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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이 논문의 목 은 에른스트 마하의 과학사상이 지닌 핵심  면모

를 기술하는 것이다. 마하는 사상사 으로 19세기와 20세기를 연결하는 

요한 교량이었고, 특히 빈 학의 교수로 활동했던 시기를 후로 유럽 사

상계의 한 구심  역할을 했다. 그는 과학의 출 과 발달을 사유경제성과 

진화론  응이라는 에서 통일성 있게 해명하며, 그의 과학철학은 사

실상 최 의 체계 인 진화론  인식론을 함축한다. 그의 과학사상은 세계

와 감각의 계에 해 요소의 개념을 심으로 하는 흥미로운 철학  도

식을 제시한다. 이러한 도식은 다양하게 분화된 개별과학의 잠재  통일성

을 암시하며, 그의 이런 은 빈 학단의 통일과학운동에 요한 철학  

배경을 제공하 다. 유명한 뉴튼 비 을 낳은 경험비 의 은 반형이상

학이라는 마하 사상의 핵심  태도와 이어져 있다. 그러나 그의 반형이상

학은 형이상학 일반의 제거라는 의미가 아니라 과학과 형이상학의 분리라

는 테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 이 논문을 한 연구는 200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

었음(KRF-2006-332-A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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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 은 에른스트 마하(Ernst Mach, 1838-1916)의 과학사

상이 지닌 핵심  면모를 기술하는 것이다.1) 마하는 사상사 으로 19
세기와 20세기를 연결하는 요한 교량이었고, 특히 빈 학교 철학

과 교수로 활동한 시기를 후로 유럽 사상계의 한 구심  역할을 

했다. 그는 당시 빈을 심으로 융흥하여 철학 반과 과학사상, 그

리고 정치사상과 법사상에까지 향을 미친 세기말 실증주의  사고

의 조류를 상징하는 인물로 인식되었고, 부분 으로는 그의 술과 

강연에 표 된 사상을 통해,  부분 으로는 그를 상징 인 구심

으로 삼아 개된 여러 논자들의 다양한 논의와 술을 통해 실제로 

그런 20세기  실증주의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2) 물리학과 

생리학과 심리학 그리고 역사와 철학에까지 걸쳐 있는 마하의 사상은 

실증주의라는 단일 개념으로 포 하기 어려운 다면체다. 이런 참에 

국내의 연구 황에서 볼 때 한 고도의 출발 을 제공할 기존 

논의의 토 도 없는 한 편의 논문으로는 그것의 개요를 포 으로 

1) 철학사상의 세 분 심사 원은 각기 상이한 견지에서 유용한 지 과 다

양한 조언을 해주셨다. 이런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여건상 이 논문에

서는 그것을 반 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의 마하 련 연구에서 길잡이

로 삼고자 한다. 이 논문의 기본 논조는 서두에 명시한 것처럼 서술 이

지만, 세부내용은 지 않은 논증 , 논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필

자의 과문함 탓으로 마하 인식론을 다  진화가 아니라 정향진화론이 

용된 경우로 해석하는 견해에 해서는 언 하지 못했는데, 다른 기회

에 따로 논해야겠지만 그것은 어도 마하의 인식론이나 과학사상의 요

체에 한 악으로는 부 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하-마흐’, 

‘뉴튼-뉴턴’의 표기에 해서는 분명히 자가 옳다고 생각하며, 특히 ‘마

하’의 경우 음속을 단 로 하는 속도를 지시할 때는 학술용어 표 표기법 

역시 ‘마하’를 채택하고 있음을 볼 때 심사자가 강조한 ‘통일성’의 에

서도 ‘마하’를 고집할 만한 학술 -실천 인 이유가 있다. 끝으로 마하의 

‘요소’(Element) 개념과 물리주의의 계에 한 철학  분석의 필요성에 

한 지 은 필자도 깊이 공감하며, 다른 기회에 주제로 삼아 논하기로 

한다.

2) 마하의 사상사  의미의 평가와 련해서는 Schorske(1980), Feyerabend(1984), 

Coffa(1991), Janik/Toulmin(1996), Hintikka(2001)을 참고하라. 특히 “20세

기 철학의 탄생에서 가장 심 인 역할을 한 사람은 군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그 답으로 마하를 지목한 Hintikka(2001)의 평가는 흥미롭다. 반

면에 마하에 한 에서 볼 때 Coffa(1991)의 안목은 다소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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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하는 일만 생각해도 무리한 목표다. 그래서 이 논문은 마하의 과

학사상을 특징짓는 것으로 보이는 핵심요소들을 논자의 방식 로 한 

로 꿰어 하나의 스토리를 구성, 제시하는 길을 선택한다. 이제껏 

응분의 세 한 조명을 받지 못한 이 요한 사상가에 한 후속 연

구를 고려한다면 그것이 마하가 말하는 사유경제성의 에서 가장 

명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Ⅰ. 학문의 의미로서의 사유경제성

과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좋은 답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조차 토론

거리가 될 법한 과학철학의 이 심 물음에 해 마하는 간명한 견

해를 제시한다. 과학의 본질은 그것의 기능과 기원에서 발견될 수 있

다. 먼 , 과학의 본질은 그 기능에 놓여있다. 그리고 과학의 기능은 

그것을 통해 실 되는 경제성, 특히 ‘사유경제성’(Denkökonomie)에 

있다.

“학문의 경제  기능은 학문의 본질을 일이 지한다.”3)

학문의 경제  기능이란 구체 으로 어떤 것인가? 그것은 “모든 학

문은 사유 속에서 사실들을 재구성(Nachbildung)하거나 앞서 구성해

(Vorbildung)으로써 경험을 신하거나 약하는 기능을 한다.”4)는 

것이다. 과학의 존재의미 즉 그것의 핵심  역할은 경험을 약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런 약의 경로는 사유 속에서 사실을 재구성하고 

선구성하는 것이다. “학문을 수하는 일은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경험을 달함으로써 그가 스스로 해 보아야할 경험을 약하게 하

려는 목 을 가지고 있다.”5)

3) ME, 457.

4) ME, 같은 곳.

5) ME, 같은 곳, 필자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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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어떤 식물이 어떤 질병에 어떤 효능이 있고 어떤 식물

에는 어떤 종류의 독이 있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그 

식물들을 먹어보거나 즙을 내 피부에 발라보아야 안다면 어떨까? 아

무도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그런 것이 힌 책 같은 것

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다면 삶은 목숨이나 건강을 내건 험한 

시험의 연속일 것이다. 구 의 시 에도 학문이 존재했느냐는 물음은 

흥미로운 것이지만 보류해두자. 분명한 것은, 구 의 시 에도 경험  

지혜의 수와 공유를 통한 약은 실 되었겠지만, 문자의 탄생 이

후 이런 달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비약 으로 개선되었다는 이다.

“한 세  체의 경험은 문서의 형태로 도서 에 보 되어 다음 세

에 해지고, 그 게 해서 후속 세 들이 해야 할 경험을 약하게

끔 해 다.”6)

문자 기호를 통한 수는 인간종 체 수 에서 약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게 했다는 에서 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문자 

기반의 학문이 인간이라는 종의 진화에서 지니는 의미를 말해 다. 
학문은 앞선 세 의 경험을 기록하고 장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단, 
그것은 있는 그 로가 아니라 취사선택과 재구성을 거친 정리이고, 
압축된 기록과 장이다. ‘있는 그 로’의 기록과 장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다시 말해 그것은 추구될 만한 목표가 아니

다. 필자가 지  노트북컴퓨터의 자 을 통해 자를 입력하고 있는 

동안 필자의 경험의 범 에는 ―우선 시각  경험의 범주만 해도― 

모니터의 테두리와 모니터에 반사되는 등 불빛, 연한 노란색인 책

상의 윗면, 그리고 시야의 주변부에 있지만 마우스의 모양과 움직임, 
그리고 내 손의 운동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자 을 를 때 나는 소리

와 주변의 희미한 소음 등도 당연히 이 범 에 든다. 이처럼 오 을 

통해 입수되는 잡다한 요소들의 뒤섞임만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진

행되는 사유의 작용 역시 복합 이고 잡다하다. 과학자 역시 실험을 

6) ME,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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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도 에도 그 실험이 산출할 데이터에 한 측, 막 나타나기 

시작한 1차 데이터의 신뢰성에 한 고민, 자신이 사용한 실험의 방

법에 한 평가, 뿐만 아니라 실험실의 동료와 나  화의 함의나 

이 로젝트의 시한 같은 항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서로 뚜렷이 구

별되지 않는 사유의 요소가 과학자의 경험 안에 들어 있다. 그러나 

과학자가 그의 실험 노트에 기록하는 것, 나아가 결국 연구논문의 내

용에 명시 으로 포함되는 사항은 이런 요소들의 잡다한 혼합체 가운

데 아주 좁다랗게 제한된 일부분일 뿐이다.
앞에서 마하는 재구성과 동시에 선구성(Vorbildung) 즉 미리 구성

해 보는 작용을 언 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후자가 실질 으로 더 

요하다. 선구성은 사태의 추이에 한 측을 가능  하는 작용으로, 
학문의 실용  측면을 드러내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러 러

한 조건이 주어질 경우 어떤 상이 개될 지를 실제 사태에 앞서 

미리 구성해 으로써 사태에 비하고 나아가 그런 조건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재구성은 이런 선구성과의 계에서 볼 때 성공 인 선구

성을 한 필수  비단계라고 할 수 있다. 과학에서의 상황을 로 

들어 보자. 실험은 미지의 것을 확인하기 해 수행된다. 다시 말해 

실험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험  자료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와 같

은 실험이 가능하려면 과학자는 실험의 기획 단계에서 그 미지의 것

에 한 자신의 아직 실 되지 않은 경험을 선구성해보아야 한다. 그

러나 이런 선구성은 따지고 보면 미래를 향해 투 되고 새로운 방식

으로 재조합된 재구성일 뿐이다. 이처럼 재구성과 선구성은 서로 얽

 있다.
이상의 서술에서는 재구성과 선구성이 서로 얽 있지만 재구성이 

더 근본 인 과정인 것처럼 그려졌다. 그러나 그것은 완 한 사실은 

아니다. 특히 우리는 재구성이 상당한 폭의 자유 혹은 임의성의 기반

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재구성의 한계에 

한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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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구성의 한계

1. 취사선택과 언어화의 문제

우리는 경험을 재구성하여 보존한다. 개인 차원에서는 기억이 이런 

재구성-보존의 기능을 담당할 것이고 사회의 차원에서는 언어, 특히 

문자언어를 활용한 기록이 요한 장치가 된다. 마하가 말하는 학문

의 경제  기능은 개인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  차원, 혹은 인간

종의 차원에서 작동한다는 을 고려할 때 경험의 재구성에는 언어화

의 단계가 필수 이다. 그런데 이런 재구성에는 어도 세 가지 문제

가 걸려 있다.
첫째, 재구성에는 반드시 어떤 취사선택이 용된다. 자신의 하루

를 서술하기 해 꼬박 한 해를 사용하는 트리스트럼 디7)라 할지

라도 그가 경험한 것을 ‘완 하게’ 기술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오감을 통해 수용되는 그 다차원  경험의 연속  흐름으로부터 아주 

제한된 일부분을 골라내서 ‘…의 경험’이라는 지 를 부여하고, 그로

부터 세계에 한 일반화된 명제들을 추출한다. 이는 개인의 차원에

서 뿐만 아니라 집단의 차원에서도 그 다. 둘째, 경험의 재구성에는 

이런 취하고 버림의 문제만이 아니라 분해와 재조합의 문제가 개입한

다. 라톤은 능숙한 장인이라면 ‘자연을 그 마디에서 깎아낸다’(carving 
nature at its joints)고 말하지만, 사실 그런 마디는 무수히 많은 곳에 

퍼져 있다.  설령 그런 마디가 몇몇 정해진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 

치를 알아내기까지 탐구자는 수많은 가상의 마디를 상정하고 칼질

의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는 언어화의 단계에 걸

린 난 이다. 우리는 기존의 개념을 사용하여 경험을 언어화한다. 그

러나 이미 기존의 개별과학이 여러 차례 성공 으로 다룸으로써 친숙

해진 상들을 제외하고 문자 그 로의 ‘탐구’가 용되는 역은 

7) 로 스 스턴(L. Sterne)의 소설 The Life and Opinions of Tristram 

Shandy, Gentleman(1759)에 등장하는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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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부분 으로 아직 개념화가 완 하지 않은 역이다. 새로운 개

념의 등장과 개념의 외연 변화를 동반하는 이론의 변동은 종종 한참 

뒤에야 비로소 이런 탐구의 결과로 주어진다.
마하는 “기호화가 항상 정확성의 손실을 동반한다”고 말한다.8) 기

호화는 기호화되는 사태에서 특정한 측면의 선택을 제하며, 그런 

선택은 선택되지 않은 다른 수많은 측면에 한 심의 유보를 함축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복합 인 경험으로부터 어떤 요소를 취

사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기호화할 것인지 무제한의 고심 속

에 방황할 필요가 없다.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은 이미 

상당한 경험을 축 했고 이 게 축 되고 공유된 경험을 효율 으로 

서술하고 달할 수 있는 개념 체계를 발달시켰다. 오늘날 인간이 가

진 학문의 체계는 숱한 역사 인 우연이 반 된 결과이고, 인간과 

등한 수 의 지  능력을 지닌 어떤 종이라도 동일한 체계에 귀착했

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에서 필연  체계가 아니다. 그러나 뒤집

어 말하자면 오늘날의 인류가 가진 학문 체계는 그런 긴 진화의 역

사를 통해서 정착된 고유의 체계이고, 그 구도 쉽사리 그 근간을 

임의처분할 수 없는 견고한 체계이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의 학문

이 함축하는 개념 체계의 우연성과 견고성이라는 상반된 양면의 균형

을 발견한다.

2. 경제  이득의 여부 (혹은 양상)

학문이 본질 으로 사유경제성을 구 하는 장치라는 마하의 념은 

바로 이 ‘경제성’의 세부  개념과 련하여  하나의 비 에 면

한다. 흥미롭게도 이 비 을 제기하는 것은 마하 자신이다.

8) “ 달의 매체는 일종의 경제  장치(ökonomische Einrichtung)인 언어다. 

경험은 비교  단순하면서 자주 반복하여 등장하는 요소들로 분해되고, 

 달이라는 목 을 해 기호화된다. 이와 같은 분해의 완 성에는 

어느 정도의 폭이 존재하며, 기호화의 과정에는 항상 정확성의 손실이 동

반된다.”(ME, 457-8, 원문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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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우리가 어렵잖게 간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역학의 

가설들을 통해 과학  사유의 약이라는 효과를 달성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만일 어떤 가설이 를 들어 열 상과 같은 상 역을 

완 히 기술하기에 충분한 기반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

은 다만 역학 인 상과 열 상간의 실제  계의 자리에 가설을 

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는 기본 인 사태들의 수가 그와 동일

한 가설의 수로 체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은 분

명하다.”(ME, 474-5)

과학은 가설을 매개로 상을 기술하고 설명한다. 그런데 가설이 

하는 일은 기술의 상인 상 혹은 사태를 1  1 방식으로 체하

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결국 수 으로(numerisch) 아무런 약의 이

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마하의 지 이다. 그러나 이는 과학의 

가설들이 아무런 경제성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주장이 아니다. 
우리는 이를 (유효한) 가설에 의해 학문이 어떤 약을 실 하는지

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과학은 상에 한 축약되

고 정돈된 서술을 제공한다. 그런데 과학자는 이런 서술을 해 자연

법칙 혹은 법칙이리라고 생각되는 바를 가설로 정식화한다. 그러나 

이런 가설이나 법칙이 하는 일은 상에 한 사유의 양을 약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의 상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기 해서는 

법칙과 더불어 그 법칙이 그 특정 상황에 용되게끔 하는 이른바 

기조건 는 경계조건에 한 서술이 필요하다. 컨  보편 력의 

법칙은 낙하 상에 한 과학  기술을 가능  하지만, 구체 인 낙

하 상을 기술하려면 낙하하는 물체의 기상태 즉 그것이 낙하하기 

시작한 치와 처음에 지니고 있던 속도 등에 한 정보가 첨부되어

야 한다. 이런 사유로부터 마하는 “만일 우리가 가설에서 사태들 자

체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만큼보다 더 많은 해명을 얻어내길 기 한

다면 우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셈”9)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과학자

가 상으로부터 건져내는 법칙이나 가설들은 다른 방식으로 사유의 

경제성을 실 한다. 그것은 다양한 상을 통하는 공통의 요소를 

9) ME, 475, 원문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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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하여 표 함으로써 실 되는 경제성, 즉 환원을 통한 경제성이다.

이런 계는 하나의 상을 과학 으로 기술하기 해 여러 개의 

― 를 들어 다섯 개라고 하자― 법칙이 필요한 상황을 가정해보면 

이해할 수 있다. 과학  설명에서 이는 사실 일반 인 경우에 해당한

다. 단순히 수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상황에서 법칙의 도입은 오히

려 경제성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100가지 상을 기술하려 할 때 여기 필요한 법칙의 수는 500개가 

아니다. 컨  모두 합쳐 10개 안 의 법칙들이 그 일을 해낼 것이

다. 법칙은 다양한 상을 통일성 있게 기술하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

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과학은 그런 방식으로 법칙들을 정식화해

내기 때문이다. 
마하는 학문의 의미에서 사유의 경제성을 강조한 것이 자신의 독

창  업 도 아니고 자기가 처음 창안한 것도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

는 이런 이해가 키르히호 의 “완 하고 가장 단순한 기술”이라는 개

념(1874)에도 암묵 으로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 이 아담 스

미스에게서도 나타났던 것이고, 뉴튼에게까지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한다.  마하는 동시 인이면서 인식론 -과학론  입장에

서 자신과 른 공통분모를 가졌던 아베나리우스(Richard Avenarius)에
게서 이런 견해의 세련된 본을 발견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10)

마하는 이런 사유경제성의 요소를 다  이론의 향과 연 짓는다. 
즉 그는 이런 사유의 기반에 19세기 후반 당시 새로운 이론으로 등

장하여 심을 끌었던 다 의 새로운 생물학  념이 한 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연 의 토 에는 “모든 심리 인 것은 

[과학까지 포함하여] 물리  기반 에 놓여 있고 물리 으로 결정된

다”는 제가 깔려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마하의 진술들로부터 19세

기 말에 이미 과학을 포함하는 인간의 인식체계 반을 물리주의 -
생물학  기반에서, 특히 다  진화론  에서 일 성 있게 해명

10) AE, 41을 보라. 아베나리우스는 1877년 그의 스승이었던 분트(Wilhelm 

Wundt)와 함께 학술지 Vierteljahrsschrift für wissenschaftliche Philosophie 

(과학  철학을 한 계간지)를 창간하고 1896년까지 출간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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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학문  근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가 있다.11)

Ⅲ. 진화의 관점에서 본 학문

마하는 학문의 발달을 진화론  에서 조망했던 선구  인물이

다.12) 그의 과학론과 인식론은 단순히 종의 기원을 비롯한 다 의 

술들이 19세기 후반 유럽의 지성계에 퍼뜨린 지  충격의 향이

라는 수 을 훌쩍 뛰어넘는다. 허버트 스펜서가 다  이론을 사회  

차원에서의 경쟁과 자생존이라는 함의와 연결시켰다면 마하는 다  

이론의 함의를 인식론과 과학철학의 역에서 펼쳐갔다. 그는 학문의 

생성과 발달을 명시 으로 ‘ 응’의 과정과 결부시킨다.

“학문은 언제나 어떤 특정한 경험의 역에 [우리의] 사유가 응

해가는 과정(Anpassungsprozess)을 통해 생겨난다.”(AE, 25)

마하는 학문의 기원과 발달에 놓인 응을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

한다. 하나는 인간의 사유가 사태에 응하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사유와 사유의 상호 응과정이다. 자는 과학이  더 포 으

로 그리고 정 하게 상들에 부합하는 이론을 구축해가는 과정을 서

11) 특히 아베나리우스는 그의 서 Kritik der reinen Erfahrung(1888-1890)

에서 인간의 모든 이론 , 실천  행태가 인간 신체의 신경체계에서 일어

나는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설을 주장하 다. 마하는 ‘물리 인 것과 

정신 인 것 간의 계’라는 주제에 해서는 자신과 아베나리우스의 견해

가 거의 같다고 말함으로써 아베나리우스의 입장을 극 으로 수용한다.

12) 나는 에른스트 마하를 진화론  인식론의 첫 번째 세 로 평가한다. 이런 

평가와 련한 세부 인 거 제시와 논변은 이 의 목 을 벗어나지만, 

ME와 AE에 드러난 명시 인 논의만 가지고도 마하의 ‘진화론  인식론’

은 1880년 에 이미 체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을 고려할 

때, 스탠포드 철학 사 (2008년 겨울 )에 수록된 마이클 래디와 리

엄 함스의  “Evolutionary Epistemology”가 진화론  인식론의 역사  

연원을 존 듀이를 비롯한 실용주의자들에게서 찾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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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다. 동시에 이런 응 개념은 사유 즉 이론과 사태 사이에 비

칭  권리 계가 성립한다는 마하의 생각을 보여 다. 즉 이론과 사

태가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 허리를 굽 야 하는 것은 이론이다. 
이런 념은 ‘ 상을 구한다’는 학문의 통  이념을 계승하는 것인 

동시에 기 논리실증주의의 귀납주의  과학 이나 포퍼의 반증주의 

등과 폭넓게 부합하는 것인 반면, 닌의 비 13)에 내  모순 투성이

인 념론으로 묘사된 마하의 과학 이 편  독해와 오해석의 결과

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오히려 마하의 학문 은 일상  인간의 구체

인 삶의 조건과 그것이 한정하는 지평에서 성립하는 세계 경험에 

한 충실한 고려를 반 하고 있다.14)

한편, 사유와 사유가 상호 응한다는 응의 개념은 마하의 과학

을 다 의 진화론과 유비시켜볼 때 흥미로운 지 이다. 사태에 

한 사고의 응은 유기체가 주어진 환경에 응해 가는 다  진화론

의 응 개념에 비견되는 항목이었던 반면 이 개념의 다  응항

은 그만큼 뚜렷하지 않다. 일단 사유의 상호 응을 이론 간의 상호 

응으로 번역해보자. 이론이 상호 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는 세 가지 수 에서 새겨질 수 있다. 먼 , 이론은 경험의 일차  

산물인 특칭명제 꼴의 사유를 하나의 일 된 질서 속에 편입시킴으로

써 서로 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15) 둘째, 이론의 상호 응은 컨

 역학(力學) 같은 이론 체계가 고도의 내  정합성을 지닌 체계로 

발 해 가는 과정을 뜻한다.16) ‘이론 간 상호 응’의 세 번째 의미

는 과학 체의 연결을 향한 학문의 거시  발달을 지시한다. 앞의 

13) Lenin (1909).

14) “보통사람이 세계에 해 가진 표상과 개념들은 완 하고 순수한 인식이 

그 자체로 목 의 구실을 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조건에 더 잘 부합하는 응을 향해 나아가는 노력을 통해 형성되고  

통제된다.”(AE, 26, 원문의 강조)

15) ME, 131-2, “갈릴 이는 [경사면 낙하실험을 거듭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실제 사태에  더 가까이 응시켜 가는 한편  어디서나 일 되게 

그것을 붙잡고 고듦으로써 하나의 견해에 도달하 다.”; ME, 470, 각주 

참조.

16) 실제로 마하는 ME(특히 3장)에서 이런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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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에서 마하는 학문이 항상 “특정한 경험에 사유가 응해가는 

과정”을 통해 생겨난다고 했다. 학문은 시야를 특정한 경험 역에 

제한한다. 그러나 세계는 미시로부터 거시에 이르기까지, 생명 상으

로부터 생명과 무 한 물리  상에 이르기까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 마하는 “물리학이 심리학과 하게 되면 곧 한 역의 사유

가 다른 역에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말하면서, 
이런 경우 양자가 상호 응(gegenseitige Anpassung)의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한다. 마하는 원자론을 이런 응을 향한 시도로 언 하지만, 
원자론은 그런 목 을 달성하도록 하기에 불충분한 것이라고 평가

한다. 한편 그는 이런 상호 응의 과제가 ‘감각요소로의 환원’을 통

해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17)

마하는 감각요소를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인 요소로 간주하는 자

신의 감각주의  입장도 사유경제성의 에서 정당화한다. 그리고 

그것은 ‘더 경제 인 기본 이 등장할 때까지’라는 단서조항이 달

린 잠정  입장이지 그 자체로 정당성을 지니는 최종  입장이 아니

다. 그에게 모든 것은 경제성으로 수렴하고, 경제성은 생물학  기반

의 응과 결부되어 있다. 마하의 이런 견해는 뚜렷이 진화론  인식

론의 입장을 보여  뿐만 아니라 철학  에서 볼 때 고도의 일

성을 시하고 있다. 철학  일 성이란 이론의 기 부와 상층부에

서 동일한 철학  원리가 고수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여기서 한 가지, 마하의 진화론  이 생명 상에 한 유물론

-기계론  이해와 맺어져 있지 않다는 을 짚어두고 싶다. 심지어 

마하는 [생명 상을] 탐구함에 있어 목 론  고찰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18) 이런 태도는 오늘날의 

17) “이 문제의 근간은 우리가 [감각]요소들(Elemente)을 세계요소(Weltelemente)

로 간주할 경우 해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런 기본 을 […] 

재 시 에서 경험의 모든 역에 걸쳐 유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것

은 가장 은 비용으로, 즉 다른 것들보다 경제 으로, 행의 학문체계 

체와 부합할 수 있는 견해다.”(AE, 26, 강조는 원문의 것)

18) 마하는 이 부분에 각주를 달아 자신의 탐구 과정에서 목 론  의 

고찰이 유용했던 경우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AE, 66) 마하는 20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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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론  이 뚜렷이 유물론  설명의 기반과 결합되고 있는 과 

비된다는 에서 흥미롭다. 그 다고 그가 목 론 -생기론  생명

론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는 경험 으로 확인할 길 

없는 ‘세계 목 (Weltzweck)’이나 ‘생명체의 목 ’ 같은 개념을 단

으로 거부한다. 마하는 “단지 [유기체의] 이런 혹은 런 기능이 그 

유기체의 실제 인 존속과 련하여 어떤 가치를 지니느냐, 혹은 그

것이 유기체의 존속에 어떻게 기여하느냐 하는 물음만이 그 기능 자

체에 한 이해를 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유기체의 다양한 기능

이 기계론 으로 해명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종류의 해명이 필요

한가 하는 물음은 탐구의 출발 에서 결정될 수 있는 물음이 아니다. 
해당 기능이 유기체의 존속에 어떻게 작용하여 그 종의 운명에 향

을 미쳤는지를 해명해 다면, 그런 해명이 끌어들이고 있는 개념들

이 감각경험의 기반과 유리된 ‘형이상학 ’ 개념이 아닌 한 마하는 

그 설명을 채택할 것이다.19)

나는 기계론과 목 론에 한 마하의 이와 같은 입장을 메타  차

원의 사유경제성이라는 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개별학문의 

존재의미가 사유경제성을 통해 인간의 종 (種的) 존속과 번 에 기

여해 온 데 있고 그런 의미를 더 잘 구 하는 이론이 훌륭한 과학이

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이해하는 으로서 

기계론과 목 론 가운데 어느 편이 옳으냐 하는 물음 역시 어느 편

 생기론의 가 던 한스 드리쉬(H. Driesch)와 여러 차례 서신을 통해 

학문  견해를 주고받으며 교류했는데, 목 론  사유의 정  효용에 

한 그의 언 은 이런 교류를 통해 드리쉬로부터 받은 향과 무 하지 

않다고 본다.

19) 마하는 이 지 에서 흥미로운 언 을 보탠다. “기능이 어떤 물리  수단을 

통해 발달하는가 하는 문제는 언제나 물리학의 문제인 반면, 유기체가 어

떻게 그리고 왜 응하려 하는지(wie und warum sich der Organismus 

anpassen will)는 심리학 인 문제다.”(AE, 67) 이 문장의 뒷부분은 두 

가지 의심스러운 문제 을 노출한다. 하나는 마치 마하가 모든 종류의 유

기체에 심리  차원을 인정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응이 어떤 의지의 작용에 따른 과정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이

다. 이에 한 상세한 토론은 다른 지면을 필요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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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채택하는 것이 인간종의 존속에 더 잘 사하는 도구인가의 

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상을 설명하는 과학이론과 마찬가지로 과학

 탐구를 서술의 상으로 삼는 메타  차원의 이론 역시 사유경제

성의 에서 평가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에서는 ‘생기력’ 같은 

념이 형이상학 인 것으로서 거부되어 마땅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

기체가 하나의 기계라는 념 역시 그 유용성이 명확해지기 까지는 

형이상학  가설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20)

2 에서 나는 마하의 과학사상에서 물리주의  기반을 확인할 수 

있음을 언 했고, 지 은 그의 진화론  이 물리주의와 배타 으

로 짝지어지지 않았음을 지 했다. 혹자는 이런 두 서술에서 부정합

을 감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앞의 물리주의가 넓은 의미의 물

리 인 것의 토 를 염두에 둔 개념인 반면 후자는 역사 으로 기계

론을 심으로 발달했던 유물론  을 지시하는 개념이라는 을 

간 한다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는 마

하 과학사상의 어려운 문제가 숨어 있다. 그것은 ‘물리 인 것’에 

한 그의 입장이다. 우리는 이제 마하의 존재론을 살펴보아야 한다.

Ⅳ. ‘요소들’로 이루어진 세계

마하의 과학철학이라는 주제의 경로를 따라온 우리는 이제 그의 

존재론 혹은 형이상학이라는 주제에 도달한다. 여기서 말하는 형이상

학은 과학  탐구의 근거에 한 탐구 즉 데카르트가 서술한 ‘학문의 

나무’에서 물리학을 지탱하는 아래 부분 즉 그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

는 제 1 철학을 의미하며, ‘경험  기반과 유리된 공허한 논변의 체

20) 마하의 다음과 같은 언 을 보라. “우리 에 와 같은 백과 서 의 세

계 은 고  종교들의 물활론  세계 과 칭을 이루는 하나의 기계론

 신화로 비쳐진다. 두 세계 은 부 한 공상(空想)의 방식을 통해 

각각 인식의 특정한 일면만을 과장하고 있다.”(ME, 443, 원문의 강조를 

빼고 필자의 강조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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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지칭하지 않는다. 그는 세계의 구성에 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실제로 사물들(즉 물체들)이 아니라 

색깔들, 소리들, 압력들, 공간들, 시간들―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을 감

각이라고 부른다―이다.” (ME, 459)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흥미롭게도 “물체들이 감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요소들의 복합체(Elementenkomplexe)―감각의 복합체

(Empfindungskomplexe)―가 물체들을 구성한다.”21)고 말한다. 그는 

이와 같은 우선성의 계가 독자들에게 당혹스럽게 다가오리라는 사

실을 의식하고 있다. 이런 도(顚倒)의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

다. 하나는 자연 상태의 인간이 처해 온 상황과 결부된 인식  습

이다. “자연은 감각을 통해 주어지는 요소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자

연 상태의 인간은 이와 같은 요소들 가운데 상  안정성을 띠고 

나타나는 것들,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볼 때 더 큰 요성을 지니는 

특정 복합체들을 우선 으로 끄집어낸다. 맨 처음 등장한 말, 그리하

여 가장 오래된 낱말들은 ‘사물’의 이름에 해당하는 것들이다.”(ME, 
같은 곳) 인간은 주변에서 상 인 안정성을 띠고 반복해 출 하는 

복합체들에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사유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었다. 
앞에서 논의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만일 감각에 부딪 오는 

모든 요소들에 주목했더라면 인간은 그 정보의 총량을 처리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즉 우리가 ‘사물 단 ’로 세계를 지각하고, 개념화하

고, 사유하는 것은 사유경제성의 원리에 따른 생존 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물에 이름을 붙일 때 거기에는 이미 “사물들을 둘러

싼 환경에 한 무시, 그리고 이 [요소들의] 복합체[로서의 사물]들이 

지속 으로 겪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덜 요하기 때문에 주목

받지 못하는 소소한 변화들을 고려에서 제외한다는 요소가 들어 있

다.”(ME, 같은 곳).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것에 이어져 있지만, 특

히 과학  탐구의 상황과 결부되어 있다. 컨  물리학자는 앞서 언

21) AE, 23, 원문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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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유의 습 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이 물리학의 용

어로 개념화한 상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지속하는 것들이라고 굳게 

믿는 반면 감각이 드러내는 요소들은 다만 흐르듯 스쳐 지나가는 외양

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22) 마하는 “모든 ‘물체’가 실은 요소

들의 복합체(감각의 복합체)에 부여되는 사유 기호(Gedankensymbole)
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마하가 말하는 ‘물리 인 것’이 물리 실험에 사용되는 

계기에 나타나는 숫자를 뜻하는 것도  바 나 나무 같은 사물을 

뜻하는 것도 아님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물리 인 것의 역은, 말하

자면 그가 말하는 ‘요소들’의 역이다. 그런데 요소란 어떤 것인가? 
앞서 인용된 서술로부터 그 의미를 읽어보자면 요소는 일단 ‘감각 내

용’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어도 그것은 감각과 하게 연 된 

어떤 것이다. 심지어 마하는 “통상 으로 우리가 감각(Empfindungen)
이라고 일컫는 요소들”이라고 표 하기도 했다.

그 다면 감각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요소도 없고 따라서 사물

도, 자연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이것은 18세기 반 버클

리 주교가 만난 문제이기도 했다. 그러나 마하의 해법은 그의 해법과 

다르고, 한층 더 흥미롭다. 간추려 말하자면, 마하의 ‘감각’은 ‘나의 

주 ’에만 귀속된 것도 아니고, 인간의 경험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며, 
심지어 유기체  상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이 문제는 마하의 

술과 강연에서 몇 차례 언 되었는데, 그가 물리  학의 원리들
(Die Prinzipien der physikalischen Optik)의 머리말로 작성했던 원고

를 보자.23)

22) 이는 훗날 화이트헤드(A. N. Whitehead)가 ‘구체성을 잘못 놓은 오류’ 

(fallacy of misplaced concreteness)라고 부른 것에 응된다.

23) 이 원고는 마하의 수기 노트로부터 채록되어 Blackmore et al.(1985)에 실

려 있다. 그러나 마하가 죽은 뒤인 1921년에야 출간된 Die Prinzipien der 

physikalischen Optik: Historisch und erkenntnispsychologisch enwickelt

에는 이 원고의 내용이 거의 빠진, 훨씬 짧은 서문이 실렸다. 에른스트 마하 

연구의 권 자인 게 온 볼터스(G. Wolters)는 그의 연구서 Wolters(1985)에

서 상 성 이론에 한 거부의 입장을 표 하고 있는 이 서문이 마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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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세계는 요소들 간의 상호 작용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이루어진

다. 여기서 인간의 감각에 의한 연결은 특수한 경우일 뿐이

다.”(Blackmore et al., 164, 필자의 강조)24)

과학은 인간의 경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과학에 해 논하는 한

에서는 ‘요소’를 인간의 감각이 개입한 경험의 조각을 의미하는 것으

로 새겨도 된다. 그러나 원칙 으로 마하가 말하는 ‘감각’은 인간의 

오감이 작용한 결과에 국한되지 않는다. 동물뿐만 아니라 햇빛에 따

라 개화를 조 하고 기후 변화에 따라 과실의 수량을 조 하는 식물

도 감각을 지닌다. 한 걸음 나아가, 돌멩이가 날아와 진흙 바닥에 자

국을 낸다면 그것 역시 하나의 ‘요소’가 생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다. 마하의 ‘요소’는 말하자면 극단 으로 일반화된 의미의 경험 조각

이다.25)26) 흙바닥은 돌멩이 혹은 돌멩이의 운동을 감각했고 그 결과

가 움푹 인 자국의 형태로 남았다. 날아와 떨어진 돌멩이 역시 흙

바닥을 감각했다. 그것의 표면에는 바로 그 지역의 토양 성분이 반

된 진흙 얼룩이 생겼다. 이러한 방식의 해석은 다양한 상들을 넓은 

의미의 물리 인 것의 에서 통일성 있게 조망할 수 있는 가능성

아들인 루드비히 마하에 의해 조작된 가짜임을 그런 조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한 서술을 토 로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마하가 1910년 무렵 

리드리히 아들러 등의 지인들과 주고받은 서신을 보면 그가 이 즈음에 

이미 학의 출간을 목 에 의식하면서 서문을 비했었다는 사실을 추

정할 수 있다.

24) 마하는 1872년 라하에서 행한 강연 “Über einige Hauptfragen der 

Physik”(물리학의 몇 가지 주요 문제에 하여)에서 “감각은 인간이나 동

물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물질 일반에 귀속되는 특성(Die Empfindung 

ist eine allgemeine Eigenschaft der Materie.)”이라는 가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Haller et al. (1988), 173-175 참조)

25) 돌멩이와 흙바닥의 는 필자의 해석을 표 한 것이다. 나는 마하의 ‘요

소’가 1920년 에 화이트헤드가 구축한 유기체  형이상학의 체계에서 가

장 핵심 인 개념에 해당하는 ‘ 실  존재’(actual entity)와 상응하는 개

념이라고 보며, 이와 련하여 ‘마하 → 리엄 제임스 → 화이트헤드’ 

는 ‘마하 → 러쎌과 화이트헤드’로 이어지는 향 계를 추 해볼 만하다

고 생각한다.

26) 마하의 이런 존재론을 ‘ 립  일원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Stubenberg(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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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암시한다. 물리학에 한 마하의 다음과 같은 언 은 그런 조망의 

을 암시한다:

“냉철한 물리학  탐구는 우리를 감각 느낌들에 한 분석으로 인

도해 갈 것이다. 그 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이 황산이 

아연과 결합하려는 성향과 근본 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의 의지라는 것은 돌덩이가 그 아래 바닥면을 르는 압력과 비교하

여 생각만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ME, 443)

마하의 세계는 색깔과 소리 같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과학은 요소들 간의 작용과 얽힘 계를 탐구한다.27) 인간은 자신의 

경험을 토 로 해서 이런 탐구를 실행하지만, 인간 주 의 개입 없이

도 물질  세계에서는 지속 으로 요소들이 생성되고 교환된다. 우리

가 통상 으로 감각이라 부르는 것은 오늘날 특수한 구조와 특성을 

지니도록 진화되어 온 인간의 감각기 이 작용한 산물이다. 방  인

용된 마하의 말은 우리가 일반 으로 생리학, 화학, 심리학 등으로 

분류하여 별개로 취 하는 학문들 간의 연 성 혹은 어떤 잠재된 통

일을 암시한다. 마하는 한편으로 이와 같은 통일을 머릿속에 품고서, 
학문의 분과 역들이 지닌 의미를 생각한다.

“어떤 물체가 가진 열(Wärme) A를 생각해보자. 그것은 컨  우

리가 불꽃(B)이라고 뭉뚱그려 일컫는 외부  요소와 연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경상태(N)를 비롯한 신체  요소들의 총합과도 

연 되어 있다. 각각을 상이나 요소로 보았을 때 N과 A, B 사이에

는 근본 인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구별은 우리의 행에 따

라 이루어질 뿐이다. 그런데 A와 B의 계는 물리학의 역에 속하는 

반면 A와 N의 상호 계는 생리학에 속하는 문제다.”(ME, 484)

27) “ 재로서는 우리에게 색깔, 소리, 공간, 시간 등이 최종 인 요소들이다. 

우리가 탐구해야 할 것은 그것들 사이에 주어진 상호 계(Zusammenhang)

다. 실재의 정 (Ergründung der Wirklichkeit) 역시 거기에 놓여 있다.” 

(AE,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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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과 그것으로 인해 물체에 생긴 열과 그것을 느끼는 내 몸의 

신경상태는 각기 다른 세 종류의 상이다. 그러나 그것들 각각은 모

두 요소들의 합이다. 이 셋을 요소로 분석한다면 그 ‘요소들’은 상당 

부분 첩될 것이다. 그 게 첩되는 요소들을 열에 속한 것으로, 
혹은 불꽃의 구성요소로, 혹은 열을 감지하는 신경상태에 속한 것으

로 분류하는 것은 우리의 학문  행이 하는 일이다. 불꽃에 의해 

가열되고 있는 철 을 보면서 철   몇 센티미터쯤에 손을 가까이 

하고 온기를 느끼고 있는 사람을 과학 인 에서 고찰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물리학자가 불꽃의 색깔과 그 온도 사이의 계를 분석

한다면, 생리학자는 그 열기와 실험자의 피부 감각 혹은 온도에 한 

감각을 달하는 신경체계 간의 계를 규명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세 상은 하나로 이어지고 엉켜 있다. 마하는 “이 두 계 [A-B 
계와 A-N 계] 가운데 어느 쪽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둘은 동시에 존한다. 우리는 잠시 이쪽 는 쪽을 고려에서 

제외할 수 있을 뿐이다.”(ME, 483-5)
마하는 개별과학이 하는 일이 ‘세계의 한 측면을 포착하는 것’이라

고 말한다. 그것은 ‘세계의 한 부분을 포착하는 것’과 다르다. 세계의 

어떤 작은 부분도 여러 측면을 지닌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단순한 

듯 보이는 사소한 상일지라도 그것을 완 하게 이해하기 해서는 

그것이 지닌 여러 측면에 응하는 여러 과학이 필요하다. 그것은 마

치 동일한 물체를 상이한 세 방향에서 본 평면도와 정면도와 측면도

를 통해 물체의 입체 인 모양을 정확히 악할 수 있는 것과 유사

하다. 평면도와 정면도는 각각 체 불가능한 고유의 역할을 하지만, 
둘은 어떤 방식으로 서로 일치하며, 그래야 한다.

Ⅴ. 학문의 분화와 통합

학문의 분화와 통합에 한 마하의 생각을 살펴보자. 마하는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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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서 출발했지만 그의 심은 물리학의 울타리를 넘어 생리학과 심

리학을 비롯한 과학의 활한 역으로 뻗어나갔다. 그리고 그는 학문 

체의 어떤 통일성에 한 뚜렷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 먼  그는 

문화 즉 학문  분화의 의미와 한계에 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작업의 분화 즉 탐구자들이 각자의 작업을 어떤 좁은 역에 국한

시키는 것이나  그 역에 한 탐구를 필생의 과제로 삼는 것 등은 

학문이 왕성하게 발달할 수 있기 한 필수 조건이다. 이런 [한 가지] 
분야를 마음 로 다룰 수 있기 한 특수하고도 경제 인 지  수단

은 그처럼 일면 인 치 과 제한을 통해서만 필요한 만큼의 성숙도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동시에 험도 존재한다. 그것은 

자신이 늘 다루고 있는 이런 수단을 스스로 과 평가하게 되면서, 단
지 탐구자의 손에 들린 연장에 불과한 것을 학문의 본래  목표로 간

주하게 될 험이다.”(ME, 482-3, 원문의 강조)

노년의 마하는 원자이론에 해 결국 부정  입장을 표명했던 것

으로 알려져 있고, 그것은 그가 과학자로서 도달했던 일종의 질  한

계처럼 일컬어지기도 한다.28) 마하는 뛰어난 과학자 지만 물리학자

로서는 결국 19세기  에 머물러 있었고 원자이론이 20세기 물

리과학의 강력한 패러다임이 되리라고는 미처 내다보지 못했다는 식

의 폄하다. 물리학자로서의 마하가 ‘양자역학 이 의 물리학’의 

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양자역학은 20세기의 출발과 더불

어 탄생과 발달의 과정을 겪고 있었지만, 그 과정은 이미 그 심의 

치를 옮긴 마하의 심 역 밖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에서 노년의 마하가 물리학자로서 당시 업계의 선도  을 공유

하고 있지 못했다는 평가는 부분 으로 타당성을 지닌다.29) 그러나 

체 으로 본다면 그것은 피상 인 평가인 동시에 오도 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문제를 그의 과학사상의 견지에서 바라 야 한다. 그의 

28) Brush (1968), Murzi (2007) 등을 보라.

29) 뭉뚱그려진 서술을 해 상 성 이론의 철학  배경과 련한 그의 선구

 작업은 잠시 논외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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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사상의 견지에서는 “과연 원자가 존재하느냐?” 식의 물음이 성립

하지 않는다. 문제는 원자의 개념, 그리고 그것을 근간으로 한 이론

이 그가 생각하는 과학이론의 존재의미를 성취할 수 있느냐 하는 것

뿐이다. 그리고 마하의 답은 “불충분하다”는 것이었다.30) 그는 20
세기가 발달시킨  물리학의 에서 볼 때 구식 물리학자 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물리학  입장을 1910년  이 의 에서 평

가해야 하며, 이런 에서 볼 때 그가 원자이론에 그런 유보  태

도를 취한 것은 충분한 합리성과 일 성을 지닌 일이었다.
그가 20세기 물리학의 에서 얼마나 인 물리학자냐 하는 

것은 이 논문의 취지와 련하여 기껏해야 부차 인 토론거리다. 여

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개별과학의 의미에 한 그의 견해다. 다음의 

인용문을 보자.

“내가 보기엔 자연과학의 다른 분야들에 비해 어울리지 않을 정도

로 커져버린 물리학에서 진행되어 온 형식상의 발달을 통해 실제로 

그것[도구에 불과한 것을 목 으로 여기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

진 것 같다.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사유의 도구라고 할 질량, 힘, 원자 

같은 개념들은 우리의 경험을 경제 인 구조 속에 정돈된 형태로 

환기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임무도 띠고 있지 않다. 그런데 

부분의 과학자들이 이런 개념들에다가 사유의 역을 월한 실재의 

지 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힘이나 질량이야말로 원

래 탐구되어야 할 상이라고 여긴다. [……] 우리는 사유의 무  

에서 세계[의 모습]을 상연(上演)하기 해 필요한 지  보조도구들을 

실제 세계의 근본 구조로 오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ME, 483, 마하의 

강조를 빼고 필자의 강조를 더함)

물리학을 비롯한 개별과학의 존재의미는 ‘우리의 경험을 경제 인 

구조 속에 정돈된 방식으로 환기시키는 것’이고, 그 과정에 동원되는 

과학  개념들은 그런 목 을 한 도구의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런 

개념들에 한 올바른 심사는 그것들이 그런 도구로서의 목 에 충

분히 사하는가이다. 과학  개념은 이론의 성장과 더불어 변모하고 

30) 앞의 [각주 17]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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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한다. 즉 특정한 개념이 과학  개념으로서의 목 에 충분히 부

합하는가의 여부는 이론의 발달과 더불어 달라지는 문제다.31) 학문의 

의미는 그것의 도구성에 있다. “모든 학문은, 그 근원을 따지자면, 삶

에서 발생하는 필요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4  끝부분의 논의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태의 특정한 측면들을 다루는 데 합하게 발달된 

도구로서의 개별학문들은 결국 체의 맥락 속에서만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얻으며,  그런 체의 에서만 충분하고 하게 평가

될 수 있다. 개별과학의 논의 자체에 묻  그런 체의 맥락을 잊

고 세계의 특정한 측면을 그려내기 한 지  장치들을 그 자체로 

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어리석은 일이다.

“학문은 특수한 문 역에 따라, 그리고 그것을 가꾸는 사람들의 

편 된 성향과 능력에 따라 미세한 가지들로 나뉘지만, 이런 가지 하

나하나는 오로지 체와의 계 속에서만 완 하고 신선한 생명력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가지들 각각은 오직 이런 연결을 통해서만 그것

의 본래 목 을 향해 성공 으로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편 된 

발달로 인해 기형 인 모습이 되는 일 한 방지할 수 있다.”(ME, 
482, 원문의 강조)

31) 여기서 한 가지, 마하가 단순히 ‘직  찰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자 개념을 거부했던 것이 아님을 밝 두고 싶다. 마하는 역학의 발달
에서 ‘분자’(Moleküle)와 ‘분자력’(Molekularkraft)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

다. (특히, 유체역학을 다루고 있는 3장 10 을 보라.) 그런데 분자나 분

자력 역시 그 자체로는 찰 가능한 상의 범 에 속하지 않는 개념이

므로, 우리는 ‘분자는 인정한 마하가 어째서 원자는 인정하지 않았을까?’

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다. 인의 에서 보면 이것이 H2O의 존재

는 인정하면서도 H와 O의 존재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이

상한 태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문에 한 답은, 마하가 당시의 

원자 개념을 거부한 핵심  이유가 ‘원자는 찰 가능한 상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원자 이론이 그가 요구하는 과학 이론의 격 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만일 마하가 1930년

까지의 원자론의 발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원자 이론에 한 평가의 

변이와 더불어 ‘원자 같은 것이 존재하느냐’는 물음에 한 그의 단 역

시 달라졌으리라고 생각한다.



에른스트 마하의 과학사상 303

Ⅵ. 경험비판과 반형이상학

아베나리우스의 순수경험비 (Kritik der reinen Erfahrung)은 경

험의 일반  구조에 한 비 -철학  탐구를 함축하는 ‘경험비 ’
의 개념을 제시했다. 이 서는 1888년에 처음 출간되었지만 경험비

에 한 논의는 1870년 부터 진행되었고, 이 시기의 마하 역시 유

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마하는 ME에서 비록 자신이 아베

나리우스와 독립 인 사유의 경로를 거쳐 왔지만 이런 탐구의 의의에 

해 자신이 아베나리우스와 의견을 폭넓게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개념은 마하의 술에 자주 명시 으로 등장하는 개념은 

아니다. 컨  ME에서 이 개념은 자 서문에 단 한 번, 형용사꼴

(empiriokritisch)로 등장했을 뿐이다.3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은 

마하의 사상에 한 서술에서 요한 치를 유한다. 이런 사실을 

간 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가 있다. 닌(V. I. Lenin)
이 1909년 발표한 서 유물론과 경험비 론(Materialism and Emp-
iriocriticism)이 그것이다. 이 책에 닌은 당시 소비에트 진  내에서 자

신의 사상  경쟁자 던 복다노 (Alexander Aleksandrovich Bogdanov) 
등을 겨냥하여 ‘반동  철학에 한 비  논 ’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당시 닌이 꽤 방 한 양의 논의를 통해 공격했던 ‘반동 철

학’의 철학  배경에는 마하와 아베나리우스의 경험비 론이 존재한

다. 특히 닌은 이 서에서 자신의 공격이 겨냥하는 과녁을 ‘마하

주의자(들)’로 범주화할 뿐만 아니라 주로 마하의 술과 강연 내용

32) “지난 [19]세기가 막을 내릴 즈음해서 역학에 한 나의 서술은 가장 행

복한 시기를 렸다. 역학이라는 학문과 련해서 가장 등한시되어 온 면

모가 경험비 (empiriokritisch) 측면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실감하고 

있는 것처럼 보 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칸트의 통이 력을 발휘하

고 있다. 사람들은 다시 역학을 선험 으로 정당화해야 할 필요를 느끼

고 있다. 이런 마당에 내가 취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경험 인 역에 

해 우리가 선험 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그 역 

체를 여러 차례 조망하고 난 뒤에 철 한 논리  신 함 앞에 시되

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1912년 발간된 ME 제7 의 자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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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직  인용해가면서 그 내용을 비 하는 서술 방식을 취한다. 닌

은 마하의 경험비 론을 념론의 한 형태로 평가하는 한편 물리학자 

마하가 스스로 경험과학의 을 시하는 태도를 표방하면서 이런 

념론을 펴는 것은 명백한 내  부정합을 의미한다고 공격했다.33)

아베나리우스와 마하로 표되는 경험비 론(Emiriokritizismus)은 19
세기 말 감각주의(Sensualismus)의 토  에서 구축된 인식론  입장

으로, 감 을 통한 신체  지각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세계  경험의 

배후를 캐는 서술  감각 분석의 방식을 취했다. 이들은 그런 경험을 

구성하는 감각  요소들을 우리에게 직  주어지는 감각자료의 차원

까지 분석해 들어갔고, 객 성을 추구하는 학문은 이 게 우리의 지

각에 직  주어지는 감각자료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경험

비 론은 주로 독일어권에서 논의되었고, 오스트리아의 곰페르츠(H. 
Gomperz)와 클라인페터(H. Kleinpeter), 독일의 페 트(J. Petzoldt), 페

어보른(M. Verworn) 등을 주요 인물로 꼽을 수 있다. 국의 피어슨

(K. Pearson)도 유사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경험비 론은 20세기 

반 이후 활발하게 논의된 과학  세계 의 구축에 향을 미쳤고, 
빈 학단과 그 계승자들이 범 하게 공유했던 반형이상학  태도와 

물리주의  입장에 계승되었다.
아인슈타인에게 한 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는 마하의 뉴튼 

비 의 바탕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경험비 의 시각을 확인할 수가 

있다. 마하의 이른바 ‘반형이상학’(Anti-Metaphysik)은 이와 같은 경

험비  태도의 표 이고,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사유경제성을 향한 

자연탐구자의 태도의 표 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인간의 지  역 

체에서 형이상학을 추방하라!”라는 주장이 아니라, “자연탐구에서 

33) 닌은 마하의 사상이 버클리 류의 념론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는 요지의 논변을 거듭 구성한다. 이 서에 나타난 닌의 주장과 마하 

해석은 따로 고찰할 만한 흥미로운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그것이 비

록 문 인 철학  분석의 엄 한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지만, 마하의 

인식론과 존재론에 한 개연성 있는 오해석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그런 작업은 이 논문의 구조와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회로 미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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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상학  요소를 제거하라!”는 주장이다. 이런 에서, 어도 일차

으로는, 만일 마하의 반형이상학을 흄의 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1758) 마지막 부분의 “궤변과 환상에 불과한 

그것을 불길 속에 던져버려라!”라는 권고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한다

면 자의  해석의 오류를 지르는 셈이다.
그러나, 자연탐구의 논의와 련된 범  안에서만 보더라도 마하의 

반형이상학은 당  빈을 심으로 한 유럽의 지성계에 요한 향을 

미쳤다. “인지할 수 없는 것, 즉 감각을 통해 보여  수 없는 것은 

자연과학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34)는 마하의 반형이

상학  과학 은 세기말 빈의 사상  정조와 부합하는 것이었던 동시

에 그것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거두었고, 19세기말과 20세기 에 이르

는 시기 그것을 주도하는 구심 이 되었다.35) 여기서 형이상학은 무

(無)나 원성, 신의 섭리 같은 통 인 형이상학  주제들에 천착하

는 논의만을 뜻하지 않는다. 마하가 경계하고 탈피하려 했던 형이상

학은 특정한 교설의 체계라기보다 일종의 지  태도 다. 이런 의미

의 형이상학은 자연과학 내부에서도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만일 

과학자가 자신의 이론을 신 하는 나머지 그 이론이 실재를 그 로 

반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에 포함된 개념들이 하나하나 실재의 

응항을 갖는다고 믿는다면, 마하는 그에게서 형이상학 인 태도를 

확인할 것이다.36)

우리는 4 에서 세계의 구성에 한 마하의 견해를 고찰했고, ‘요

34) ME, 218, 원문의 강조.

35) 빈에는 마하 말고도 이미 그가 빈 학에 부임하기 부터 반형이상학의 

깃발을 내걸고 활동했던 슈퇴어(Adolf Stöhr) 등의 인물들이 있었다.

36) “성공 인 과학  가설이라고 해서 그것이 표 하는 사태 연 이 세계의 ‘실

재 인’ 상태를 그 로 복제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결정 인 실수가 된다

고 마하는 생각했다. 가설을 그처럼 존재론 으로 읽는 것(Ontologisierung)

은 ‘형이상학’에 해당한다. 마하식의 규범  이해에 따라 말하자면 과학의 

임무는 그런 형이상학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실질 인 과

학  진보의 시기들을 ‘탈형이상학화’(Entmetaphysierung)’라는 성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볼터스(G. Wolters)가 ME의 1988년 재인쇄 에 붙

인 머리말)



논문306
소’의 개념을 심으로 하는 그의 견해를 나는 ‘마하의 형이상학’이
라고 불 다. 그런데 이런 서술은 마하의 사상에서 요한 치를 차

지하는 ‘반형이상학  ’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부 한 것은 아

니었나? 나는 그 지 않다고 본다. 마하가 견지했던 반형이상학의 입

장은 철학의 한 통  역을 제거하는 일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었

다고 보기 때문이다.37) 그가 경계하고 제거하려 했던 것은, ‘형이상학

으로 인식되지 않은 형이상학’이었다. 컨  그것은 물리학의 논의

에 물리학  물음의 일부분인 양 끼어든 형이상학  주장이었고, 그

것을 가려내지 못하는 미분화된 시각이었다. 달리 말하자면, 마하의 

반형이상학의 핵심에는 자연탐구와 철학 -형이상학  탐구를 구별하

고 분리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마하는 철학  탐

구가 비록 원리 으로는 경험  차원의 자연탐구보다 먼  있는 것―

제 1 철학―이지만 실 으로는 계속 그 내용이 자연탐구의 성과를 

토 로 보완되고 수정되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38)

마하의 사상은 빈에서 강한 울림을 만들어냈고, 20세기 사상사에서 

흥미롭고 오래 지속된 지  반향을 만들어냈다. 그 에서도 마하의 

향 아래 싹트고 성장한 빈 학단(Wiener Kreis)은 가장 흥미로운 경

우일 것이다. 내가 보기에 빈 학단은 마하를 계승하기도 했고, 그들 

나름의 ‘발 인’ 방식으로 그를 오해석하기도 했다. 물론 이에 한 

논의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37) 이와 련하여, 마하의 사상을 계승했다고 일컬어지는 논리실증주의자들

의 입장은 다시 별도로 분석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38) 마하 연구자들은 마하의 술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나는 철학자가 아니

라 자연탐구자(Naturforscher)일 뿐이다.”라는 자기 평가를 다양한 에

서 해석하는데, 나는 이 말의 의미가 여기서 논한 ‘과학과 철학의 계’라

는 에서도 조명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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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rnst Mach’s Philosophy of Science

Ko, In-Sok

Ernst Mach was a central figure of the fin de siècle and an important 
bridge between the 19th and 20th century in the history of European 
thought. This paper aims to delineate the essential features of Mach’s 
philosophy of science. For Mach, the aim of science is economy of 
thinking (Denkökonomie); science is a system of economical description 
of the phenomena we encounter. Sciences are developed through 
adaptation, adaptation of the thought to facts and adaptation among the 
thoughts. Mach’s philosophy of science manifests a pioneer version of 
evolutionary epistemology. He develops an ontology, a type of neutral 
monism, where the notion of elements plays a key role. This provides 
a philosophical foundation for the potential unity of the physical and 
biological sciences and of psychology. His empiriocriticism, which was 
the source of his famous critique of Newtonian absolute space, results 
in an anti-metaphysical stance. Mach’s ‘Anti-Metaphysik’, though, should 
be understood as a thesis on the separation of science and metaphysics, 
not as propaganda for the annihilation of metaphysics per se.

Keywords: Ernst Mach, Denkökonomie, Evolutionary View of Science, 
Elements, Anti-Metaphysi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