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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존 스튜어트 벨은 드완－베란이 고안한 특수상 성이론과 관련된 

우주선 사고실험을 통해 피츠제럴드 수축이 좌표계 사이의 변환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물리적 과정임을 강조했다. 팀 모들린은 벨의 사고

실험을 이용하여 특수상 성이론에서 시계와 막 자가 하는 역할을 논의하면

서 로렌츠 수축에 한 새로운 해석을 제안했다. 하비 브라운, 로버트 디사 등

은 상 성이론을 시공간에 한 논의로 보는 주된 해석에 항하여 ‘동역학적 

관점’이라 부르는 접근을 제시했다. 이 논문은 벨의 우주선 사고실험을 상세하

게 고찰하고, 이와 관련된 벨의 설명과 모들린의 논의가 ‘동역학적 관점’을 통

해 가장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음을 보인 뒤, ‘동역학적 관점’이 지니는 문제점

들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토 로 벨의 논의는 하나의 안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반면, 이와 관련된 모들린의 제안은 부적절함을 주장할 것이다. 

Ⅰ. 서론

상 성이론은 잘 정립된 물리학 이론 중 하나로서 그에 한 해석이 표

준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양자역학의 경우는 코펜하겐 해석에도 불구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제안되고 나름의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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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상 성이론의 해석은 한 가지로 확립되어 있거나, 적어도 표준화

된 해석을 향해 여러 상이한 접근들이 수렴되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

다. 그러나 실상 상 성이론에도 양자역학만큼이나 다양한 철학적 해석들

이 있을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 이 논문의 동기 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는 

벨의 우주선 사고실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공간에 한 소

위 ‘동역학적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상 성이론의 해석 문제

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존 벨은 다음과 같은 사고실험을 통해 특수상 성이론의 의미를 재조명

했다(Bell 1976/1987). (그림 1)의 (a)처럼 세 우주선 A, B, C가 서로 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자. 우주선 A는 나머지 두 우주선 B, C와 같

은 거리에 있다. (b)처럼 어느 순간 A가 동시에 B와 C에 신호를 보내면 두 

우주선이 발진 장치를 켜서 순간적으로 일정한 속도를 얻게 만든다. 만일 

(c)처럼 우주선 B와 C 사이에 끊어질 수 있는 실을 팽팽하게 연결해 두었다

면, 로렌츠－피츠제럴드 수축 때문에 실의 길이가 짧아져서 결국 실이 끊

어지게 된다. 

그림 1 벨의 우주선 사고실험 (출처: Redžić 2008a)

팀 모들린은 벨의 우주선 사고실험을 이용하여 특수상 성이론에서 시

계와 단단한 막 가 하는 역할을 논의하고 있다(Maudlin 2012). 그런데 특

이하게 모들린은 길이 수축에서 좌표에 따른 길이 수축과 물리적 길이 수축

을 구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좌표에 따른 길이 수축은 같은 사건을 다른 각

도에서 바라보는 것이거나 같은 사건을 다른 좌표계에서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벨의 우주선 사고실험에서처럼 실이 끊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원자간 힘에 따라 달라지며 물리적 효과를 나타내는 길이 수축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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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르다는 것이다. 모들린의 이 낯선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모
들린의 주장은 가령 상 성이론에 한 오해에서 비롯한 것인가, 아니면 상

성이론에 한 또 다른 해석인가, 아니면 기존의 표준적 해석에 한 상

세한 해설인가? 
이 논문은 벨의 우주선 사고실험을 상세히 고찰하고, 이를 명확하게 해

명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표를 둔다. 나아가 이와 관련된 모들린의 논의를 

간략하게 살핀 뒤, 브라운, 디사, 양경은 등이 상 성이론을 시공간에 한 

논의로 보는 주된 해석에 항하여 제안하고 발전시킨 ‘동역학적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벨의 우주선 사고실험과 관련된 모들린의 논의가 부

적절함을 보이고, 상 성이론 해석에 한 이 사고실험의 함의를 논의한다.1)

Ⅱ. 벨의 우주선 사고실험

원래 벨의 우주선 사고실험을 처음 고안한 것은 드원과 베란이다

(Dewan-Beran 1959). 정지 좌표계 S에서 똑같게 만들어진 우주선 B와 C
를 같은 방향으로 놓은 뒤, 동시에(정지 좌표계 S를 기준으로) 발진 장치를 

켜면 두 우주선의 운동이 똑같기 때문에 두 우주선 사이에는 상 운동이 없

고 따라서 두 우주선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다. 이제 두 우주선 사이엔 가느

다란 실이 팽팽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자. 실은 우주선의 운동에 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두 우주선의 발진 장치가 켜지면 실은 정지 좌표

계 S를 기준으로 운동하게 되고 일정한 속도를 얻게 되므로, 정지 좌표계 S

에서 측정할 때 실의 길이는 로렌츠 수축만큼 줄어들게 된다. 두 우주선 사

이의 거리는 일정한데, 실의 길이는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결국 실은 끊어지게 된다.

1) 이 논문은 상 성이론에 관련된 철학적 논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독자가 특수 및 일

반 상 성이론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하되, 더 상세한 사항을 위해 관련된 

표적 참고문헌을 인용한다. 이 논문에서는 인용된 저자들의 독창적인 주장보다는 

전반적인 논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인용의 경우에만 해당 페이지를 명시하고, 
일반적으로 (저자 연도)의 형식으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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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원과 베란이 이 사고실험의 논변을 위해서 강조하는 것은 (a) 두 우주

선을 연결하는 실의 양 끝 사이의 거리와 (b) 서로 연결되지 않은 채로 독립

적으로 동시에 정지 좌표계에 하여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같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설명하는 드원과 베란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만일 우주선들이 순간적으로 가속되어 일정한 속도를 얻은 뒤에 두 우주

선 사이의 거리가 줄어든다면, 정지 좌표계 S를 기준으로 두 우주선의 속도

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두 우주선은 똑같게 만들어졌다고 했고 

동시에 가속을 시작했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율이 같다. 두 우주선 사이의 

상 속도가 0이 아니라는 것은 두 우주선의 속도의 변화율이 다르다는 것

을 의미하므로 모순이 된다.
이와 달리 두 우주선 사이에 실이 연결되어 있다면 실은 로렌츠 수축을 

일으키게 된다. 드원과 베란에 따르면, 

“실이 수축되는 이유는 실의 양 끝 사이의 거리가 ‘고유 로렌츠 좌표계’에 

하여 정의되기 때문이다. 실이 상 론적 의미에서 ‘강체’라고 가정하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거리이다. 이는 실을 기준으로 움

직이는 좌표계에서 측정이 이루어진다면 수축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실이 우주선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실의 정지 길이를 정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허용된다. 미리 규정된 방식으로 관성좌표계에 하여 움

직이는 두 물체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순간 정지좌표계에 해 정의된 속

박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다.”(Dewan-Beran 1959, 518) 

그런데 이 논변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특수상

성이론에서 로렌츠 수축은 물체에서만이 아니라 공간 전체의 길이가 줄어

드는 것이고, 관찰자가 있는 관성계와 관찰 상이 있는 관성계 사이에 상

속도가 있다면 언제나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 정지 좌표계 S에서 

볼 때 두 우주선을 연결하고 있는 실이 로렌츠 수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2) 우주선들이 잠시 가속되긴 하지만 발진 장치의 가속이 끝난 뒤에는 다시 우주선의 속

도가 일정하므로 관성계가 되고 가속이 일어나는 방식이 매 순간 순간적으로 관성계

로 간주할 수 있도록 일어난다고 가정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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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우주선이 놓여 있는 공간도 로렌츠 수축되므로 정지 좌표계 S에서 두 우

주선 사이의 거리도 로렌츠 수축만큼 줄어들어서 실은 끊어지지 않는다. 게
다가 실이 끊어지게 만드는 변형력은 상 성이론에서 잘 정의되는 개념으

로서, 어느 한 관성계에서 변형력이 0이라면 다른 관성계에서도 그래야 하

므로, 관찰자의 관성계가 달라지는 것만으로 변형력이 생긴다는 것은 있기 

힘든 일이다. 
드원－베란의 논문이 나온 직후에 에벳과 왕스니스는 논변에서의 몇 가

지 세세한 잘못이 있음을 지적했고, 노로키는 드원과 베란의 논변이 상 성

이론에서 시작해서 상 성이론과 충돌하는 결론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Evett-Wangsness 1960, Nawrocki 1962, Dewan 1963, Evett 1972).
널리 알려져 있듯이, 벨은 이 문제를 가지고 CERN의 구내식당에서 어느 

저명한 실험물리학자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실험물리학자는 실이 끊어지

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벨이 특수상 성이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고 말했다. 다시 이론 부서로 가서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구했는데 부분 

실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쪽으로 기울었다가, 벨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난 

뒤에야 실이 끊어진다는 데에 동의했다고 벨은 말하고 있다. 가령 어느 한 

우주선에서 다른 우주선을 보면 상 방이 점점 더 멀어져가는 것으로 보이

기 때문에 실이 그 로 유지될 수 없음을 납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Bell 
1987, 68).

드원－베란－벨의 사고실험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 상황을 조금 바꾸어 

보자. 가령 정지 좌표계 S에서 멈춰 있는 세 우주선 A, B, C를 생각하자. 우
주선 B와 우주선 C 사이에는 가느다란 실이 연결되어 있다. (그림 2)에서

는 논의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 정지 좌표계 S에서 멈춰 있는 관찰자는 우주

선이 아니라 우주정거장에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림 2)의 (a)는 (그림 

1)의 경우와 같은 상황이다. 우주정거장에 있는 관찰자 A에게는 우주선 B
와 우주선 C를 연결한 실이 로렌츠 수축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일 정

지 좌표계 S에서 우주선 B와 우주선 C 사이의 거리가 그 로 유지된다면 

드원－베란－벨의 설명처럼 그 실이 끊어진다. 
이번에는 (그림 2)의 (b)와 같이 우주정거장에 있는 관찰자 B와 C가 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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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벨의 우주선 사고실험의 확장 (출처: 김성철 2013)

춰 있는 상태에서 우주선 A의 발진 장치를 켜서 우주선 A가 일정한 속도를 

얻는다고 하자. (a)의 경우처럼 B와 C를 우주정거장이 아니라 우주선이라

고 해도 좋다. 정지 좌표계 S에서 보면 관찰자 B와 C는 정지해 있고 그 사

이의 거리도 달라질 이유가 없으므로 연결된 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

는다. 
그러나 (b)의 상황은 (a)의 상황을 상 방 관성계에서 본 것에 지나지 않

는다. 따라서 우주선 A의 관점에서 보면, 관찰자 B와 관찰자 C를 연결하는 

실은 끊어진다. 우주정거장에 있는 관찰자 B와 C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

데, 우주선 A의 발진 장치가 켜져서 일정한 속도를 얻는 것만으로 그 실이 

끊어진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를 더 명료하게 보기 위해 (c)와 같이 우주정거장에 관찰자 A와 D가 

있고 그 사이에 가느다란 실을 팽팽하게 연결해 두었다고 하자. 관찰자 A
와 D는 정지 좌표계 S를 기준으로 정지해 있고, 정지 좌표계 S에서 동시에 

신호를 받은 우주선 B와 C가 동시에 발진하여 일정한 속도를 얻는 상황을 

생각하자. 드원－베란－벨의 설명을 따른다면, 관찰자 A와 D가 보기에, 
우주선 B와 우주선 C 사이의 거리는 일정한데, 이 둘을 연결한 실은 로렌츠 

수축을 일으켜서 짧아지므로 실이 끊어진다. 관찰자 A와 D가 자신들을 연

결한 실을 본다면 (b)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실은 끊어지지 않는다. 상황을 

바꾸어 우주선 B와 C에 있는 관찰자들이 두 실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우
주선 B와 C가 보기에는 우주정거장에 있는 관찰자 A와 D를 연결한 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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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진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다. 관찰자 A와 D가 아무 것

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우주정거장에서 떨어져 있는 두 우주선 B와 C가 발

진한다는 사실만으로 두 관찰자 A와 D를 연결한 실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

문이다. 게다가 같은 상에 해 한 쪽은 실이 끊어진다고 하고 다른 쪽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게 되는데, 어떤 현상이 있고 없음은 동시의 상 성

이나 길이의 상 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다.3)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귀류법의 추론에 따라 맨 처음의 논의

가 틀린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두 우주선 사이의 거리는 유지되면서 그 

사이의 실에서만 로렌츠 수축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결국 

실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

나 이러한 추론은 옳지 않다. 이를 더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시공간 도표

를 사용하여 세세하게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마츠다－
키노시타가 논의를 위해 정교하게 그린 시공간 도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

하다(Matsuda-Kinoshita 2004).4) 
물체의 길이만을 본다면 상 속도 인 두 관성계에서는 서로 상 방의 

길이를 로렌츠 수축된 ′  로 볼 것이다. 관건은 두 우주선 

사이의 거리에 해서도 로렌츠 수축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를 

명료하게 보기 위해서는 민코프스키 시공간 도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

다. 두 개의 좌표계를 생각하자. 좌표계 S1은 두 우주선 B와 C가 발진하기 

전에 세 우주선이 모두 정지해 있는 관성계이며, 좌표계 S2는 좌표계 S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도 로 움직이는 관성계이다. 논의의 편의

를 위해 두 우주선이 발진하여 일정한 속도 를 얻는 과정이 매우 짧다고 

가정하자.

3) 이와 관련된 유사한 논의로 (Petkov 2009) 참조.
4) 여기에서는 마츠다－키노시타의 논의를 그 로 가져오지 않고 단지 시공간 도표만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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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좌표계 S1에서 본 우주선들의 세계선 

(출처: Matsuda-Kinoshita 2004 수정)

(그림 3)의 굵은 선들(BB'B''B'''과 AA'A''A''')은 좌표계 S1에서 본 두 우

주선의 세계선을 나타낸다. 좌표계 S1에서   인 순간에 동시에 두 우주

선이 발진하는 것은 두 시공간 점(즉 사건) A'과 B'에서이다. 발진하기 전에 

좌표계 S1에서 본 두 우주선 사이의 거리를 이라 하면, 발진 이후 좌표계 

S1에서 본 두 우주선 사이의 거리는 A''B'''으로서 여전히 이다. 그러나 좌

표계 S2에서는 동시선(동시면)이 ′축과 평행하므로 두 우주선 사이의 거

리가 A''B''=B'A''가 된다. 
불변쌍곡선    ′ ′   를 이용하여 비교하면, 좌표계 S1에

서의 길이 과 좌표계 S2에서 B'C''과 길이가 같다. 즉 두 우주선 B와 C를 

연결한 실의 길이는 B'A''이 아니라 B'C''으로 로렌츠 수축된다. 두 우주선

을 동시에 발진시킴으로써 좌표계 S1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만들었

다면, 좌표계 S2에서 두 우주선 사이의 거리가 B'A''이므로 실의 길이 B'C''

보다 길다. 따라서 실은 끊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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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좌표계 S2에서 본 우주선들의 세계선

(출처: Matsuda-Kinoshita 2004 수정)

이번에는 (그림 4)와 같이 좌표계 S2를 기준으로 상황을 다시 살펴보자. 
두 우주선의 세계선은 앞에서처럼 굵은 세계선들 BB'B''B'''과 AA'A''A'''로 

주어진다. 좌표계 S2에서는 두 우주선이 발진하기 전까지는 일정한 속도로 

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다가   인 순간에 동시에 발진한

다. 여기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드러나는데, 발진 신호를 동시에 보낸 관성

계가 좌표계 S2가 아니라 좌표계 S1이므로,   인 순간과 ′  인 순간

이 다르다. 따라서 세계선 AA'A''A'''을 따라가는 우주선 C는 사건 A′에서 

발진을 시작하여 순간적으로 정지 상태가 되지만, 좌표계 S2에서 볼 때 세

계선 BB'B''B'''을 따라가는 우주선 B는 아직 발진하지 않고 원래의 속도(즉 

반 방향의 속도  )를 유지한다. 좌표계 S2에서는 사건 B'에 이르러야 

비로소 우주선 B가 발진을 시작한다. 따라서 두 우주선 사이의 거리가 늘어

난다는 점이 분명하게 보인다. 이는 불변쌍곡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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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비교하면 더 명백하다. 발진 이전의 두 우주선 사이의 길이를 

좌표계 S1에서 잰 값은 AB=A'B'=C''B'이며, 이 값은 발진 이후의 두 우주선 

사이의 길이를 좌표계 S2에서 잰 값 A''B''=A'''B'''보다 짧다. 두 우주선 사

이를 연결하는 실의 길이가 발진 이전의 두 우주선 사이의 길이를 좌표계 

S1에서 잰 값과 같으므로, 여기에서도 실은 끊어진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번에는 우주선 B에서 우주선 C를 바라보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우주

선 B에 타고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좌표계 S1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관찰을 

하지만, 우주선이 발진하고 난 뒤에는 좌표계 S2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관

찰을 한다. 따라서 우주선 B 자신이 발진을 시작하는 시공간 점(사건) B'과 

동시인 우주선 C의 사건은 A'이지만, 발진 이후의 고유시간으로 따지면 사

건 B'과 사건 A''이 동시가 된다. 즉 우주선 B가 보기에는 발진 신호를 받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우주선 C가 발진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미 우주

선 B는 발진해서 일정한 속도를 얻어 움직이고 있으므로, 두 우주선을 연결

한 실이 끊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마츠다－키노시타의 논의를 원용한 위의 논의는 동시 개념이 두 좌표계

에서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드원－베란－벨 우주선 사고실험의 난점

을 깔끔하게 해결했다. 즉 좌표계 S1에서는 B'과 동시인 사건이 A'이지만, 
좌표계 S2에서는 B'과 동시인 사건이 A''이다. 두 우주선이 ‘동시에’ 발진한

다고 할 때의 동시는 좌표계 S2에서의 동시가 아니라 좌표계 S1에서의 동시

이므로, (그림 2)의 (b)나 (c)의 상황과 다르다.
두 우주선의 갑작스러운 발진은 관성계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상 성이

론의 결과를 그 로 가져다 쓸 수 없다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데, 레지치

는 일반상 성이론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다(Redžić 2008a).5) 레지

치는 우주선들이 잠시 가속되어서 일정한 속도를 얻는 경우를 분석하여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6) 

5) 레지치는 우주선들이 잠시 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속되는 경우에는 실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기도 했지만, 페레구도프의 비판(Peregoudov 
2008)을 통해 결론의 오류를 인정했다(Redžić 2008b).

6) 레지치의 논의에서 “S 좌표계와 S' 좌표계”는 이 논문의 “좌표계 S1과 좌표계 S2”에 

각각 응한다. 벨의 우주선 사고실험에 한 더 상세한 논의로 Flores 2005, Fl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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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코프스키 세계에서는 똑같은 사건에 해당하는 물리적 실재가 S 좌표계

와 S' 좌표계에서 우스꽝스러울 만큼 다를 수 있다. S는 실이 끊어지는 이유

를 피츠제럴드－로렌츠 수축 때문이라고 하는 반면, S'는 동시성의 부족으

로 인해 우주선 사이에 상 속도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Redžić 2008a, 15)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약해 보자. 드원－베란－벨의 우주선 사고실험에

서는 공간의 로렌츠 수축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우주선을 연결한 실의 로렌

츠 수축만을 가지고 실이 끊어진다는 결론을 얻었는데, 이는 특수상 성이

론의 주장과 상충하며 개념적으로 모순을 일으키기 때문에 귀류법 추론을 

통해 실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그림 2)에
서 제시한 사고실험의 상황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민코프스키 시공간 도

표를 이용하여 세세하게 특수상 성이론에 부합하도록 상황을 살펴봄으로

써, (그림 2)의 직관적인 이해가 부적절함을 보 다. 즉 우주선 사이의 거리

를 S2 좌표계가 아니라 S1 좌표계에 하여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특별한 조

건 때문에 두 우주선을 연결한 실이 끊어진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 다. 
그렇다면 드원－베란과 벨의 논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벨은 왜 그리

고 어떻게 드원－베란의 사고실험을 자신의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다루었

을까? 벨이 우주선 사이의 공간이 아니라 두 우주선을 연결하는 실에만 로

렌츠 수축이 일어난다고 설명한 것은 상 성이론에 한 잘못된 이해 때문

이었을까? 
실상 벨의 논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피츠제럴드의 아이디어이

다. 피츠제럴드에 따르면, “물체가 에테르를 관통하거나 지나가면서 움직

임에 따라, 물체의 길이가 물체의 속도와 빛의 속도의 비의 제곱에 따라 달

라지는 양만큼 변한다는 가설”(FitzGerald 1899, 390, 강조는 인용자)만이 

마이켈슨과 몰리 실험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특수상 성이론의 

표준적인 해석과는 다른 관점이다. 피츠제럴드 수축이 가설로서 제안된 것

은 경험적인 근거에서 다. 벨에 따르면, “미시적인 전기력이 물질의 구조

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의 전기장이 체계적으로 뒤틀

2008, Petkov 2009, Franklin 2010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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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면 빠르게 움직이는 물질의 내적 평형을 변형시킬 것이다. 따라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모양도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Bell 1987, 69) 
이것이 피츠제럴드 수축이며, 실질적으로 두 우주선을 연결하는 실에 한 

벨의 논의는 아인슈타인의 접근이 아니라 피츠제럴드－라머－로렌츠－푸

앵카레의 접근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벨의 논의에서는 공간은 수축하지 않

고 실과 우주선만이 수축한다.7) 
벨이 보기에, 로렌츠의 접근과 아인슈타인의 접근은 한쪽이 옳고 다른 

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험적으로 두 관성

계 중 어느 쪽이 정지해 있는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 운동만이 실재

적이라고 선언한 아인슈타인과 그래도 실재로 정지 상태에 있는 관성계가 

있고 그것이 바로 에테르의 정지 좌표계라고 보았던 로렌츠의 차이는 물리

학적인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것이다. 로렌츠가 이미 알려져 있거나 추측되

고 있는 물리학 법칙들에서 출발하여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의 경

험을 추론하려고 했다면, 아인슈타인은 그냥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관찰

자들에게는 법칙들이 똑같이 보일 거라는 가설에서 출발한 것이다. 로렌츠

가 증명하려고 했던 것을 아인슈타인은 그냥 가정했을 뿐이며, 이것은 스타

일의 차이이지 물리학의 차이가 아니다. 벨은 피츠제럴드－라머－로렌츠－
푸앵카레의 기나긴 도보여행이 상 성이론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일이 아님을 강조한다. 
모들린은 최근에 출판된 물리학의 철학: 시간과 공간에서 상 성이론

의 철학적 기초를 상세하게 다루었다(Maudlin 2012). 모들린은 ‘좌표에 따

른 시간 늦어짐’(coordinate-based time dilation)과 ‘진짜로 물리적으로 시

간이 늦어지는 것’(physical time dilation)을 구별한다. 상 방 관성계의 시

간이 느려졌다고 보게 되는 것은 좌표에 따른 것인 반면, 쌍둥이 사고실험

은 물리적 시간 늦어짐이라는 것이다. 모들린은 벨의 우주선 사고실험과 관

련된 로렌츠－피츠제럴드 수축에 해 흥미로운 주장을 펼친다. 만일 로렌

7) Petkov 2009는 명시적으로 벨의 설명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상 성이

론에 한 표준적인 해석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벨의 설명이 틀린 것은 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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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피츠제럴드 수축이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이거나 같

은 사건을 다른 좌표계에서 서술하는 것이라면, 벨의 우주선 사고실험에서

처럼 실이 끊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원자들 사이에 작

용하는 힘이 아닌데도 물리적 효과를 나타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 늦어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길이 수축에도 ‘좌표에 따른 길이 수

축’(coordinate-based FitzGerald contraction)과 ‘진짜로 물리적으로 길이

가 줄어드는 것’(physical FitzGerald contraction)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 

모들린의 제안이다. 좌표에 따른 길이 수축과 달리 물리적 길이 수축은 원

자간 힘에 따라 달라지며 물리적 효과를 나타내는 또 다른 종류의 길이 수

축이다. 
모들린은 두 관성계 사이의 관계를 말해 주는 속도 부스트에도 ‘추상적 

부스트’와 ‘물리적 부스트’가 있다고 말한다.8) 우주선과 우주정거장처럼 

서로 상 속도가 있는 두 관성계에 한 부스트는 추상적인 것이지만, 갈릴

레오가 말한 배의 사고실험은 멈춰 있는 배를 일정 시간 동안 가속시켜 속

도를 갖게 만든 뒤에 가속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물리적인 또는 

능동적인 부스트라고 말한다. 벨의 우주선 사고실험의 경우도 능동적 부스

트로서 가속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실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상 성이론에 한 모들린의 접근은 표준적인 방식과 다르다. 상 성원

리와 광속일정을 가정한 뒤에 로렌츠 수축이나 시간 늦어짐을 유도하지 않

는다. 오히려 상 성이론의 핵심이 민코프스키 시공간의 구조임을 역설한

다. 뉴턴 역학의 핵심도 3차원 유클리드 공간  의 구조라고 설명한다. 이
는 곧 연속성의 문제를 정의하는 위상구조(topological structure), 직선성

과 방향의 문제를 정의하는 아핀구조(affine structure), 길이 내지 거리의 

문제를 정의하는 거리구조(metrical structure)를 선정하는 것이며, 고  작

도 문제도 펜과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가 각각 위상 구조, 아핀 구조, 거리 

구조를 나타냄을 설명한다. 상 성이론에서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구조이며, 이를 요약하는 것이 4차원 민코프스키 시공간이라는 것이다. 아

8) ‘부스트’는 한 관성계에 하여 다른 관성계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두 관

성계의 관계를 가리키는 물리학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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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슈타인의 접근에서 동역학적 이론의 밑바탕에 항상 시계와 단단한 막

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까닭은 그것이 시공간의 기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러니는 시공간의 기하구조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

된 시계와 단단한 막 도 결국 그 동역학적 이론을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인슈타인은 이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특수상 성이론에 해 특기할 점이 있다. 사람들은 이 이론이 두 가지 종

류의 물리적 상을 구별하여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 놀란다. 즉 (1) 측정을 

위한 단단한 막 와 시계 (2) 그 외의 상, 가령 전자기장, 질점 등. 어떤 의

미에서 이것은 일관되지 못하다. 엄 하게 말하면 측정 막 와 시계는 기본

방정식의 풀이(움직이는 원자들의 배열로 이루어진 물체)로 나타낼 수 있

어야 하며, 그 자체로 이론상 자기충족적인 것으로 나타내면 안 된다. 그러

나 이런 과정은 정당화된다. 왜냐하면 측정 막 와 시계의 이론을 그런 기

초 위에 놓기 위해서 임의성이 충분히 배제된 물리적 사건들에 한 충분히 

완전한 방정식을 이론의 전제들로부터 연역할 수 있을 만큼 이론의 전제들

이 강력하지 않다는 점이 애초에 분명했기 때문이다. 좌표 일반에 한 물

리적 해석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다면, 그런 비일관성을 용인하는 것이 낫

다. 다만 이론의 나중 단계에서는 그 비일관성을 제거할 의무는 남아 있

다.”(Einstein 1982, 59-61)

아인슈타인이 말하고 있는 측정 막 와 시계는 실질적으로는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를 결정하기 위한 도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것을 동역학적 기본방정식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가이다. 
벨은 왜 공간의 수축을 인정하지 않고 더 전통적인 피츠제럴드－라머－

로렌츠－푸앵카레의 방식을 따랐을까? 벨의 우주선 사고실험의 진짜 의미

는 무엇일까? 모들린의 해명은 어떤 의미일까? 다음 절에서 상 성이론에 

한 소위 ‘동역학적 관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런 의문들에 

한 답을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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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대성이론의 해석과 시공간에 대한 ‘동역학적 관점’

상 성이론은 어떤 이론인가? 물리학의 한 분야로서 상 성이론은 고전

역학을 치하는 새로운 동역학인 양 각광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속도가 매우 빠른 역에서 사용되는 또 다른 이론일 뿐이며, 가령 뉴턴역

학, 양자역학, 유체역학과 같은 비상 론적 동역학 이론들과는 별개이고, 
심지어 전자기학이나 광학에서조차 상 성이론은 특별하게 따로 다루어지

는 접근방법으로 간주된다. 상 론적 양자장이론을 비롯한 입자물리학 

역에서만 상 성이론이 비로소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만, 일반상 성이론

은 여전히 고립된 별개의 역으로 남아 있다. 
그러면 상 성이론에 해 철학적인 접근은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상
성이론의 해석은 양자역학과 달리 그에 한 표준적 해석이 존재하는 것

처럼 여겨졌고, 상 성이론과 관련된 철학적 논의는 상 성이론의 적용이

었다. 특히 그 논의는 체로 시공간 철학의 맥락에서 전개되었다.9) 가령 

물리학의 철학을 전반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버터필드와 어만의 물리철학 

핸드북(Butterfield-Earman 2007)에서 상 성이론을 다루는 벨럿(Belot 
2007)은 고전역학과 일반상 성이론에서의 시간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상 성이론의 개념적 기초를 상세하게 해명하고 있는 (Graves 1971)
이나 특수상 성이론에서 동시의 상 성과 라이헨바흐 규약성, 뉴턴 중력

이론의 기하학화, 인과구조와 시공간 기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Malament 
2007)과 같이 시공간 철학에 국한되지 않는 논의도 있다.

하비 브라운과 로버트 디사가 제안하는 ‘시공간의 동역학적 관점’ 

9) 시간과 공간의 철학은 상 성이론에 국한되지 않지만, 상 성이론에 한 철학적 논

의는 부분 시공간 철학의 문제의식 속에서 전개되었다. 알려진 표적인 논저로 J. 
Earman (1989) World enough and space-time: absolute versus relational theories of 
space and time; M. Friedman (1983) Foundations of spacetime geometry: 
Relativistic physics and philosophy of science; A. Grünbaum (1973) Philosophical 
problems of space and time; H. Reichenbach (1928) Philosophie der 
Raum-Zeit-Lehre [(1957) The Philosophy of Space and Time]; L. Sklar (1974) 
Space, time and space-time; L. Sklar (1985) Philosophy and space-time; J. Smart 
(1973) Problems of space and time.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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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al Perspective, 이 절에서 DP로 약칭)에서는 시공간 기하의 토

를 주는 것이 시공간의 구조가 아니라 동역학 법칙이라고 말한다. 시공간의 

구조는 오히려 운동법칙의 부산물이라는 것이다(Brown 2005, DiSalle 
2006). 이들은 시공간의 구조가 관성구조를 생성하는 인과적 속성을 지님

을 주장하는 ‘시공간 중심 견해’(Space-Time Centered View, 이 절에서 

STCV로 약칭)가 일면적이며 과장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브라운과 디사의 제안은 일견 시공간의 철학과 상 성이론에 한 철학

적 이해에서 전형적인 접근을 넘어서는 참신한 주장처럼 보이며, 이를 원용

하여 물리학의 이론적 구조에 한 논의에서도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다면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동역학적 관점’을 ‘시공간 중심 견해’와 비시켜 옹호하고 

있는 양경은의 접근을 중심으로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Yang 2009, 
Yang 2012a, Yang 2012b). 양경은은 시공간과 운동에 관한 뉴턴의 이론으

로부터 아인슈타인의 이론으로의 발전은 보통의 믿음과 달리 이론변화에

서 혁명적인 변화를 겪지 않았으며, 시공간 중심 관점 신 동역학적 관점

에서 보면 오히려 점진적인 변화일 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표준

적인 ‘시공간 중심 견해’와 ‘시공간의 동역학적 관점’을 비시키고 있다. 
그 전략은 먼저 더 직관적인 뉴턴 물리학에서 STCV가 아니라 DP가 방법

론적 부담도 적고 역사적으로 뉴턴 자신의 생각과도 잘 맞아떨어짐을 보인 

뒤, 이것이 일반상 성이론에서도 마찬가지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럼으

로써 시공간의 구조가 관성의 법칙을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말

하는 STCV 신 동역학적 법칙을 더 우선시하는 DP에서 보면, 아인슈타

인의 이론은 뉴턴의 이론에 비해 혁명적인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것임을 확

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브라운－디사－양이 옹호하는 ‘동역학적 관점’의 주된 주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시공간의 구조가 먼저 주어져야 이로부터 물체의 운동이 비로소 

서술될 수 있다는 STCV의 생각은 옳지 않다.
둘째, 시공간 구조는 관성구조를 생성하는 인과적 속성을 지니며,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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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은 물체가 관성과 가속도의 법칙에 부합하는 궤적을 따르도록 인과한

다는 STCV의 믿음은 옳지 않다.
셋째, 일반상 성이론은 중력을 시공간의 휘어진 구조로 환원한다는 

STCV의 주장은 옳지 않다.
넷째, 시공간과 운동에 관한 뉴턴의 이론으로부터 아인슈타인의 이론으

로의 발전은 보통의 믿음과 달리 이론변화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겪지 않았

으며, 시공간 중심 관점 신 동역학적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점진적인 변

화일 뿐이다.
이제 이러한 DP의 핵심 주장을 하나씩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것이 벨 

우주선 사고실험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논의할 것이다.

1. 실체론－관계론 논쟁과 STCV에 대한 DP의 비판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DP를 옹호하는 디사나 브라운은 시공간의 구조가 먼저 주어져야 이로부

터 물체의 운동이 비로소 서술될 수 있다는 전통적인 생각을 근본적으로 공

격한다(Brown 2005, DiSalle 2006). 이 전통적인 생각은 라이프니츠와 클

라크의 서신교환에서 나타났던 뉴턴－라이프니츠 논쟁, 즉 실체론과 관계

론의 논쟁과 연결되어 있다. STCV는 DP와 달리 실체론을 주된 존재론적 

직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DP
는 라이프니츠와 버클리와 마흐의 뒤를 잇는 관계론의 계보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10)

그러나 적어도 고전역학, 즉 뉴턴 역학에서는 DP의 주장에 실질적 내용

이 없다. 뉴턴의 접근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구조를 관성계로 명시함으로써 

아핀 구조를 확정한 뒤, 물체의 운동을 그 아핀 구조 위에서의 변화로 보고 

그 변화의 원인을 힘이라고 본다. 이를 비판하는 관계론의 계보에서는 그 

‘힘’이라는 개념을 제거함으로써 물체의 운동에만 주목하려는 경향이 있으

10) 실체론－관계론 논쟁에 해 더 상세한 것은 각주 9의 문헌들, 배선복 (2005), 박제철 

(2011), Yang (2011)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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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버클리와 마흐에게서 분명하다. 그러나 실체론과 관계론의 논쟁은 

(특히 뉴턴－라이프니츠 논쟁에 주목한다면) 이보다도 오히려 절  좌표와 

상  좌표의 문제를 둘러싼 것이다. 관계론에서도 뉴턴의 둘째 법칙으로 표

현되는 동역학적 법칙은 마찬가지다. DP가 비판하는 STCV를 뉴턴 역학에 

국한한다면,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뉴턴 역학의 서술을 시공간의 틀 안에서 

재해석하는 것에 해당하며, 굳이 말하자면 에  카르탕의 프로젝트이다. 다
시 말해 STCV는 그 자체로 실체론적인 해석과 관계론적인 해석을 모두 용

인한다. 실체론－관계론 논쟁은 STCV의 프로젝트에서 관심사가 아니다.
DP는 시공간의 본성이라는 문제는 물리적인 측정과정이 기하학적 법칙

들과 잘 일치하는지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측정과정은 소위 강체의 

운동과 같은 기초적인 물리적 과정으로부터 ‘별도로’ 정의되는 것이다. ‘일
반적인’ 물체의 거동으로부터 시공간 기하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다. 시
공간의 아핀 구조가 애초에 주어졌다고 보고, 거기에 기반을 두고 물체의 

운동을 서술하는 동역학적 법칙(즉 뉴턴의 둘째 법칙)을 구성할 수도 있지

만, 시공간의 아핀 구조를 ‘별도의’ 기초적인 물리적 과정으로부터 도출한 

뒤에, 이로부터 일반적인 동역학적 법칙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인

다. 그러나 일반상 성이론과 같은 더 포괄적이고 전일적인 이론이 아니라 

뉴턴 역학에 국한시킨다면, 이러한 주장은 공허하다. 왜냐하면 뉴턴의 둘째 

법칙이 없이 ‘별도의’ 기초적 물리적 과정을 만들거나 측정을 행할 수도 없

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 다시 둘째 법칙을 구성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는 힘을 받지 않는 물체의 운동을 인과

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디사는 시공간이 운동법칙을 설명하는 효

과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힘을 받지 않는 소위 ‘자유로운’ 물체의 운

동은 곧 시공간의 구조와 본질적으로 같다. 뉴턴의 운동법칙들이 첫째 법칙

에서 끝났다면 이렇게 시공간의 구조(관성계)가 ‘자유로운’ 물체의 운동을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그저 다른 방식의 서술에 불과했을 것이

다. 그러나 ‘자유롭지 않은’ 물체, 즉 외부의 힘을 받는 물체가 있다면, 그 

물체의 운동법칙, 즉 둘째 법칙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첫째 법칙

과 별개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면서도 이는 첫째 법칙이 확고하게 정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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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마흐나 노이만을 비롯하여 19세기 후반부에 뉴턴 역학을 다른 방식으로 

서술하려는 노력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졌지만, 부분의 경우에 첫째 법칙

이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와 힘을 받지 않는 물체의 운동을 동일시하고 있

다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뉴턴의 둘째 법칙이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

에서 도출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말할 수는 없다. 첫째 법칙이 운동학적

(kinematical)인 주장이라면, 이것만으로는 동역학적(dynamical)인 주장을 

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시공간 구조가 관성구조를 생성하는 인과적 속성을 지니

는가?

DP는 STCV의 핵심 주장으로서 “절  공간이 에테르와 동일시될 수 있

는 까닭은 그것이 관성 구조를 생성하는 인과적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절  공간은 인과적으로 효과적인 존재자이다. 절  공간은 

물체가 관성과 가속도의 법칙에 부합하는 궤적을 따르도록 인과한다(cause).” 
(Yang 2009, 279)는 점을 들고 있다. 시공간 구조가 관성구조를 생성하는 

인과적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동역학 방정식을 따르는 운동의 법칙은 시공

간 구조의 파생물이며, 시공간 구조를 명료하게 밝히는 것만으로 상 성이

론의 핵심이 확립된다는 것이다. 이는 가령 얀센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확인된다. “아인슈타인은 특수상 성이론을 원리적 이론으로 여겼다. 그러

나 민코프스키 시공간의 도입으로 특수상 성이론은 일종의 구성적 이론

이 되었다. 민코프스키의 판본에서는 특수상 성이론으로부터 유도되는 

모든 효과들에 책임이 있는 구조는 민코프스키 시공간뿐이다. 이런 관점에

서 특수상 성이론은 단지 뉴턴의 공간과 시간을 민코프스키 시공간을 

치한 것이다.”(Janssen 2002, 506, 강조는 인용자) 그런데 시공간 구조가 

관성구조를 생성하는 인과적 속성을 지닌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아인슈타인은 1924년 스위스 학술원에서 “에테르에 관하여”라는 제목

의 강연을 했다. 여기에서 에테르는 시공간의 다른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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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우리의 이해에 들어오는 방식은 특이하게 간접적이지만, 뉴턴에게

는 공간이 일종의 물리적 실재 다. [...] 우리는 뉴턴이 ‘절  공간’이라고 

불 던 역학적 에테르를 모종의 물리적 실재로 간주해야 한다. [...] 뉴턴이 

물리학의 공간을 ‘절 적’이라고 부른 까닭은 우리가 ‘에테르’라고 부르는 

것의 또 다른 성질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물체는 다른 물체에 

향을 주는 동시에 일반적으로는 향을 받는다. 그러나 뉴턴 역학에서는 

후자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에테르가 고전역학에 부합하도록 관성을 생성
하는 성질은 물질의 배열에 의해서나 혹은 어떤 다른 것에 의해 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에테르는 ‘절 적’이다. 관성계를 비관성계보다 선

호하는 원인으로서 뭔가 실재적인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은 물리학자들

이 최근에야 비로소 이해하게 된 사실이다. [...] 또한 특수상 성이론에 따

르면, 에테르는 절 적이다. 왜냐하면 관성과 빛의 전파에 에테르가 미치는 

향이 어떤 종류의 물리적 향들과도 무관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일반상 성이론은 고전동역학의 결점을 제거한다. 고전동역학에서는 관성

과 무게는, 둘 다 같은 물체상수, 즉 질량으로부터 결정된다는 사실에도 불

구하고, 전혀 다른 발현으로 나타나며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다. 상 성이론

에서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질점의 동역학적 거동을 측지선의 법칙을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이 결점을 극복한다. 측지선에서는 관성의 효과와 무게의 
효과가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일반상 성이론은 거리함수
(메트릭)와 질점의 동역학적 성질들을 에테르에 점마다 다르게 부여한다. 
이는 다시 물리적 요인, 즉 질량이나 에너지의 분포에 의해 결정된다. 따
라서 일반상 성이론의 에테르는, 절 적이지 않고, 무게가 있는 물질의 국

소적으로 변하는 성질들 안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고전역학이나 특수상

성이론의 에테르와 다르다.”(Einstein 1924, 87-90, 강조는 인용자)

아인슈타인이 언급하는 “관성을 생성하는 시공간의 속성”(trägheitspendende 
Eigenschaft, Einstein 1924, 88)은 곧 다른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기본 운동이 시공간의 속성이라는 의미이다. “비관성계보

다 관성계가 더 선호되는 원인(Ursache)”(ibid.)은 관성계가 시공간의 속성

을 군더더기 없이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고 더 직관적인 뉴턴의 운동법칙들을 생각해 보자. 뉴턴의 

첫째 법칙, 즉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멈춰 있던 물체는 계속 멈춰 

있고, 반듯하게 등속으로 움직이던 물체는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법칙은 둘째 법칙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다. 관성의 법칙은 둘째 법칙이 성

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서 관성계를 정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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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고 있는 좌표계나 가속하고 있는 좌표계[즉 비관성계]에서는 뉴턴의 

둘째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며, 오직 멈춰 있는 좌표계나 일정한 속도로 똑

바로 움직이고 있는 좌표계[즉 관성계]에서만 비로소 둘째 법칙이 성립한

다. 이것이 바로 아핀 구조이며, 아핀 구조가 정의되지 않은 (시-)공간에서

는 외부의 힘을 받지 않는 물체의 궤적을 정의할 수 없다. 
관성계에서만 적용되는 특수상 성이론을 일반화하려고 애쓰던 아인슈

타인이 비관성계 신 관성계를 더 선호해야 했던 ‘원인’(cause, Ursache)에 

한 언급은 ‘인과적 속성’(causal property, trägheitspendende Eigenschaft)
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시공간의 구조는 그 자체로 관성구조 또

는 아핀 구조이다. 
아핀 구조 또는 관성구조가 동역학 법칙에서 나온다는 DP의 주장은 뉴

턴 법칙들의 경우에 비교하면, 첫째 법칙이 둘째 법칙에서 나온다고 주장하

는 것에 버금간다. 게다가 이를 통해 반박하려 하는 주장은 사실상 STCV 
또는 상 성이론에 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관성을 생성하는”이라

는 문구 하나만으로 시공간 구조에 관성을 생성하는 인과적 속성이 있다는 

논의는 나오지 않는다.

3. 일반상대성이론은 중력을 시공간의 휘어진 구조로 환원하

는가? 

도라토(Dorato 2000)와 같은 STCV에서는 일반상 성이론의 근간이 되

는 등가원리가 중력을 시공간의 휘어진 구조로 환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등가원리는 중력을 제거하고 시공간의 구조에 집중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STCV에서는 이러한 등가원리에 따라 시공간과 관성과 중

력 사이에 접한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고, 이로부터 관성이 시공간의 구조

로부터 인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처럼 중력도 시공간의 구조로부터 인

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 양

경은(Yang 2012b)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에딩턴의 언급처럼 중력은 보편

적인 힘이라서 제거될 수 없으며, 가속도를 상 화하려던 아인슈타인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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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석이 틀렸기 때문이다. 중력은 전자기력처럼 제거해 버릴 수 있는 힘

이 아니기 때문에,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제거함으로써 관성운동을 정

의했던 뉴턴의 방식을 따를 수 없고,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을 새로운 

관성운동으로 정의해야 하며, “등가원리는 관성운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

에” 운동법칙을 물리학의 기초로 삼는 DP가 STCV보다 우월한 해석이라

는 것이 양경은의 결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일반상 성이론의 역사적 전개와 그 해석에 한 

왜곡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초기에 강한 의미의 등가원

리로서 중력의 작용과 관성계의 가속이 같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래

지 않아 성숙한 등가원리로 나아갔다.
스테이철(Stachel 1993)이 밝힌 것처럼, 아인슈타인은 1919년 12월에서 

1920년 1월에 이르는 기간에 Nature에 투고하기 위해 “Fundamental ideas 
and methods of the theory of relativity, presented in their development”
이라는 제목의 긴 논문을 준비했으나, Nature의 사정으로 1921년에 “A 
brief outline of the development of the theory of relativity”라는 제목의 

세 페이지짜리 원고를 발표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11) 원문 전체가 처음 출

판된 것은 2002년이었다.12) 이 논문에는 약한 의미의 등가원리가 상세하

게 서술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특수상 성원리가 전자기학에서 전자기장

의 전기성분과 자기성분의 구별이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상 적으로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동의 관성성분과 중력성분의 구별은 상 적

이다. 이 두 성분을 합해 놓은 것이 바로 거리함수를 나타내는 텐서 이다.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관성(Trägheit)과 중력(Schwere)이 본질적으로 

같기(wesensgleich) 때문에, 이 둘을 합해 놓은 기본텐서가 공간의 거리 속

성, 공간 속 물체의 관성운동, 중력의 작용을 결정한다(Einstein 1918, 
241). 즉 아인슈타인 중력장 방정식을 풀어서 기본텐서를 알 수 있다면, 이
로부터 시공간과 관성과 중력을 모두 알 수 있다. 기본텐서는 시공간에서 

11) Einstein 1921.
12) Vol. 7 of The Collected Papers of Albert Einstein (1987-2009), Doc. 31, pp. 

24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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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인접한 점들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10개의 함수이다. 따라서 관성과 

중력이 모두 시공간의 구조로부터 “인과적으로” 결정되고 설명된다. 또한 

기본텐서를 두 개의 항으로 나누어 쓴다면, 기본텐서는 관성에 해당하는 부

분과 중력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기술할 수도 있다( 개의 경우 근사적

으로). 등가원리는 관성운동 한 가지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공
간의 거리 속성, 공간 속 물체의 관성운동, 중력의 작용 모두에 직접 연결되

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서, 아인슈타인의 초기 해석을 따라 중력을 모두 제거하고 이

를 시공간의 휘어진 구조로 환원할 수 있다는 주장은 STCV가 아니다. 앞
의 정의에 따르면, STCV는 “시공간의 구조가 관성구조를 생성하는 인과

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견해인데, 이는 다름 아니라 표준적인 일반

상 성이론의 주장이며, 성숙한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이론을 제시하면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내용이다. 게다가 기본텐서를 두 항으로 나누어 쓴

다면 소위 선형근사 계산에서 중력을 모두 제거하고 시공간의 휘어진 구조

만으로 관성운동을 완전히 서술할 수 있다.13)

4.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혁명적인가?

논의에 더 들어가기 전에 뉴턴의 이론과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정확히 무

엇을 의미하는지 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 상은 세 가지이다. 
(1) 운동이론 (2) 중력 이론 (3) 시간과 공간의 이론. 이 세 상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원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형식이론상으로도 개념상

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뉴턴 아인슈타인

운동이론 뉴턴 방정식 측지선 방정식

력 이론 뉴턴－카르탕 이론 아인슈타인 방정식

시간과 공간의 이론 시간과 공간 리만 기하학

13) 이에 한 표적인 논의로 Janssen 2011, Janssen 201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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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론을 염두에 둔다면, 뉴턴의 이론은 중력의 작용을 물체의 외부에

서 작용하는 힘(보편중력 또는 만유인력)이라고 보는 반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보편중력이라고 흔히 부르는 것이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서술되어

야 함을 주장한다. 뉴턴의 이론을 보강한 에  카르탕의 이론에서는 중력을 

중력 퍼텐셜 함수로 서술하고, 이것이 물질의 도분포에서 정해짐을 말하

고 있다. 이와 달리 일반상 성이론에서 가장 근본적인 방정식은 다름 아니

라 아인슈타인 중력장 방정식이다. 이 방정식은 시공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10개의 함수인 거리함수텐서에 한 연립편미분방정식이며, 물질과 에너

지의 분포와 연관되어 있다. 세 번째 가능한 이론의 상으로서 시간과 공

간의 이론을 생각한다면, 뉴턴의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며, 
공간이 유클리드 기하학을 따르는 소위 편평한 공간임을 주장하는 반면, 아
인슈타인의 이론은 이를 리만 기하학에 따른 4차원 다양체와 거기에서 정

의된 거리함수 구조임을 주장한다. 
앞에서 뉴턴의 이론과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비시킬 때 세 가지 후보가 

있음을 말했다. 운동이론으로서 본다면 뉴턴의 이론은 운동학적 요소(가속

도)와 별도로 힘(퍼텐셜)을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론구성에서 개념적으

로나 존재론적으로 큰 부담을 태생적으로 안고 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질량’이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측지선 방정식과 

아인슈타인 중력장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일반상 성이론에서는 이러한 부

담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있다. 전자기학에서 전자기장의 방정식인 맥스

웰 방정식과 더불어 전자기장 안에서의 시험 전하의 운동을 서술하는 로렌

츠 ‘방정식’이 있는 것처럼, 일반상 성이론에서는 시공간의 구조와 중력

의 작용을 인과적으로 결정하는 거리함수텐서가 충족시켜야 할 아인슈타

인 중력장 방정식과 더불어 중력장 안에서의 관성운동을 정의하는 측지선

의 방정식이 있다. 이를 단순히 방정식의 맥락에서 볼 것이 아니라 방정식

으로 표현되는 운동의 법칙들이 서로 긴 하게 연관된 면을 보고 특히 기하

학에 따른 필연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것이 충분히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중력이론으로서 비교한다면, 뉴턴－카르탕 이론은 단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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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중력 퍼텐셜)를 그 원천인 물질의 도분포로부터 결정하는 것이 되

는데, 존재론적으로 그 물질의 도분포는 어떻게 주어지게 된 것인지, 그
리고 그 자신은 중력 퍼텐셜의 향을 왜 받지 않는지, 도분포가 불연속

적일 때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 해결하기 힘든 개념적 문제들을 피할 수 없

다. 이에 비하면 아인슈타인 중력장 방정식은 비록 에너지－변형력 텐서의 

의미가 불분명한 면도 있지만, 이 또한 거리함수텐서의 조합으로 주어진다

는 점에서, 뉴턴－카르탕 이론의 난점들을 체로 피할 수 있다. 
등가원리에만 국한시켜 보더라도, 외부의 힘을 받지 않는 물체의 운동이 

관성운동이라는 모호한 서술이 아니라, 측지선이 곧 관성운동이라는 더 분

명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물질과 시공간의 관계에서 시공간이 물질에 

작용을 하면서 또한 물질로부터의 작용도 받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새

로운 접근이 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시간과 공간의 이론으로 보자면, 유클리드 공간 및 이와 독립적

인 시간이라는 뉴턴 이론과 시공간이 리만 기하학이 적용되는 4차원 미분

가능 다양체라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완전히 근본적이고 혁명적으로 다

른 이론이다. 게다가 시공간 구조와 관성운동과 중력의 작용이 통일되어 있

는 서술이라는 점에서 소위 DP와 STCV는 같은 이론을 놓고 다른 측면을 

주목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5. 벨의 우주선 사고실험과 동역학적 관점

표준적인 상 성이론의 해석에서 등장하는 로렌츠 수축은 물체만이 아

니라 공간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벨은 공간의 수축을 인정하지 않고 더 전

통적인 ‘피츠제럴드－라머－로렌츠－푸앵카레의 방식’을 따라 두 우주선

을 연결한 실과 같은 물체의 수축만을 인정했으며, 이를 통해 정확히 실이 

끊어진다는 점을 밝혔다. 
벨이 드원－베란의 사고실험을 가져와 세세하게 논의한 동기는 “특수상

성이론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 다. 상 성이론의 교육에

서는 언제나 불연속성과 혁명성이 강조되게 마련이며, 시간과 공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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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을 극단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들 말한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은 상

성이론을 배우기 전에 이미 갖추어 놓은 완벽하게 건전하고 유용한 개념들

에 한 확신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것이 벨의 염려이다.
벨이 상 성이론의 표준적인 해석을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벨은 단지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전에 현상을 설명하고 다

루었던 ‘피츠제럴드－라머－로렌츠－푸앵카레의 방식’이 틀린 것이 아니

라 ‘아인슈타인의 방식’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벨이 ‘피츠제럴드－라머－로렌츠－푸앵카레의 방식’이라고 부른 것은 

앞에서 논의한 ‘동역학적 관점’과 직접 닿아 있다.14) 상 성이론을 4차원 

시공간의 이론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동역학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

써 직관적으로 바로 받아들일 수는 없더라도 전통적인 논의와 충돌하지 않

는 안적 해석을 제안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크레이그가 제안하는 특수상 성이론의 존재론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의미하다(Craig 2007). 크레이그는 특수상 성이론에 

한 해석으로, 아인슈타인의 ‘상 성 해석’과 민코프스키의 ‘시공간 해석’
과 로렌츠의 ‘절  공간 해석’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주류 해석은 4
차원 시공간을 중심에 놓는 민코프스키의 ‘시공간 해석’이다. 이것은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의 개념을 폐기해야 할 낡은 관념으로 간주하고, 4차원 

시공간이야말로 진짜 세계라고 보는 해석이다. 이 해석에서 시공간 도표

(민코프스키 도표)는 세계에 한 표상이며, 시간 느려짐이나 길이 줄어듦

은 (3+1)차원이라는 낡은 시공간 존재론을 고집할 때에만 이상한 것이 된

다. 4차원 시공간에서는 로렌츠 변환이 확장된 의미의 회전변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에게는 민코프스키 식의 기하학적 접근이 아니

라 3차원 유클리드 공간과 1차원 시간이 분리되어 있으되, 광속 일정과 상

성의 원리에 따라 서로 연관되어 있는 접근이 더 자연스러웠다. 아인슈타

인의 관심은 기하학이 아니라 운동학과 동역학이었다. 아인슈타인의 ‘상
성 해석’에서는 4차원 시공간의 존재론 신 (3+1)차원의 존재론을 주장한

14) 구체적으로 브라운(Brown 2005)은 pp. 2-8, p. 54, pp. 124-127 등에서 이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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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간 느려짐이나 길이 줄어듦 등은 다른 관성계에서 볼 때 명백한 것이

며, 시공간 도표는 세계의 ‘진짜 모습’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장치

일 뿐이다. 
지금은 거의 기억되지 않지만, 로렌츠는 이 두 가지 해석과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 여기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주장한다.

3a) 물체는 시간 속에서 지속성을 갖는 3차원 공간의 존재자이다.
3b) 절  좌표계 S0에서는 빛의 속도가 어느 방향으로나 똑같은 값이며, 또

한 광원의 속도와 무관하다.
3c) 절  좌표계 S0을 기준으로 이에 하여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좌표계에서는 길이가 줄어들고 시간이 늘어나는 상 론적 효과가 있다.

로렌츠는 형이상학적인 이유로, 에테르가 존재하며 시간과 공간은 다른 

것이고, 참된 시간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수용했다. 로렌츠는 이 가정이 상

성이론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나 민코프스키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내놓은 셈이다. 로렌츠의 해석은 직관

적인 시간과 공간 개념을 폐기하지 않고도 특수상 성이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어서 흥미롭다.15) 
벨이 ‘피츠제럴드－라머－로렌츠－푸앵카레의 방식’이라는 이름을 붙

인 상 성이론의 다른 판본은 크레이그가 말하는 로렌츠의 해석과 유사하

다. 이 판본은 상 성이론의 형식적 체계를 그 로 수용하면서도 시간 및 

공간에 한 관점과 동역학적 문제에 한 접근이 다르다는 점에서 상 성

이론에 한 또 다른 해석이 된다.
그렇다면 벨의 우주선 사고실험에 한 모들린의 설명을 어떻게 평가해

야 할까? 모들린은 시간 늦어짐이나 로렌츠 수축에 ‘좌표에 따른 경우’와 

‘물리적인 경우’의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낯선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

나 실상 모들린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게 말하

15) Balashov & Janssen (2003)은 크레이그의 저작 The Tensed Theory of Time (2000), 
The Tenseless Theory of Time (2000), Time and the Metaphysics of Relativity (2001)
에 한 논평을 통해 크레이그가 말하는 로렌츠 해석은 역사적으로도 부적합하고 개

념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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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않다. 두 관성계에서 서로 상 방의 시간이 느려졌다고 말하는 반

면, 쌍둥이 사고실험에서는 어떤 좌표계에서 보든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한 

사람의 시간이 느려지기 때문에, 앞의 경우를 ‘좌표에 따른 시간 늦어짐’이
라 하고, 뒤의 경우를 ‘물리적인 시간 늦어짐’이라고 부른 것이다. 벨의 우

주선 사고실험에서 실이 끊어지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로렌츠 수축’이 있

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이것이 ‘좌표에 따른 로렌츠 수축’과 구별되어야 한

다는 발상은 참신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것처럼 벨의 우주선 사고실험에서 실이 

끊어지는 이유는 로렌츠 수축 때문이 아니라 두 우주선이 동시에 발진한다

는 것이 어느 좌표계에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정지 좌표

계에서 우주선이 같은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실이 끊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엄 하게 따져서 계산하면 표준적인 로렌츠 수축과 다른 것

은 없다. 그런 점에서 모들린이 말하는 ‘물리적인 로렌츠 수축’은 올바른 근

거 없이 잉여적인 개념을 만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16)

모들린이 부자연스럽게 ‘물리적 로렌츠 수축’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까닭

은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를 결정하는 데 동원한 단단한 자와 시계도 동역

학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법칙을 따르는 원자들의 배열로 보기 때문이다. 모
들린은 상 성이론뿐 아니라 고전역학도 그 기초는 수적인 (또는 해석학

적인) 동역학 방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하학적인 시공간의 세 가지 구

조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모들린은 자와 시계에 한 서술의 책

임을 동역학 방정식으로 돌리면서 그 자신이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브라운－
디사의 ‘동역학적 관점’과 나란한 입장이 되었다.17) 모들린은 여러 곳에서 

16) 쌍둥이 사고실험도 표준적인 시간 늦어짐과 다른 물리적 시간 늦어짐이 있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 늦어짐’이라는 개념은 부적절하다. 게다가 ‘좌표 기반 시간 

늦어짐’이나 ‘좌표 기반 로렌츠 수축’은 마치 좌표 값만이 달라지는 수식 상의 차이라

는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옳지 않은 개념이다. 상 성이론에서 시간 늦어짐이나 로렌

츠 수축은 모두 실험을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인 현상이다. 
17) 모들린은 각주에서 간략하게 브라운의 접근을 소개하고 있다(Maudlin 2012, 119). 

“하비 브라운은 시공간이 기하에 관한 사실들이 설명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하면

서, 물리적 설명을 온전히 시공간 기하에 맡기는 프로젝트를 거부했다. 그러나 [...] 브
라운이 시공간 기하를 설명에서 물리적으로 더 근원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의심하고 있는 결정적인 목에서 반 는 ‘이러한 논증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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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 이론의 근간에는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가 있다고 말하면서 동역

학적 관점이 못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벨의 우주선 사고실험을 이

해하는 데에는 오히려 동역학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느려짐이나 길이 줄어듦 중에 좌표계 선택에 따른 일종

의 겉보기 효과도 포함되어 있는 양 왜곡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험

실 상황에서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 보아야 하며 단지 좌표계 

선택에 따른 겉보기 효과가 아니다. 

Ⅳ. 평가와 전망

이제까지 우리는 드원－베란－벨의 우주선 사고실험을 상세하게 살펴

보고, 이에 한 벨 자신의 설명과 모들린의 논의를 검토했으며, 상 성이

론에 한 안적 해석으로 제안된 시공간에 한 ‘동역학적 관점’을 상세

하게 비판적으로 살펴본 뒤, 이것이 어떻게 우주선 사고실험에 한 논의와 

연결되는지 살펴보았다. 
‘동역학적 관점’의 주창자들은 ‘시공간 중심 견해’를 비판하면서 시공간 

구조도 동역학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법칙을 통해 설명하고 이해해야 한다

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마치 ‘시공간 중심 견해’가 

옳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앞에서 여러 가지 쟁점을 통해 

보 듯이 이 두 관점의 차이는 같은 것에 한 강조점의 차이이며, 상 성

이론에 한 다른 해석일 뿐이다.
벨이 우주선 사고실험을 설명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의 방식과는 다른 방

식을 도입한 것처럼 상 성이론과 시공간의 구조에 한 해석은 다를 수 있

다. 그러나 단지 다른 해석일 뿐인데 상 방의 해석이 틀리다고 말하지 않

는 것이 중요한 만큼, 옳지 않은 해석을 성급하게 도입하지 않는 것도 중요

닐까?’라는 수사적인 질문뿐이다. 브라운은 어떤 선결문제가 요구되는지 분명히 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기 힘들다. 나는 이 점이 선결문제 요구

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논문170
하다. 안적 해석을 제시할 때에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 물리학 이론의 형식적 체계와 해석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해석의 강조가 

형식적 체계나 경험적 증거와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후의 논의에서는 벨의 우주선 사고실험에 국한하지 않고 상 성이론

에 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비교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역학적 관점’에 해 더 포괄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수준에서 과학이론과 해석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논의가 필요하

다. 또한 상 성이론에 한 여러 해석들이 형이상학에서 존재의 지속성에 

한 논쟁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해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한국과학철학회 2013년 정기학술 회에서 처음 발표되었으

며, 이 논문의 기본 아이디어는 2013년 1학기에 서울 에 개설된 “물리학

의 철학” 수업에서 얻은 것이다. 벨의 우주선 사고실험과 관련하여 열띤 토

론을 벌인 참가자 모두에게 감사한다. 특히 세 한 비평과 질문을 주신 김

필  선생님, 질문을 위해 만든 그림을 이 논문을 위해 제공해 주신 김성철 

선생님에게 감사한다. 또한 시공간에 한 동역학적 관점과 관련된 쟁점은 

2012년 분석철학회 정기학술 회에서 발표된 양경은 교수의 논문에 한 

논평에 바탕을 두었으며, 이에 해 양경은 교수께 감사한다. 모들린의 논

점과 관련하여 유용한 토론을 해 주신 이충형 교수께 감사한다. 

투   고   일: 2013. 07. 08.
심사완료일: 2013. 08. 04.
게재확정일: 2013. 08. 05.

김재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 재학교



벨의 우주선 사고실험과 시공간에 대한 동역학적 관점의 비판 171

참고문헌

박제철 2011 “라이 니츠의 계  시간론” 哲學 제109집, 97-114.
배선복 2005 라이 니츠와 클라크의 편지, 철학과 실사.
Balashov Yu & Janssen M 2003 “Presentism and Relativity” Br J 

Philos Sci 54 (2): 327-346. 
Bell JS 1976 “How to teach special relativity” Progress in Scientific 

Culture 1 (2) 1-13, reprinted in Bell JS 1987 Speakable and 
Unspeakable in Quantum Mechan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67-80.

Belot G 2007 “The Representation of Time and Change in Mechanics”. 
In Butterfield & Earman (2007) pp. 133-227.

Brown H 2005 Physical Relativity: Space-Time Structure from a 
Dynamical Perspective, Clarendon Press.

Butterfield J & Earman J eds. (2007) Philosophy of Physics, Elsevier.
Craig WL 2007 “The metaphysics of special relativity”. In Craig WL 

& Smith Q (eds) Einstein, Relativity and Absolute Simultaneity, 
Routledge, pp. 11-49.

Dewan E 1963 “Stress effects due to Lorentz contraction” Am. J. 
Phys. 31 383-6.

Dewan E and Beran M 1959 “Note on stress effects due to relativistic 
contraction” Am. J. Phys. 27 517-8.

DiSalle R 2006 Understanding Space-Time: The Philosophical 
Development of Physics from Newton to Einste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rato M 2000 “Substantivalism, Relationism, and Structural Spacetime 
Realism,” Foundations of Physics 30: 1605-1628.

Einstein A 1918 “Prinzipielles zur allgemeinen Relativitätstheorie” 
Annalen der Physik 55: 241-244.



논문172
Einstein A 1921 “A brief outline of the development of the theory 

of relativity” Nature, 106: 782-784.
Einstein A 1924 “Über den Äther”, Verhandlungen der Schweizerische 

Naturforschende Gesellschaft, 105: 85-93. 
Einsein A 1982 “Autobiographical Notes”. In Schilpp PA ed. Albert 

Einstein: Philosopher-Scientist, LaSalle. 
Evett AA 1972 “A relativistic rocket discussion problem”, Am. J. 

Phys. 40 1170-1.
Evett AA & Wangsness RK 1960 “Note on the separation of 

relativistically moving rockets”, Am. J. Phys. 28 566.
FitzGerald GF 1889 “The Ether and the Earth’s Atmosphere” Science 

13 390.
Flores FJ 2005 “Bell’s spaceships: a useful relativistic paradox’, 

Physics Education 40 500-3.
Flores FJ 2008 “Communicating with accelerated observers in 

Minkowski spacetime”, Eur. J. Phys. 29 73-84.
Franklin J 2010 “Lorentz contraction, Bell’s spaceships and rigid 

body motion in special relativity”, Eur. J. Phys. 31 291-298.
Graves JC 1971 The conceptual foundations of contemporary relativity 

theory, MIT Press
Janssen M 2002 “COI stories: Explanation and evidence from Copernicus 

to Hockney”, Perspectives on Science 10: 457-522.
Janssen M 2005 “Of pots and holes: Einstein’s bumpy road to general 

relativity,” Annalen der Physik 14 Supplement 58-85.
Janssen M 2011 ‘No success like failure ....’: Einstein’s quest for 

general relativity, 1907-1920. In M. Janssen & C. Lehner (Eds.), 
The Cambridge Companion to Einste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nssen M 2012 “The twins and the bucket: How Einstein made 



벨의 우주선 사고실험과 시공간에 대한 동역학적 관점의 비판 173
gravity rather than motion relative in general relativity”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Modern Physics 43: 159-175.

Lucas JR & Hodgson PE 1990 Spacetime and Electromagnetism: An 
Essay on the Philosophy of the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Oxford University Press.

Malament DB 2007 “Classical relativity theory”. In Butterfield & 
Earman (2007) pp. 229-273.

Matsuda T & Kinoshita A 2004 “A paradox of two space ships in 
special relativity” AAPPS Bulletin 14 (No 1 Feb 2004) 3-7. 

Maudlin T 2012 Philosophy of Physics: Space and Time, Princeton 
University Press.

Misner C, Thorne K and Wheeler JA 1973 Gravitation, Freeman.
Peregoudov DV 2008 “Comment on ‘Note on Dewan-Beran-Bell’s 

spaceship problem’”, Eur. J. Phys. 30 L3-L5.
Petkov V 2009 “Accelerating spaceships paradox and physical 

meaning of length contraction”, arXiv:0903.5128.
Redžić DV 2008a “Note on Dewan-Beran-Bell’s spaceship problem”, 

Eur. J. Phys. 29 N11-N19.
Redžić DV 2008b “Reply to ‘Comment on “Note on Dewan-Beran- 

Bell’s spaceship problem”’”, Eur. J. Phys. 30 L7-L9. 
Rindler W 1991 Introduction to Special Relativity, 2nd ed. Clarendon 

Press.
Semay S 2006 “Observer with a constant proper acceleration,” Eur. 

J. Phys. 27 1157-1167.
Stachel J 1993 “The meaning of general covariance” In: Earman J, 

Janis A & Massey G eds. Philosophical Problems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Worlds: Essays on the Philosophy of Adolph 
Grünbaum,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pp. 129-160.

Styer DF 2007 “How do two moving clocks fall out of sync? A 



논문174
tale of trucks, threads, and twins”, Am. J. Phys. 75 805-814.

Tartaglia A & Ruggiero ML 2003 “Lorentz contraction and accelerated 
systems”, Eur. J. Phys. 24 215-20.

Taylor EF & French AP 1983 “Limitation on proper length in 
special relativity”, Am. J. Phys. 51 889-93.

Yang Kyoung-Eun 2009 “The controversy on the conceptual foundation 
of space-time geometry”, 한국수학사학회지 제22권 제3호, 
273-292.

Yang Kyoung-Eun 2011 “What is not the controversy on the 
ontology of space”, 철학 분석 제24호, 119-141.

Yang Kyoung-Eun 2012a “A critique against Space-Time Centered 
View on Einstein’s special relativity”, 철학 110: 171-193.

Yang Kyoung-Eun 2012b “Space-Time Centred View vs. Dynamical 
Perspective on the Newton-Einstein theory-change”, 분석철학

회 2012 겨울 학술 회, 2012년 2월 25일, 한국외국어 학교.



벨의 우주선 사고실험과 시공간에 대한 동역학적 관점의 비판 175
ABSTRACT

Bell’s Spaceship Gedankenexperiment and the 
Dynamical Perspective on the Space and Time

Ghim, Zae-young 

By investigating Bell’s spaceship argument, I discuss the significance 
and the limitation of the alternative interpretations of the theory of 
relativity. John S Bell discussed the solution of the spaceship 
Gedankenexperiment, which was originally proposed by Edmond M 
Dewan and Michael J Beran. Bell emphasized that FitzGerald 
contraction is not an apparent effect due to the transformation of the 
reference frame, but a real physical process. I clarify the spaceship 
argument using the Minkowski spacetime diagram and explicitly show 
that the thread in the argument breaks in the both inertial frames, but 
with different reasons. Tim Maudlin proposed to distinguish physical 
Lorentz contraction from coordinate-based Lorentz contraction, when he 
accounted for Bell’s spaceship argument. I show that Bell’s explanation 
and Maudlin’s proposal can be understood from the viewpoint of the 
Dynamical Perspective, proposed by Harvey Brown and Robert DiSalle 
and advocated by Yang Kyoung-Eun. By critically examining several 
aspects of the Dynamical Perspective, I argue that Maudlin’s distinction 
of two kinds of Lorentz transformation is inappropriate, while Bell’s 
approach is legitimate. Bell’s spaceship argument gives a good 
opportunity for discussing the pros and cons of the alternative 
interpretations of the theory of relativity, such as Einstein’s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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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 Minkowski’s spacetime-centered view and Lorentz’s dynamical 
point of view.

Keywords: Bell’s spaceship argument, Theory of relativity, Dynamical 
Perspective, Interpretation of a the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