 사람들은 그들이 조금 전에 피에르에
대해 말한 것과 똑같은 말을 이제 폴에 대해서도 그대로 반복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운동이란 상호적réciproque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은 완전히 상호 대체가능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피에르와 폴, 지구와 우주선은, 결국 똑같은 지속을 체험
할 것이며 똑같은 정도로 늙을 것이다.31)”

베르그손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의 요점을 정리해보자. 상대성 이론
은 운동이 <시간의 느려짐>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31) DS, pp.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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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선을 타고 떠났다 돌아온 폴이 고작 2살 더 먹은 반면 지구에
남아있던 피에르는 200살 더 먹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말
한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이 주장하는 대로 운동이 전적으로 상대적
인 것이고 <시간의 느려짐>이 전적으로 상호적인 것이라면, 그렇다면
왜 반드시 피에르가 폴보다 이렇게 훨씬 더 늙어야만 하는가(많은 시
간을 체험해야 하는가)? 즉, 지구에 대해 우주선이 운동하였던 만큼

이나 우주선에 대해 지구도 역시 운동하였으니, 만약 우주선을 운동
하지 않는 계로 삼고 지구를 운동하는 계로 삼는다면, 운동으로 인한
<시간의 느려짐>을 겪는 것은 지구의 피에르가 될 것이므로 200살
더 먹은 것은 우주선의 폴인 반면 고작 2살 더 먹은 것은 지구의 피
에르일 수 있다. 하지만 피에르와 폴이 다시 만났는데, 두 사람 모두
가 상대방보다 더 늙어 있다는 것은－또는 두 사람 모두가 상대방보
다 더 어리다는 것은－절대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이 말
하는 것처럼 운동이 상대적인 것이고 운동하는 물체가 <시간의 느려
짐>을 실제로 겪는다면, 이런 불합리한 귀결은 피할 수 없다. 그러므
로 이런 불합리한 귀결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느려짐>이 실제
로 일어난다는 것을 부정해야 한다. 운동하는 계이든 운동하지 않는
계이든, 시간은 늘 똑같은 속도로 흐르는 것이며, 따라서 모든 계에
있어서 동일한 하나의 시간이 있다. 폴이 우주선을 타고 떠났다가 되
돌아오는 동안 피에르가 200년을 더 늙게 된다면, 폴도 또한 피에르
와 똑같이 200년을 더 늙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상이 베르그손이
위의 인용문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일 게다.
물론 베르그손의 생각대로 다시 만난 피에르와 폴이 둘 다 상대방
보다 더 늙어 있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은 정말로
논리적 모순이기 때문에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베르그손
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지금 이 경우에는 더 이상
등속병진 운동이 아니라 가속도 운동mouvement accéléré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구를 떠나 별로 향한 우주선－엄청난 속도로 달린다
고 가정하자－이 지구로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번에 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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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가속도 운동이 필요하다: 지구를 향해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운
동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운동속도를 낮추

어 멈춰서기 위한 첫 번째 가속도 운동이 필요할 것이며,32) 그런 다
음 멈춰선 상태에서 다시 지구를 향해 출발하기 위한 두 번째 가속도
운동이 필요할 것이다. 이 두 번에 걸친 가속도 운동으로 인해, 이 우
주선 여행은 <특수 상대성relativité restreinte 이론>의 영역을 벗어난
다: 즉 상대성 이론에 대해 베르그손이 문제 삼는 논의의 범위를 벗어
나는 것이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등속병진 운동만을 고려하는 이론이
며, 가속도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 이제까지
등속병진 운동에만 적용시켜왔던 <운동의 상대성>을 가속도 운동에게
까지 적용되도록 일반적으로 확장시키는généraliser 이론, 즉 <일반 상
대성relativité générale 이론>에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이 새롭고 광대한 영역의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다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다만 이 새로운 이론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문제되는 저 역설을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만 간
단히 말할 것이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가속도 운동은 중력장champ de gravitation
이 낳는 효과와 동등한équivalent 효과를 낳으며, 이러한 중력장은 실
제로 시간이 흐르는 속도를 느려지게 만든다.33) 요컨대,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주여행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온 폴에게서 흘러간
시간과 지구에 머물러 있었던 피에르에게서 흘러간 시간 사이에 (저
‘2년 대 200년’이라는) 차이가 생기게 되는 이유는, 바로 폴의 우주선
이 폴이 지구로 되돌아오기 위해 운동의 방향을 바꾸는 두 번의 가

속도 운동을 했기 때문이다. 폴에게서 일어나는 이러한 가속도 운동
이, 폴이 지구로 되돌아와 피에르를 다시 만났을 때, 폴의 시간이 피
에르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흘러가게 만든 (즉 폴이 체험한 시간이
32) 그러므로 이 경우에 필요한 가속도 운동은 음의négatif 가속도 운동, 즉
감속도décélération 운동일 것이다.
33) Einstein, La théorie de la Relativité restreinte et génerale, pp.89-98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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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르가 체험한 시간보다 더 적은 것으로 만든) 원인이다.34)
하지만 물론 베르그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업적은, 아인슈타인 스스로가 말하듯이,
<운동의 상대성>을 등속병진 운동을 넘어 가속도 운동에게까지 적용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데 있다. 그렇다면 폴의 이 우주여행에
서 일어난 가속도 운동에도 이 <운동의 상대성>이 마땅히 적용되어
야 할 것이다: 즉 흔히 ‘폴의 우주여행’으로 기술되는 이 상황은 또한
그 반대로 ‘피에르의 우주여행’으로도, 즉 폴의 우주선은 전혀 움직이
지 않는 가운데 피에르의 지구가 가만히 있는 폴의 우주선을 떠나
우주로 여행을 떠나고 그런 다음 갑자기 반대방향으로 돌기 위한 가
속도 운동을 함으로써 폴의 우주선에게로 되돌아오는 상황으로도, 얼
마든지 기술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가속도 운동을 한

것은 우주선의 폴이 아니라 지구의 피에르이고, 가속도 운동으로 인
해 시간이 느려진다면 폴과 피에르가 다시 만났을 때 폴의 시간은
200년이 흐른 반면 이번에는 피에르의 시간이 고작 2년만 흐른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간의 느려짐>
을 지구의 피에르를 빼놓은 채 우주선의 폴에게만 부여하려 하는가?
<운동의 상대성>은 바로 <시간의 느려짐>이 이렇게 일방적으로만 일
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35)
하지만 베르그손의 이러한 반론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잊고 있다.
물론 폴의 우주선이 지구를 향해 방향을 되돌리는 가속도 운동을 하
는 동안에도 우주선과 지구는 (베르그손이 주장하듯이) 여전히 서로

34) 등속병진 운동의 상황에서는 <시간의 느려짐>이 운동하는 물체에게 실
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단지 비실재적인 겉모습일 뿐이라고 주장하
는 앞의 저 차펙Čapek도 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에게는 <시간의 느려
짐>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한다－차펙의 같은 논문 pp.321-322
를 보라.
35) 베르그손은 <시간의 느려짐>에 대한 자신의 비판을 <일반 상대성 이
론>의 틀을 빌어 반박하려 했던 메쯔Metz(André)에 대해 바로 이런 식
으로 재반박한다. 메쯔에 대한 베르그손의 이런 재반박은 DS에 부록
(appendice II)으로 실려 있다. : DS, pp.194-198.

328

논문

에 대해 운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즉, 이런 가속도 운동의 상황
에서도, 우주선이 지구에 대해 상대적 운동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
지로, 지구도 우주선에 대해 상대적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
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뤄지는 지구에 대한 우주선의 상대적 가속도

운동과 우주선에 대한 지구의 상대적 가속도 운동 사이에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 우주선이 지구에 대해서 가속도 운동을 하
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구도 우주선에 대해서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
은 사실이지만, 지구에 대한 우주선의 상대적 가속도 운동은 우주 전

체에 대해서도 relativement à l’univers entier 역시 상대적인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인 반면, 우주선에 대한 지구의 상대적 가속도 운동은
－즉, 다시 말해, 우주선에 대해 상대적 가속도 운동을 하는 지구는
－우주 전체에 대해서는 전혀 운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la terre ne
se meut pas relativement à l’univers entier.36) 만약 우주 전체가 이
두 물체(지구와 이 우주선)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어쩌면 베르그손의
저러한 반박은 유효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주 전체는 이 두 물체 이외에도 다른 많은 물체들로 구성되어 있
다. 따라서 이 상황을 베르그손이 주장하듯이 폴의 우주선을 움직이
지 않은 계로 삼고 피에르의 지구가 이 우주선을 떠났다가 갑작스러

운 가속도 운동을 통해 이 우주선에로 되돌아오는 것으로 기술한다면
décrire, 지구가 가속도 운동을 하는 동안 우주 전체가 지구와 함께
똑같은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으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즉 지구가
갑자기 멈춰서면 우주 전체도 따라서 갑자기 멈춰서고, 지구가 우주
선을 향해 다시 가속도 운동을 통해 급발진하면 우주 전체도 이런
지구를 따라서 똑같은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컨대,
서로에 대해 운동하는－즉 서로에 대해 상대적 운동을 하는－폴의 우
주선과 피에르의 지구의 관계를 폴의 우주선이 운동하는 것으로 기술
하든 혹은 (베르그손이 원하는 대로) 폴의 우주선을 정지시키고 피에

36) Gadner (Martin), Relativity simply explained, p.114, Dover publications,
inc,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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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의 지구가 운동하는 것으로 기술하든, 그 어느 경우에나 우주 전체
에 대해서 운동하는 것은 언제나 폴의 우주선이 되며, 피에르의 지구
는 우주 전체에 대해서는 언제나－즉 위의 두 가지 기술방식 중 어
느 경우이든－운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된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
르면, 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는 강한 중력장을 만들어 내고 이 중
력장이 시간을 느려지도록 만든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 가속도 운동
을 하는 피에르의 지구와 폴의 우주선의 관계를 우주선이 (가속도)
운동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지구가 운동하지 않는 것으로 기술한다면,
우주선의 이러한 (가속도) 운동은 우주선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칠 중
력장을 만들어내어 우주선 자신의 시간이 느려지도록 만들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피에르의 지구와 폴의 우주선의 관계를 이번에는 지구
가 (가속도) 운동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우주선이 운동하지 않는 것으
로 기술한다 하더라도, 이번 경우에도 피에르의 지구가 아니라 폴의
우주선이 <시간의 느려짐>을 겪는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은 역
시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술할 경우, 지구와 함께 가속도
운동을 할 우주 전체는 우주 전체에 보편적으로 미칠 거대한 중력장
을 만들어내고, 이 중력장은 (피에르의 지구와 폴의 우주선을 함께
포함한)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것의 시간에 똑같은 영향을 보편적으

로 미칠 것이므로, 결국 이 경우에도 다른 것들과 상쇄되지 않는 차
이를 가지는 것은 이 우주 전체에 대해서 운동하고 있을 폴의 우주
선이며, 따라서 이 상쇄되지 않을 자신의 운동으로 인해 폴의 우주선
이 <시간의 느려짐>을 겪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37)
이렇게 해서 상대성 이론의 역설은 해결된다. 베르그손의 주장과는
달리, 상대성 이론은 <시간의 느려짐>의 실재성과 그것이 갖는 상호
적인 성격 중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은 채, 이로부터 생기는 저
역설을 이처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상대성 이론은 이

37) 위의 책, p.115. 또한 Reichenbach(Hans), Philosophy of Space and Time,
Dover 1956, pp.19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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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로 인해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베르그손의 주장은 순전한 오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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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itle: Bergson's critique of Einstein's Theory of
Relativity: What is the Error? (2)
--the Paradox of the Theory of Relativity and Bergson's Misconception
thereof

Jo, Hyun-Soo

A celebrated paradox derives from the <Time-dilatation> that
Einstein's Theory of Relativity attributes to the moving bodies. We
can formulate this paradox as follows: as Einstein maintains,
movement is completely relative, so that, if two bodies, for example
S and S′, are in movement relative to each other, each of them
will respectively claim that it is the other one's time, not his own,
suffering a <time-dilatation>. In other words, from the point of
view of S, the time of S′, which moves relative to him, goes
slower than his own time, while, from the point of view of S′, it
is the time of S which goes slower than his own time. However, is
it possible that the time of S goes slower than that of S′, at the
same time that the time of S′ goes slower than that of S:? That
is, is it possible that the time of S goes slower and faster at the
same time in relation to that of S′? This is the paradox.
From long ago, people have believed that time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space, so that there is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two. Einstein's Theory of Relativity, especially it's concep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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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time of four dimensions> as the true structure of the
objective world, arrived to show how space and time can be unified
into one single continuum, which means that they are, in reality,
not two different things, but are only two different views of one
integrated thing. Moreover, this is not the real objective structure of
the world, but only our habitual way of representing it, which
makes us consider time and space as clearly distinguishable from
each other. Yet all that this way of representing does is to dissect
wholly artificially into two different parts things which are, in
reality, one and the same. Bergson, however, opposes this relativistic
unification of space and time for the reason that this unification,
which operates on the grounds of spatialization of time, will bring
the result of eliminating totally the becoming from the world. As a
philosopher who is profoundly convinced of the reality of becoming
and of the creative evolution of the world, he could never admit
such a result. Hence, he proceeds to invoke the paradox as capable
of betraying definitely the fallacy of the Theory of Relativity. He
maintains that this paradox can be solved only on the condition that
the relativistic <time-dilatation> is not real.
In this paper, explicit examination of the errors of this Bergsonian
appreciation of the paradox of the Theory of Relativity is conducted.

Keywords: Paradox of Einstein's Theory of Relativity, Time-dilatation
caused by movement, Reality of Time-dilatation, Reciprocity
of Time-dilatation, Appearance and Reality, Distinction of
<apparent time> and <real 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