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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역학의 기초 다시 보기*†
—메타동역학의 관점 —

1)

김 재 영‡

통계역학은 고전질점역학을 바탕에 두어 열역학적 현상들을 설명하고자 하

는 물리학의 한 분야이다 이 글은 통계역학의 기초를 메타동역학의 관점에.

서 새로 검토하고 있다 먼저 통계역학의 역사적 맥락을 핵심적으로 요약하.

고 메타동역학의 관점을 개괄한 뒤에 메타동역학의 관점에서 통계역학의, ,

기초에 대한 철학적 물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논의한다 이를 통해.

고전질점역학과 통계역학이 메타동역학의 해석규칙 즉 사건서술과 상태서술,

을 연관짓는 규칙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밝힌다 동역학 서술에 개입하.

는 확률의 성격을 간략히 논의한다 이 글은 통계역학의 기초를 소재로 하여.

메타동역학의 주제를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주요어 통계역학 메타동역학 해석규칙 사건서술 상태서술 확률, , , , ,【 】

* 접수완료 심사 및 수정완료: 2001. 11. 20. / : 2004. 12. 14.

† 이 글은 한국과학철학회 년 여름 모임 과학철학의 최근 주제들 년2001 [“ ”, 2001

월 일 원광대 임해수련원 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6 29-30 , ] .

‡ 서울시립대 인문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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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과학이론의 기초 또는 토대에 대한 탐구는 과학철학에서 중요한 흐름

중 하나를 형성하며 발전해 왔다 이것은 성공적인 과학이론의 밑바탕에.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이론구조상의 인식론적 및 존재론적 전제들을 명

시적으로 밝히고 이를 통해 과학이론의 이론적 구조를 명료하게 하려는

노력이며 이를 통틀어 자연과학기초론, ‘ ( , Studies on自然科學基礎論
이라 부른다 특히 물리학이론의 기초 또는 토Foundation of Science)’ .

대를 학문적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분야를 물리학기초론‘ ( ,物理學基礎論
이라 부른다Studies on Foundation of Physics)’ .1)

이 글에서 탐구하고 있는 주제는 통계역학이라는 물리학의 한 분야의

기초이다.2) 통계역학은 현상론적인 열역학에 대한 동역학적 토대를 찾으

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이론으로서 계를 구성하는 분자들의 동역학적 이,

1) 자연과학기초론의 전형적인 예로서 장회익 을 들 수 있으며 물리학기(1990) ,

초론의 예로 김재영 을 들 수 있다Sneed(1971), (2001a) .

2)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 J. van Lith(1999), “Reconsidering the

Concept of Equilibrium in Classical Statistical Mechanics,” Philosophy

of Science, Vol. 66: S107-S118; Earman, J. & Redei, M.(1996), “Why

Ergodic Theory Does Not Explain the Success of Equilibrium

Statistical Mechanics,” The British Journal for the Philosophy of

Science, Vol. 47, No. 1: 63-78; Lavis, D.(1977), “The Role of

Statistical Mechanics in Classical Physics,” The British Journal for

the Philosophy of Science, Vol. 28, No. 3: 255-279; Schulman L. S.

& Newton R. G. & Shtokhamer, R.(1975), “Model of Implication in

Statistical Mechanics,” Philosophy of Science, Vol. 42, No. 4: 503-

511; Sklar, L.(1974), “Thermodynamics, Statistical Mechanics and the

Complexity of Reductions,” PSA: Proceedings of the Biennial

Meeting of the Philosophy of Science Association, Vol. 1974: 15-32.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관심을 두는 주제는 통계역학의 기초.

또는 토대를 확립하려는 물리학자들의 오랜 노력이다 이것은 곧 통계역학.

이라는 고유한 이론이 어떻게 잘 작동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가정과 전제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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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통계적 방법으로 확장함으로써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그런데.

실용적인 측면에서 물리학의 이론적 및 실험적 발전에만 국한시켜 본다

면 통계역학은 충분히 훌륭한 연구방법임이 역사적으로 계속 확인되었지,

만 그 개념적 및 인식적 기초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

통계역학은 대단히 많은 수의 물리적 대상 즉 분자 또는 입자 에 대한 이( )

론으로서 그 바탕에 원자이론을 깔고 있는데 물리학의 대상으로서의 물,

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암묵적 전제는 충분히 정당화되지 않은 형

이상학적 가정이다 현상을 직접 다루는 열역학이나 다른 기본 동역학에.

비해 통계역학은 존재론적 가정 자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다.

물리학이론으로서의 통계역학의 기초 또는 토대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하면 물리학자의 관점에서는 매우 불만스러운 상황이 되겠지만, ,

철학자의 관점에서는 역설적으로 반가운 일이 된다. Brush3)는 통계역학

이 제기하는 과학철학의 논점으로 이론간 환원의 문제 과학이론에 도입,

되는 통계적 방법과 확률개념 비가역성 과학이론과 모형 역학적 원자론, , , (

적 세계관 등을 거론하고 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훌륭하게 작동하는) .

이 특수한 물리학이론의 토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수준에서 (1)

물리학 이론의 구조적 특징 특정 물리학이론의 정당화에 대한 전형( ) , (2)

적인 모형 인식구조에 관한 이론 등과 같은 문제를 고찰할 수 있으, (3)

며 좀더 특수한 수준에서 확률에 대한 적확한 이해 통계역학이, (4) , (5)

다른 물리이론들과 구분되는 고유한 요소 등과 같은 문제에서도 좋은 실

마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통계역학은 철학적 반성의.

좋은 소재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그만큼 통계역학의 기초에 대한 튼실한

이해는 상당히 힘들고 복잡한 주제이기도 하다 아직까지 그 기초에 대한.

논의가 유의미하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

3) Brush, S. G.(1976), “Statistical Mechanics and the Philosophy of

Science: Some Historical Notes,” PSA: Proceedings of the Biennial

Meeting of the Philosophy of Science Association, Vol. 1976, Volume

Two: Symposia and Invited Papers: 55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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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셈이다.4) 통계역학의 기초에 관한 의미 있는 이해

를 얻기 위해서는 좀더 관점을 좁히고 접근방법을 국한시키는 것이 좋다.

그 중 한 가지 방법은 물리학이론의 기초에 대한 기존의 연구 중에서 성

공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방법을 택하여 이를 통계역학이라는 물리학이론

에 적용시켜 보는 것이다 우리는 그 기존의 연구로서 메타동역학. ‘ (meta-

을 선택했다 메타동역학이란 물리학기초론의 한 분과학문으dynamics)’ . ‘ ’

로서 동역학들의 인식적 및 개념적 구조와 개별동역학들의 상대적 차이

및 공통요소 등을 밝히고자 하는 접근을 가리킨다 이 글에서 우리는 기.

왕의 메타동역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통계역학의 기초를 다시 살펴

보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는 통계역학의 기초와 관련한 역사적 흐름을 주요한 논점

을 중심으로 개괄하고 그 다음 절에서 메타동역학의 성격과 의미와 주된,

내용을 정리한 뒤에 메타동역학의 관점에서 통계역학의 이론구조와 의미,

기반을 검토함으로써 글을 맺을 것이다.

4) 이 글과 같은 부류의 접근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중 하나는 사용하는 언어‘ ’

의 문제이다 모든 학문분야는 나름의 교류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이 글에. ,

서 다루는 주제처럼 물리학과 과학철학의 중간에 있는 분야에서는 물리학

의 언어와 과학철학의 언어가 교류지대를 충분하게 이루고 있지 못하기‘ ’

때문에 부득이하게 물리학의 언어와 과학철학의 언어가 함께 쓰이게 되고,

그럼으로써 글의 독해성이 자연스레 떨어지게 된다 이 글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은 물리학에 대한 과학철학적 접근과 역사학적 접근과 물리학적 접

근을 녹여보려는 것이다 통계역학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보다 오히려 통계.

역학의 기초에 대한 역사학적 고찰을 먼저 내세우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철학적 함의를 끄집어내려는 시도인 것이다 역사학적 고찰에서는 사료에.

바탕을 둔 역사적 사실이 우선시되지만 철학적 고찰에서는 역사적 사실,

자체보다 역사에 대한 논리적 재구성이 더 중요할 것이며 이는 물리학적‘ ’ ,

접근에서 더 심한 모습이 된다 이것은 더 일반적인 수준에서 아래를 향해.

논의되는 과학철학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과학에서 출발(top-down)

하여 위를 향해 나아가는 물리철학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bottom-up)

딜레마일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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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역학의 기초2.

열역학과 통계역학1.

통계역학은 탄생 때부터 그 기초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대개.

통계역학의 접근은 다니엘 베르누이 이후의 기체분자운동론(kinetic

을 그 기원으로 삼는다 베르누이 헤라퍼스 워터스턴 크뢰니히theory) . , , , ,

클라우지우스 등은 기체에 대한 보일 마리요뜨 샤를 게이 뤼삭 등의 현, , , -

상론적 법칙( pV = RT 을 원자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 일) .

정한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상자 안에 있는 기체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

하고 있을 때 그 상자의 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계산할 수 있게 하는 법

칙을 원자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그들은 기체는 일정한 성질을 갖는.

분자 원자 또는 입자 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정 아래 분자들 사이의 상호( )

작용 충돌 등 의 결과로 기체의 압력 온도 부피 등이 정해짐을 밝히려( ) , ,

했다 이는 곧 분자들 전체의 모임이 나타내는 현상을 개개 분자들에 대.

한 동역학으로부터 유도하려는 노력이었다.5)

베르누이 등의 접근을 더 체계화하여 열역학 전체를 분자들 사이의 상

호작용에 대한 서술로부터 유도하고자 한 것이 기체분자운동론이다 열역.

학은 열현상에 대한 경험적인 법칙을 상대적으로 더 일반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열현상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법칙들을 구성

하고 이 법칙들로부터 개별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이론이다 열역학은, .

여러 현상론적 법칙들을 포괄하는 더 일반적인 수준의 법칙 즉 열역학,

첫째 법칙 둘째 법칙 셋째 법칙 영째 법칙에서 출발하여 현상을 예측한, , ,

다.6)

5)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론간 환원의 문제로 나타나며 열역학의 통계역학적,

환원에 대한 논의로 각주 의 논문들 참조3) .

6) 영째 법칙은 열역학적 평형을 정의하고 이를 통해 평형을 이루는 계의 온

도를 정의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영째 법칙은 역사적으로는 다른 법칙들.

보다 늦게 등장했으나 논리적으로는 다른 법칙들보다 선행하기 때문에, 0

째 법칙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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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과학이론 특히 물리학 이론들은 현상에 대한 일반화된 정,

돈에 더 가까운 현상론적 이론과 이와는 매우 다른 성격의 기본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7) 케플러의 법칙과 뉴턴 역학은 이에 대한 전형적인 사

례로 간주된다 티코 브라헤의 관측결과를 현상론적으로 정리한 것이 케.

플러의 세 법칙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논구한 것이 바로 뉴,

턴의 작업이었다는 것이다 행성의 운동궤적이 타원이며 그 운동의 방식.

이 근일점에서 더 빠르고 원일점에서 더 느리게 나아가 공전주기의 제곱,

과 타원의 긴반지름의 세제곱이 비례하게끔 이루어진다는 케플러의 법칙

은 뉴턴의 역학체계에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을 받으며 운동하

는 모든 대상에 적용되는 운동 방식의 한 사례가 된다 뉴턴의 역학체계.

는 비단 태양 주변의 행성의 운동 뿐 아니라 지표면에서 던져진 물체의

운동이나 밀물 썰물까지 포괄하는 보편적인 체계라는 점에서 케플러의 법/

칙보다 더 기본적인 이론으로 간주할 수 있다.

뉴턴이 질점역학으로부터 케플러의 현상론적 법칙들을 유도할 수 있‘ ’

었던 것처럼 열역학의 법칙들을 더 기본적인 이론으로부터 유도할 수, ‘ ’

있는가 하는 문제가 세기 말 기체분자운동론의 연구자들의 과제였다19 .

당시의 더 기본적인 이론이란 뉴턴 라그랑쥬 해밀턴의 역학체계 고전질- - [

점역학 를 가리킨다] .

기체분자운동론의 연구자들이 부딪힌 첫 문제 중 하나는 열역학 둘째

법칙에 대한 이해였다 열역학 둘째법칙은 계의 상태변화에 방향성이 있.

음을 주장한다 기다란 금속막대 한쪽을 뜨겁게 달구었다고 하자 시간이. .

흐르면 한쪽 끝은 뜨겁고 다른 쪽 끝은 차가운 처음 상태는 금속막대 전

체가 같은 또는 비슷한 온도로 미지근해지는 나중 상태로 이행하며 그( ) ,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방안 한 구석에 있는 풍선 속에 몰려 있던 기체.

들은 풍선을 터뜨리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방안 전체에 골고루 퍼

지게 되며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더 높은 온도의, .

열기관은 더 낮은 온도로 차가워지면서 외부에 일을 해 주지만 그 반대,

로 더 차가운 열기관이 주변에서 일을 모아 저절로 더 뜨거워지는 일은

7) 예를 들어 Cartwright, N.(1983), How the laws of physics lie: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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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지 않는다 이것이 열역학 둘째 법칙의 기본 내용이다 비슷한 예로. .

서 큰 상자 속에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을 얇은 막으로 나누어 왼쪽,

절반에는 모두 흰 바둑돌이 오른쪽 절반에는 모두 검은 바둑돌이 있게,

한 뒤에 갑자기 얇은 막을 제거하고 상자 전체를 오랫동안 흔들면 결국, ,

두 종류의 바둑돌들이 모두 골고루 섞이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골고루.

섞여 있는 두 종류의 바둑돌이 들어 있는 상자를 오랫동안 흔들어도 결

국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반반씩 구분되어 놓이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8)

열역학 둘째 법칙의 논리적 귀결 중 하나는 평형상태의 존재이다 비평.

형상태에 있는 계는 충분히 시간이 지난 뒤에 평형상태에 이르게 되며,

일단 평형상태에 이른 계는 다시 비평형상태가 되지 않는다 질점역학을.

바탕으로 열역학 둘째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평형상태가 어떻게

평형상태로 변화해 가는지를 질점역학으로부터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 맥스웰과 볼츠만의 연구였다.

맥스웰과 볼츠만의 기체분자운동론2.

맥스웰 은 평형상태에 있는 계의(James Clerk Maxwell, 1831-1879)

개별 분자들이 나타내는 속도분포를 딱딱한 구의 강체역학으로부터 유도

했다.9) 그에 따르면 평형상태에 있는 계에서 속력이 v와 v+dv 사이에

있는 분자의 수는

f(v )d 3v=C e - a v
2

4πv 2dv

8) 엔트로피라 부르는 양이 있어서 열역학적 계의 상태의 변화는 항상 엔트로

피가 감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전형적인 표현은 단지 이와 같은

상태 변화의 비가역성을 양적으로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9) J. C. Maxwell, “Illustrations of the dynamical theory of gases” Phil.

Mag. Ser. 4, Vol. 19(1860) 19-32; Vol. 20(1860): 21-37; “On the

dynamical theory of gases” Phil. Mag. Ser. 4, Vol. 32(1866): 390-

393; Vol. 35(1868): 129-145, 18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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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어진다 이를. 맥스웰 분포라 부른다.

볼츠만 은 이 분포가 평형상태에 있(Ludwig Boltzmann, 1844-1906)

는 모든 분자 배열에 대해 적용되는 분포임을 증명하려 했다.10) 다시 말

해서 속도분포가 이와 같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기체분자들도 어

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맥스웰의 속도분포공식으로 기술되는 상태

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볼츠만은 이를 위해 먼저 속도분포함수가 시간.

에 따라 어떻게 변해나갈지를 결정짓는 방정식을 유도했다 기체분자로.

이루어진 계의 상태가 변하는 것은 분자들 사이의 충돌 서로 힘을 받아(

상호작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때문이라고 할 때 처음에 운동에너지가) ,

x인 분자와 x'인 분자가 충돌한 뒤 운동에너지가 각각 ξ , ξ ' 으로 바뀌

었다고 하면 특정 운동에너지를 갖는 분자의 수를 나타내는 속도분포함,

수 f(x)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f(x,t)
∂t

= ⌠⌡

∞

0
dx'⌠⌡

x+ x'

0
dξ[ f(ξ,t)ξ

f(ξ',t)
ξ'
-
f(x,t)
x

f(x',t)
x' ] xx'ψ(x,x ';ξ,ξ')

단 에너지 보존법칙으로부터( , x + x ' = ξ + ξ ' )

와 같은 방정식을 성립시키면서 변하게 된다 여기에서. ψ ( x , x '; ξ , ξ ')은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따른 인수로서 그 힘의 법칙이 주어진다면,

이로부터 계산할 수 있는 양이다 이 방정식을. 볼츠만 방정식이라 한다.

만일 속도분포함수 f(x)가 맥스웰 분포 f M (x , t ) = C x e - hx로 주어진

다면 이 식은 앞의 식과 같다[ ],

10) Boltzmann, L., “Analytischer Beweis des zweiten Hauptgesetzes der

mechanischen Warmetheorie aus den Satzen uber das Gleichgewicht

der lebendigen Kraft,” Sitzungsberichte der Akademie der Wissen-

schaften, Wien 이하 로 약칭( Wien. Ber. ) 63: 712(1871)[WALB Bd. I,

288-308]; Boltzmann, L., “Weitere Studien uber das Warmegleich-

gewicht unter Gasmolekulen” Wien. Ber. 66: 275-370 (1972) [WALB

Bd. I, 31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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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M (x ,t)

∂t
= 0

이 된다 다시 말해서 속도의 분포가 맥스웰의 공식으로 주어진다면 그.

분포는 시간이 흐르더라도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맥스웰의 공식.

을 따르는 속도분포줄여서 맥스웰 분포 또는 맥스웰 볼츠만 분포 는 최( - ) ‘

종 상태 정상 상태 또는 평형상태(final state)’, ‘ (steady state)’, ‘ (equili-

가 된다brium state)’ .

요컨대 볼츠만 방정식은 맥스웰 분포가 왜 평형상태의 속도분포가 되,

는지를 고전질점역학을 바탕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유도는 맥스.

웰 자신의 유도를 개선한 것일 뿐 왜 기체 분자들의 상태가 이렇게 기술,

되는 평형상태로 변하게 되는지를 말해 주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볼츠만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속도의 분포가 처음에 임의로 주

어졌을 때 시간이 흐르면 결국 맥스웰의 분포로 가게 됨을 증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볼츠만은.

H = ⌠⌡

∞

0
f(x, t){ log [ f(x, t)x ]- 1} dx

와 같은 양을 정의하고 이 양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할 수 없음을,

보였다.11) 즉, dH
dt
≤0이 된다는 것이다 맥스웰의 분포. f M (x, t)에 대

해서는

dH{ f M(x, t)}

dt
= 0

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처음에 운동에너지의 분포가 어떠하든, “

11) 이 양을 나타내는 는 독일어나 영어가 아니라 그리스어 에타H (η 의 대문)

자이다 볼츠만이 이를 에타로 나타낸 까닭은 이 양을 엔트로피. ‘ ’

와 대응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볼츠만이 사용(Entropie) .

한 기호는 였다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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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이 매우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운동에너지의 분포는 항상 필, ,

연적으로 맥스웰이 발견한 분포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엄밀하게 증명

한 것이다.”

이를 정리H 라 한다. H를 속도에 대한 적분으로 다시 쓰면

H = ⌠⌡ dω f lo g f =
⌠
⌡ f (ξ , η , ζ ) lo g f (ξ , η , ζ ) d ξ dη d ζ

가 된다 여기에서. ( ξ , η , ζ )는 속도의 세 성분을 나타낸다.

볼츠만은 H라는 양의 의미를 수학적 의미와 물리적 의미로 나누어 고

찰하고 있다.12) 먼저 그 수학적 의미는 확률계산‘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속도의 세 성(Wahrscheinlichkeits- rechnung)’ .

분을 좌표로 하는 추상적인 속도공간을 부피요소 ω로 나누어 보자 속도.

의 각 성분이 첫째 부피요소 ω에 있는 분자가 n 1ω개 있고 둘째 부피,

요소 ω에 있는 분자가 n 2ω개 있고 이와 같이 계속될 상대적 확률은,

Z =
n!

( n 1 ω )! ( n 2ω )!⋯ 단( , n = ( n 1+ n 2+⋯ )ω )

로 주어지며 위에서 정의된 추상적인 양, H는

H = ⌠⌡ f (ξ , η , ζ ) log f (ξ , η , ζ ) d ξ dη d ζ

= ω ∑
r

s = 1
n s log n s

= ω ( n 1 log n 1+ n 2 log n 2+⋯ + n r lo g n r)

와 같다 스털링의 어림공식을 이용하면 각 영역 의 분자가 가질 수. , (cell)

있는 속도의 값은 확률분포는 log Z를 최대로 되게끔 하는 분포가 됨을

보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H는 비례상수를 제외하고 보면 기체의 각각

의 상태에 대한 확률의 로그값에 해당한다 따라서. “H가 상호충돌을 통

12) 이 부분의 서술은 에 따른다Boltzmann(1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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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감소한다는 정리는 다름 아니라 상호충돌을 통해 기체분자들의 속…

도분포가 점점 더 확률적으로 분자들이 정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가까

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H라는 양의 물리적 의미는 보일 마리요뜨 샤를 아보가드로- - -

의 법칙과 연결지음으로써 드러난다 몇 가지 표준적인 기체분자들의 모.

임에 대해 소위 기체의 엔트로피“ ” S = ⌠⌡
dQ
T
를 계산해 보면 상수부분

을 제외했을 때 위에서 정의한, H에 - 1을 곱한 값과 일치한다 따라서.

볼츠만은 자신의 작업이 곧 엔트로피가 열역학적 과정을 통해 감소할 수

없다는 열역학 둘째 법칙을 뉴턴 역학으로부터 해석적으로 유도한 것이

라고 여겼다 이 주장은 이후에 뜨거운 논쟁의 핵심이 되었다 다시 말해. .

서 H는 엔트로피에 대한 역학적 유비로 이해할 수 있는지 만일 그러하,

다면 결국 열역학 둘째 법칙이 해석역학적으로 증명된 것인지 그렇지 않,

다면 이 두 측면 즉 현상론적 법칙과 역학적 설명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

지 등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더 역사적 전개를 기다려

야 했던 것이다.

볼츠만 로쉬미트 체르멜로 논쟁3. - - 13)

볼츠만의 발표에 대한 반응은 혹독했다 윌리엄 톰슨 켈빈과 로쉬미트. ( )

는 볼츠만의 결과가 에너지 보존법칙에 바탕을 둔 뉴턴역학과 모순된다

고 주장했다.14) 수학적으로 말하자면 뉴턴역학의 근간이 되는 뉴턴 방정,

식 m
d 2x
d t 2

=-
∂V
∂x
은 시간의 방향을 바꾸어 t → - t로 바꾸더라도 그

꼴이 같기 때문에 만일 어떤 시간의 함수, x = f( t)가 뉴턴 방정식의 풀

13) 이 절에서는 주로 에렌페스트의 종설논문 을 중심으로 볼(Ehrenfest, 1912)

츠만과 로쉬미트 그리고 체르멜로 사이의 논쟁을 검토하기로 한다.

14) Thomson, W.(1874), “The kinetic theory of the dissipation of energy,”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of Edinburg, Vol. 8: 325-334;

Loschmidt, J., “Uber das Warmegleichgewicht eines Systems von

Korpern mit Rucksicht auf die Schwere,” Wien. Ber., 73(1876), S.

139; 75(1877), S.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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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된다면, x = f ( - t )도 풀이로서 손색이 없다 예를 들어 시간이 과. ,

거에서 미래로 흐를 때 야구공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포물선을 그리면

서 운동하는 것이 뉴턴 역학에서 허용된다면 시간이 미래에서 과거로 흐,

를 때 야구공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운동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야구공의 궤적을 스냅사진으로 찍었을 때 사진들의. ,

순서는 분명하게 찾아낼 수 있지만 그 순서에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 이, .

것이 뉴턴 역학의 근간에 있는 가역성이다 그러나 열역학 둘째 법칙에서.

말하는 바는 시간에 방향이 있다는 것이다 유리컵이 깨져서 산산조각 나.

는 상황을 스냅사진으로 찍었을 때 누구라도 깨진 조각이 다시 모여 온,

전한 유리컵이 되는 순서로 사진들을 배열하지는 않을 것이다 유리컵의.

분자들의 운동을 생각해 보면 이는 더 분명해진다 처음 순간에 분자들이.

어떤 위치에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하자 볼츠만의 유도를 염두.

에 두고 열역학 둘째 법칙을 생각하면, dH
dt
≤0이므로

H 1≥H 2≥H 3≥⋯≥H n

과 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분자들의 속도분포는 특정의 방향으로 변해,

갈 것이다 그러나 이제 처음 조건을 바꾸어 모든 분자들이 위치는 그대.

로이지만 속도는 정확히 반대방향이 되게 하자 이는 곧 시간의 방향을.

t → - t와 같이 반대로 한 것에 해당한다 그러면 앞에서와 정확히 같은. ,

논리로

H n'≤H n - 1'≤⋯≤H 2'≤H 1'

이 되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H의 값은 최대값을 향한다는 귀결을 얻는

다 그러므로 미시적 가역성과 거시적 비가역성은 양립할 수 없다 즉. . ,

가역성을 갖는 미시적 이론인 뉴턴 역학으로부터 비가역성이 있는 열역

학 둘째법칙을 유도하고자 하는 통계역학의 시도는 애초부터 문제가 있

다는 것이 톰슨과 로쉬미트가 제기한 반론의 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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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심각한 반론에 부딪힌 볼츠만은 처음에 운동에너지의 분포가 어떠“

하든 상관없이 중략 운동에너지의 분포는 항상 필연적으로 맥스웰이 발[ ]

견한 분포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엄밀하게 증명한 것 강조는 인용자”( )

이라고 보았던 년의 입장에서 후퇴하여 열역학 둘째 법칙에 대한 역1872 ,

학적 증명이 가능하지 않음을 인정했다.15)

일정 시간 t가 흐른 뒤에 구들의 혼합이 처음의 상태 분포가 어떻든

상관없이 절대적인 필연성으로 균일하게 된다는 증명은 가능하지 않다.

이는 이미 확률이론에서 논의된 바이다 왜냐하면 어떤 균일하지 않은.

상태 분포이든 대단히 드물긴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

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 상태의 분포가 균일하게 될 확률이. …

훨씬 크다는 것은 순전히 균일한 분포의 상태가 균일하지 않은 분포의

상태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강조는 인용자( ).

톰슨과 로쉬미트의 지적은 그 자체로 틀리지 않았지만 미시적인 가역,

성과 거시적인 비가역성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시적인.

현상에서 나타나는 비가역성은 덜 가능한 상태에서 더 가(less probable)

능한 상태로 계가 전이함을 의미하며 평형상태란 가장(more probable) ,

확률이 높은 상태이기 때(most probable or overwhelmingly probable)

문이다.

이것은 열역학적 계의 초기조건을 특별하게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이

다 즉 계가 처음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덜 가능한 비평형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더 가능한 평형상태로 전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볼츠만이 초.

기조건의 문제로 일단 도피한 것은 당시 물리학자들에게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년이 지나 체르멜로는 당시에 발표된 프앵카레의 회귀 정리20

15) Boltzmann, L.(1877), “Bemerkungen uber einige Probleme der

mechanischen Warmetheorie,” Wien. Ber., 75: 62 [WALB, Bd. II, SS.

112-148]; “Uber die Beziehung zwischen dem zweiten Hauptsatze der

mechanischen Warmetherie und der Wahrscheinlichkeitsrechnung

resp. den Satzen uber das Warmegleichgewicht,” Wien. Ber., 76: 373

[WALB, Bd. II, SS. 16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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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거하여 볼츠만의 정리에 대해 또 다른 반론(recurrence theorem) H

을 제시했다.16) 체르멜로의 반론에 대한 볼츠만의 반박은 년 월1896 3 20

일에 빈에서 제출되었다 베를린의 체르멜로는 그 해 월 일에 다시 재. 9 15

반박을 제출했고 이는 다시 월 일의 볼츠만의 반론으로 이어졌다, 12 16 .

프앵카레의 정리에 따르면 적절한 가정 아래 질점으로 이루어진 계에, “

서 일반적으로 위치와 속도로 규정되는 운동상태는 충분히 긴 시간이( )

지나면 언젠가는 원래의 운동상태로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가까이

되돌아온다 는 것이 증명된다 앞에서처럼 위상공간 내에서 상태를 나타” .

내는 수학적인 점이

Γ 1,Γ 2 , Γ 3 ,⋯ , Γ n

와 같이 움직여 감에 따라

H 1≥H 2≥H 3≥⋯≥H n

가 된다고 하자 만일 언젠가 처음 상태. Γ 1에 매우 가까운 상태 (Γ 1)

에 이르게 된다면 여기에 대응하여, H의 값은 최소값을 향해 나아가다

가 충분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처음의 가장 큰 값 H 1에 매우 가까운

값 (H 1 )이 될 것이다 그러나. (H 1 )≥H n일 터이므로 프앵카레가 엄밀,

하게 증명한 회귀정리와 볼츠만의 정리는 서로 모순된다는 것이다 따H .

라서 체르멜로는 미시적인 기본역학과 논리적으로 양립하는 비가역 과‘ ’

정은 존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볼츠만은 체르멜로의 논문은 나의 저작들이 잘못 이해되었음을 보여“

준다 라고 말하면서” ,17) 체르멜로를 반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시 확률

16) Poincare, H.(1890), “Sur les equations de la dynamique et le

probleme des trois corps,” Acta Mathematica 13: 1-270; Zermelo, E.
(1896), “Uber einen Satz der Dynamik und der mechanischen

Warmetheorie,” Wied. Annnalen der Physik 영역,. 57, S.: 485-494;

Brush(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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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동원한다.18) 볼츠만은 질점계가 충분히 긴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상태에 매우 가까운 상태로 회귀한다는 것은 분명히 옳다는 것을 인정한

뒤에 몇 가지 예를 통해 이렇게 처음 상태 근처의 상태로 회귀할 확률이,

대단히 작다는 것을 보인다 볼츠만은 원자론적 견해에 따르면 열역학. “ ,

의 둘째법칙은 단지 확률이론의 정리 중 하나에 불과하다 면서 눈에 보” ,

이는 운동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정리에서 주장하는 바H

와 같은 비가역성이 나타날 수 없지만 대단히 많은 수의 매우 작은 분자,

들이 개입해 있는 운동에서는 확률이 더 작은 상태에서 확률이 더 큰 상

태로의 전이(der Ubergang von einem unwahrscheinlichen zu einem

가 항상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wahrscheinlichen Zustande) .

체르멜로는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가정들로부터 유도된 수학적 정리보

다 확립된 실험적 사실들을 요약하는 현상론적 원리 하나가 더 신뢰할만

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둘이 서로 상충한다면 자신은 실험에 근거를 둔,

원리 대신 역학적 관점에 바탕을 둔 정리를 버리겠다고 말했다.19) 그는

볼츠만이 단지 역학적 세계관을 옹호하기 위해 열역학의 둘째 법칙을 늘,

성립하지는 않는 한낱 확률적 정리로 축소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볼츠만.

의 확률주의가 정당화되려면 처음 상태가 우연히도 확률적으로 덜 가능

17) L. Boltzmann, “Entgegnung auf die warme-theoritischen Betrachtung

des Hrn. E. Zermelo,” Annalen der Physik, 57: 773-784(1896).

18) 볼츠만이 열역학 둘째 법칙을 역학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하기 위해 확률

개념을 도입한 것은 체르멜로의 반론을 반박하던 년의 일이 아니라1896 ,

톰슨과 로쉬미트의 반론을 반박하기 이전인 년이다 볼츠만이 년1871 . 1877

의 논문에서 둘째 법칙과 확률계산이론 사이의 관계가 처음 나타난 것은“

내가 확률이론에 토대를 두지 않고서는 해석적 증명이 가능하지 않음을 지

적했을 때였다 내 논문 둘째 법칙의 해석적 증명 을 보라 라고 말하고( “ ” )”

있는 것이 그 근거이다 더 상세한 것은 참조 그러나 볼츠만. Daub(1969) .

이 년에 확률계산에 관해 가지고 있던 관념이 지금의 확률개념과 같1871 ‘ ’

은 것은 아니었으며 볼츠만은 확률을 가능한 경우를 세는 방법이라고 여,

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예를 들어 제. Cercignati(1998) 6

장 참조.

19) Zermelo, E.(1896), “Uber mechanische Erklarungen irreversibler

Vorgange,” Wied. Annalen der Physik, 59: S. 79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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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우연히도 처음 상태가 확률적으로.

가장 가능한 상태였다면 우리가 관찰하는 비가역현상은 일어날 수 없다, .

무엇보다 확률의 개념은 시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며 그,

렇기 때문에 확률 개념으로는 비가역 과정의 방향에 관한 그 어떤 결론

도 유도해 낼 수 없다 확률은 프앵카레를 따라 위상공간에서 특정의 성.

질을 갖는 모든 가능한 상태가 차지하는 영역의 부피를 위상공간 전체의

부피로 나눈 값으로 측량된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류비유. ,

의 정리에 따르면 이 값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같은 값을(Liouville) ,

유지하며 확률이론은 결코 엔트로피의 증가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

볼츠만의 함수는 열역학의 엔트로피에 대한 역학적 유비가 될 수 없다H .

기체분자운동론은 평형상태의 성질을 설명하는 데에는 대단히 탁월했지

만, 시간에 의존하는 과정에도 이 성공이 그대로 이어진다고는 볼 수 없

으며 비평형통계역학을 위해서는 또 다른 새로운 가정들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체르멜로의 논점이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볼츠만은 우선 열역학의 둘째 법칙은 역학계로, “

간주되는 우주 또는 적어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의 부분이 이 매,

우 확률이 작은 상태에서 시작하였으며 지금도 아직 그러하다는 가정 물(

론 이는 증명할 수 없다으로부터 역학적으로 설명된다 고 천명한다 눈) ” .

에 보이는 비가역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초기조건을 가정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초기조건이 매우 이상하.

다고 말한다고 해서 확률이론과 역학적 접근을 결합하는 것이 실패했다

고 말할 수 없다 게다가 비가역과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우주가 처.

음에 확률적으로 매우 드문 상태에 있다가 확률적으로 더 가능한 상태로

옮겨간다고 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한다 우주 전체는 평형상태.

에 있는데 우리 은하만큼 상대적으로 작은 영역에서는 국소적으로 열평,

형에서 벗어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가역과정의 방향이.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간의 방향은 바로 이 엔트.

로피의 증가방향으로 정해진다 볼츠만은 보편적인 세계상을 얻기 위해서.

는 카르노 클라우지우스의 현상론적 법칙을 연구하는 것 뿐 아니라 기체-

분자운동론을 써서 열역학의 둘째 법칙을 역학적으로 유도하려는 노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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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해야 한다면서 이 두 접근현상론적 법칙과 기본이론으로의 환원 이, ( )

양자택일이 아닌 상보적인 입장임을 주장한다.

요컨대 함수가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향해 나아가는 비가역과정을, H -

통해 단조감소한다는 주장은 미시적 기본역학에서 의심할 바 없이 성립

하는 것으로 보이는 주장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 두 반

론20)의 요지이며 볼츠만의 반론은 모두 확률 개념에 호소함으로써 이루, ‘ ’

어졌다 특히 볼츠만 체르멜로의 논쟁에서 뜨거운 감자는 확률이론의 지. -

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확률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지가 쟁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의 전개 정리와 에르고딕 가설4. : H

맥스웰은 년에 이른바 앙상블 개념을 도입하면서 확률은 똑같이1879 ‘ ’

준비된 많은 수의 가상적인 계 중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계가 차지

하는 경우의 수로 정의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21) 이렇게 되면 통계역학에

서 사용하는 확률의 개념에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즉 상태.

공간에서 상태공간 전체의 부피와 특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점대표(

점 들이 차지하는 부피의 비로 정의되는 확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체) ,

경과시간 중에서 계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 있는 시간의 비로

정의되는 확률 앙상블 전체의 수와 특정 상태에 있는 앙상블의 수의 비,

로 정의되는 확률이 그것이다 이 세 확률 개념을 기대값 평균 으로 얘기. ( )

하면 각각 위상공간 평균 시간 평균 앙상블 평균이 된다 그렇다면 이, , .

셋은 모두 같은 것일까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과 통? ?

계역학의 기초에 관한 질문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앙상블 평균과 시간 평균이 같기 위해서는 계는 운동의 실제 상태에“

내버려두면 언젠가는 에너지 방정식과 모순되지 않는 모든 위상을 통과,

20) 에렌페스트 부처는 톰슨 로쉬미트의 반론과 체르멜로의 반론을 각각 가역-

성반론 회귀성반론 이라 불렀다(Umkehreinwand), (Wiederkehreinwand) .

21) Maxwell J. C.(1879), “On Boltzmann's Theorem on the average

distribution of energy in a system of material points,” Cambridge
Philosophical Society's Transaction, Vol. 12: 54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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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 이 필요한데 이 가정 자체는 충분히 정당화되지” ,

않은 가설이다 년에 볼츠만은 이와 같은 성질을 갖는 계를. 1884 에르고

딕 하다고 불렀다 만일 이 가설 즉 에르고딕 가설(ergodisches System) . ,

이 정당화된다면 볼츠만이 통계역학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한, H

정리와 달리 나름의 튼튼한 토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에르고딕 가.

설은 위상공간에서 같은 부피에는 똑같은 확률이 대응된다는 가정(equal

과 같다a priori probability for equal volumes of phase space) .

년에 로젠탈 은 위상수학 의 차원정리들을1913 (A. Rosenthal) (topology)

써서 위상공간의 대표점이 그리는 차원 궤적이 다차원 위상공간을 연속1

적으로 채울 수 없음을 증명했으며 같은 해에 플랑쉬렐, (M. Plancherel)

은 측도 이론 을 써서 같은 내용을 증명했다(measure theory) .22) 따라서

맥스웰과 볼츠만이 제시한 에르고딕 가설은 엄밀하게 결코 성립할 수 없

는 가설임이 증명된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러한 엄밀한 에르고딕 가설 대.

신 유사에르고딕 가설 을 쓸 것을 생각했다(Quasi-Ergodic Hypothesis) .

차원 궤적이 다차원 위상공간을 모두 누비지 않더라도 그 대신에 차원1 , 1

궤적이 위상공간의 임의의 점의 근방을 모두 누비고 지나간다는 가설은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년에 버콥은 유사에르고딕 가설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1931

찾아냈다.23) 폰노이만은 버콥의 정리보다 더 완화된 정리를 증명했다.24)

유사에르고딕 가설 또는 에르고딕 정리는 이후에 호프 콜모고로프 크릴, ,

로프 아르놀드 시나이 등의 연구로 이어져 이제는 수학의 한 분야로서, , ,

에르고딕 이론 으로 정립되어 있다 그러나 에르고딕“ (ergodic theory)” .

이론의 접근은 다차원 공간에서 특정 성질을 만족시키는 차원 궤적이1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수학적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역학의 기초,

22) Rosenthal, A.(1913), “Beweis der Unmoglichkeit ergodischer

Gassysteme,” Annalen der Physik, 42: 796-806; Plancherel, M.(1913),
“Beweis der Unmoglichkeit ergodischer mechanischer Systeme,”

Annalen der Physik, 42: 1061-1163.

23) Birkhoff, G. D.(1931), “Proof of the ergodic theorem,” Proc. Nat.

Acad. Sci., 17: 656-660.

24) J. von Neumann(1932), Proc. Natl. Acad. Sci., 18: 70,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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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에르고딕 가설의 접근은 미해결 상태로 정지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볼츠만 로쉬미트 체르멜로 논쟁 이후 정리는 적어도 볼츠만이 제시- - H

한 형태로는 통계역학의 기초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공유된 인식이었

지만 에렌페스트 부처가 깁스의 아이디어를 따라, 일반화된 정리H 를 도

입하면서 이 접근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다 그 기본 아이디어는 위.

상공간 또는 상태공간 을 잘게 쪼갠 조각을 상태의 단위로 삼아( ) H라는

양을 계산하는 대신에 뭉뚱그리기 의 방법으로 나눈(coarse-graining)

조각을 상태로 삼아 H라는 양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이다 일반.

화된 정리는 가역성을 갖는 기본역학에 의거한 환원론적 설명으로서의H

통계역학에 대해 충실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호프의 정리와 연,

관되어 있어서 에르고딕 정리를 사용하는 접근에서도 훌륭한 역할을 하

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25)

메타동역학3.

동역학의 이론구조1.

메타동역학은 동역학 전반에 대하여 가장 일반적인 공통요소를 구조적

으로 추려내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동역학들의 구조를 고찰하는 물리학, ‘

기초론의 한 분과학문이다 메타동역학은 각각의 동역학 이론들을 작업소’ .

재로 하여 동역학 일반에 대한 보편적 이론구조 개념요소 암묵적으로, , ,

전제되어 있는 숨어 있는 요소 등을 밝히고 이를 각각의 개별 동역학들,

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면모들을 바탕으로 해명하며 개별 동역학들 사이,

의 연관관계를 논구한다 메타동역학은 다음과 같은 물음에 답하고자 하.

25) 일반화된 정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 를 참조할H Jancel(1963) pp. 163-172

수 있다 일반화된 정리에는 뭉뚱그리기라는 방법에서 나타나는 고유의. H ‘ ’

확률 개념이 개입해 있으며 이는 이 글의 접근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여기에서는 이것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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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담론이다.

동역학이란 무엇인가 동역학은 다른 이론과 무엇이 다른가* ? ?

여러 개별동역학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며 차이는 무엇인가* , ?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

상대성이론은 어떤 특별한 성격을 갖는 동역학인가* ?

동역학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체계가 있는가* ?

있다면 그 체계는 어떤 모습인가?

각각의 개별 동역학에서 일반적인 동역학적 구조가 어떤 특수한 모*

습으로 나타나는가?

동역학의 이론구조는 현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

메타동역학이 해결하려 하는 이런 물음들은 곧 다음과 같은 메타동역

학의 연구과제로 이어진다.

기본이론과 현상론적 이론 사이의 관계에 대한 탐구(a)

일반적인 이론체계 내에서 나타나는 세부적인 이론구조 즉 개념(b) ,

들 이론들 원리들 및 법칙들 사이의 상호관계, , ,

동역학의 동역학 즉 동역학의 이론의 최초의 구성으로부터 잘 정(c) ,

립된 체계에 이르기까지 겪게 되는 모습의 변모와 추이

공리화 방법에 대한 일반론과 메타동역학의 각론 사이의 관계(d)

더 상위의 담론인 물리학기초론의 주제 예를 들어 물리학에서 실(e) ,

험과 이론체계 사이의 연관 따위의 문제 등에 대한 메타동역학의

함의

각 동역학들에 대한 더 세부적인 이론구조의 해명(f)

동역학에 대한 역사적 연구와 메타동역학의 관계(g)

그러나 여기에서는 메타동역학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는 보류하고 통계,

역학의 기초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틀로서 메타동역학이 말하는 것을 정

돈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하자.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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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역학 은 물리학이론 중에서도 가장 추상화된 이론( , dynamics)動力學
으로서 다양한 현상을 비교적 가까이에서 다루는 현상론적 이론과 달리

가장 보편적 일반적인 수준에서 전개되는 기본이론의 전형이라 할 수 있/

다.27) 동역학의 한 전형적인 예로서 화성의 운동을 설명하는 뉴턴의 천체

역학이 나타내는 이론구조상의 뼈대를 살펴보는 것이 편리하다 화성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개념은 시간과 공간이다.

공간은 운동이 일어나는 기본무대이며 고전역학적으로 차원 유클리드3

공간이면 충분하다 시간은 운동의 전후를 가르는 기준으로 설정된다 그. .

다음으로 이 무대에 등장할 배우를 선정해야 한다 즉 태양으로부터 거리.

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을 받고 있는 화성이 바로 그 배우가 된다 다.

만 이 배우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단지 화성이라는 것 외에도 화성에 작,

용하는 힘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가령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을.

받는 화성은 앞의 화성과 그 지시하는 바가 다르다.

이 배우의 운동을 서술하려면 먼저 무대의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말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위치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 .

나 빠르게 달라지는지 말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화성의 운동을 말.

해 주는 기본요소는 화성의 위치와 속도가 됨을 알 수 있다 사실 현재까.

지의 제 동역학의 이론구조를 분석하여 이를 일반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

는 일반 메타동역학의 관점에서 볼 때 화성의 위치와 속도는 곧 화성의,

운동 상태를 가리킨다 이제 화성의 운동을 기술하는 것은 특정의 시간에.

화성의 위치와 속도를 결정하는 문제가 된다 뉴턴의 운동방정식은 처음.

의 위치와 속도 즉 처음 상태가 주어졌을 때 이후의 어느 특정 시간에, ,

위치와 속도 즉 나중 상태가 어떻게 주어질지를 결정하는 상태변화의 법,

칙이다.

26) 메타동역학에 대하여 더 상세한 것은 김재영 참조(2001) .

27) 이 글에서 동역학이라 함은 톰슨과 타이트의 자연철학논고 에서 비롯한

바와 같은 운동학 이나 정역학 에 대비되는 개념이 아(kinematics) (statics)

니다 동역학에서 변화가 주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상태의 변화 라는 개. ‘ ’ “ ”

념이 동역학의 개념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동역학.

의 핵심은 대상의 변화를 특성과 상태라는 개념을 써서 적절한 시간 및‘ ’ ‘ ’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서술한다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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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동역학적 서술은 특정의 공간 속에서 특정 시간에, “ (where)

아무아무 대상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가 저러한 상태로 된(when) (what)

다 는 말로 표현된다 일상언어의 기본서술이 무엇이 어떠하다 와(how)” . “ ”

같은 구조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더 세련된 언어인 동역학의 서술,

도 이 뼈대는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화성의 운동에서 우리가 추려 낼 수.

있는 동역학적 서술의 기본 요소는 운동의 기본무대로서의 시간과 공①

간 대상의 주어적 요소인 특성 과 술어적, ‘ (dynamical characteristic)’②

요소인 상태 상태의 변화법칙 운동방정식과 이를 풀어낼 수‘ (state)’, ( )③

있는 기본 방법 예를 들어 적분 등이 된다 고전역학적인 상황에서는 이( , ) .

로서 서술이 모두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관념을 통계역학에 적용해 본다면 얘기는 좀더 꼬이게,

된다 화성 자체는 거대한 대상이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스케일. ,

에서 보면 한낱 점에 지나지 않으며 화성의 운동은 그 점이 차원 공간, , 3

내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위치가 변화하는 정도, ,

즉 속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온전히 정해진다 그런데 상자 속의 기체분. ,

자들처럼 그 수가 막대하다면 기체분자들의 위치와 속도를 모두 정해 주,

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일이 되어 버린다 기체분자운동론에서 부딪혔던.

장애물은 바로 이것이었다.

해밀턴 역학의 동역학적 이론구조2.

이제 이 문제를 표준적인 물리학의 언어로 표현해 보자 질점 하나가.

있을 때 이 질점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는 배위공간 또는 서술, ‘ ’( ‘

배위공간 이라 부른다 앞의 화성의 예에서는 배위공간이 차원 유클리’) . ‘ ’ 3

드 공간이 된다 이 질점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대상에 대.

한 동역학적 특성이다 가장 세련된 해밀턴 동역학에서는 이를 특성함수‘ ’ .

로 표현한다 흔히 하밀토니안이라고 불리는 이(characteristic function) .

함수는 질점의 질량과 질점이 받고 있는 힘을 수식으로 나타낸다 전형적.

인 예로서 위치를 q로 운동량 즉 질량과 속도를 곱한 양 을, ( , ) p로 나타

낼 때 대상의 주어적 요소인 특성함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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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q,p ) =
p
2m

+ V (q )

로 주어진다 여기에서. V(q)는 그 위치에 대한 도함수가 힘을 나타내는

함수로서 흔히 포텐셜 함수라 부른다 특정의 위치와 운동량이 주어졌을, .

때 이 특성함수의 상 즉 함수값을 흔히 에너지라 부르며 포텐(image), ,

셜 함수의 함수값은 포텐셜 에너지 또는 위치 에너지라 하고 앞의 항은( ) ,

운동에너지라 한다.

질점의 운동 상태는 특정 시간에 위치와 운동량의 값 (q(t),p( t ))를

지정함으로써 정해진다 상태변화의 법칙은 처음 상태. (q( t),p( t ))이 주

어지고 이 상태가 변화하게 하는 요인으로서 대상에 작용하는 힘 V(q)

가 주어질 때 나중 상태가 어떻게 정해질지 정해주는 법칙이다 이는 해, .

밀턴 방정식

dq
dt
=
∂H
∂q

, dp
d t
=-

∂H
∂q

으로 표현되며 이 방정식을 풀면 나중상태, (q( t),p( t ))가 일의적으로 결

정된다 만일 서술배위공간이 차원이었다면 이 두 개의 수 대신에 여섯. 3 ,

개의 수 ( q x , q y , q z, p x , p y , p z )가 필요하다 따라서 상태는 추상화된.

차원 공간6 28)의 한 점으로 표상되며 상태변화는 곧 이 점의 움직임과,

같다.

질점이 무수히 많더라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단지 상태들의 집합.

을 나타내는 상태공간의 차원이 늘어날 뿐이다 달리 말하면 상태를 규. ,

정하는 숫자의 개수가 더 많아질 뿐이다 명시적으로 쓰면. , N개의 질점

의 운동상태는(q 1x , q 1y, q 1z,⋯ , p Nx, p Ny, p Nz )와 같이 6N개의 숫자로

규정되며 이는 추상적인, 6N차원 공간29)의 한 점을 나타낸다 통계역학.

28) 여기에서 공간은 적절한 수학적 성질을 갖는 점들의 집합으로 정의되는 수

학적 공간이다.

29) 역사적인 이유로 이를 흔히 위상공간 이라 부르는데 메타동‘ (phase space)’ ,

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곧 상태공간 과 같다‘ (state sp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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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를 미시상태 개별상태 라 부른다( , micro-state) .

동역학의 해석규칙3.

그런데 만일 실제적인 이유나 또 다른 이유로 이 6N개의 숫자를 모두

알 수 없다고 하자 그럴 경우에도 동역학적 서술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문제에 답하기 위?

한 단초로서 먼저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눈을 생각해 보자 가능한 눈은.

부터 까지 여섯 가지가 있다 이는 통계역학에서 말하는 미시상태 개1 6 . (

별상태 에 해당한다 만일 이 여섯 가지의 가능성이 모두 대등하게 발생) .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상황은 모두 세,

경우가 가능하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짝수라는 사실뿐이고 짝.

수 중 어느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하면 후자의 상황은 통계역학에서 말,

하는 개괄상태가 된다 통계역학의 개념적 기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러한 개념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잠시 이러한 이론적 장

치들이 실제적인 현실실험실 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자 주( ) .

사위의 눈을 인식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고전역학이라는 서술체?

계를 사용하여 서술자가 얻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어떤 물리학 이론?

이 이론적으로 말해 주는 바와 실험실에서 맞부딪치는 현실 사이에는 어

떤 관계가 있을까 앞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통계역학이라는 서술체계에?

서도 여전히 타당할까 이러한 의문들은 기실 과학철학이 원죄처럼 짊어?

지고 있는 근본물음들이라고 해도 큰 과장은 아닐 터이므로 이 글에서,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 다만 메타동역학이라는 접근이. ,

물리학 이론의 기초에 관한 물음을 통해 결국은 바로 이러한 근본물음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우,

리는 가장 골자가 될 수 있는 요소만을 추려서 잠정적인 대답을 함으로

써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메타동역학에서 보기에 동역학이라는 서술은 서술대상으로부터 서술주,

체 또는 서술자 가 이러저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 ‘ ’ .

서술대상 은 물 이나 실체 따위를 의미하는‘ (object)’ ‘ (Ding)’ ‘ (substan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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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다 동역학적 서술에서 대상은 단순히 동역학적 서술이 적용되. ‘ ’

는 대상을 가리킬 뿐이며 동역학적 서술은 그 대상에 대하여 어떠한 형,

태의 존재론적 주장도 내재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동역학. ‘

적 서술대상 또는 줄여서 서술대상이라 함은 동역학적 서술이 적용되’ ‘ ’ “

어 그에 대하여 어떠어떠한 예측이 가능한 지시체 를 가리킨다(referent)” .

동역학적 서술에서 서술대상은 그 대상에 고유한 동역학적 특성을 밝힘‘ ’

으로써 모호함 없이 규정된다 마찬가지로 동역학적 서술을 수행하는 주.

체를 동역학적 서술주체라 하자 동역학적 서술주체는 동역학적 서술의‘ ’ . ‘ ’

대상으로부터 동역학이라는 사고틀을 써서 이러저러한 정보를 얻어서 사‘ ’

용하는 체계 이다 우리의(information gathering and utilizing system) .

논의를 일반적인 수준에서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으로 하지 않고 단지‘ ’ ‘ ’ ,

동역학적 서술에 대한 서술주체와 서술대상으로 국한시킴으로써 더 심각,

한 철학적 주제를 피한 채로 동역학의 이론구조 자체 특히 통계역학에서,

사용되는 개념 등을 심도 있게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동역학에서 제공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서술대상의 운

동 상태임을 지적했다 그런데 동역학적 서술의 과정에서 상태를 알았다. ‘ ’

고 해서 그로부터 곧바로 서술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

아니다 동역학적 서술주체가 서술대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직.

관적이기보다는 논리적수학적이며 일반적으로 동역학적 서술에서 정보/ ,

는 대상의 상태에 대한 동역학적 서술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뒤에서“ ” .

이 얻어진다 는 말에 대해서는 더 살펴보기로 하겠다“ ” .

동역학적 서술의 목적이 동역학적 서술대상으로부터 동역학적 서술주‘ ’ ‘

체가 정보를 얻는 것이라면 이 정보는 대상에 이러저러한 조작’ ‘ ’ , ‘ ’

을 가함으로써 얻는 사건 으로부터 동역학적 서술주체(operation) ‘ (event)’

가 대상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에 해당한다 사건은 실험물리학자가 실. ‘ ’

험실에서 대상에 대해 수행하는 실험에 해당한다 실험물리학자는 실험을.

통하여 동역학적 서술대상으로부터 일련의 숫자로 되어 있는 정보를 얻‘ ’

는데 이것을 측정값이라 한다 이 측정값은 대상에 대해 동역학적 서술, ‘ ’ .

이 부여하는 일련의 물리적 성질 에 대한 정보이다(physical property) .

물리적 성질 또는 물리량 은 양자동역학에 대한 고‘ ’ ‘ (physical qua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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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을 고려하면 관측가능량이라고 할 수도 있다, ‘ ’ .

일반적으로 사건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사건 [A ] ' = a ↔ 동역학적 서술대상에 대하여 물리적 성질, A 를

일련의 측정조작을 통해 측정하였더니 측정,

장치의 눈금이 값 a를 가리켰다.

동역학적 서술대상에 대한 정보는 위에서 정의한 사건으로부터 동역‘ ’ ‘ ’

학적 서술주체가 대상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을 가리킨다 각각의.

동역학들은 나름대로 산출된 상태로부터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 ’ ‘ ’

식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 이것은 주어진 상태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 ‘ ’ ‘ ’

뿐 아니라 주어진 정보로부터 상태를 대상에 할당하는 것도 포함하고, ‘ ’ ‘ ’

있다 이는 초기값 문제로 정식화된 상태변화의 법칙에 대해서 보자면. ‘ ’ ,

초기조건을 부여하는 것에 해당한다.

앞에서 화성의 운동을 기술하는 천체역학의 기본뼈대 속에서 추려낸

동역학적 서술의 기본 요소는 운동의 기본무대로서의 시간과 공간,① ②

대상의 주어적 요소인 특성 과 술어적 요소인‘ (dynamical characteristic)’

상태 상태의 변화법칙 운동방정식임은 이미 말했는데 여기‘ (state)’, ( ) ,③

에 덧붙여 상태의 해석규칙 달리 말하면 상태와 사건을 연관짓는 규,④

칙이 없이는 동역학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요소를 모두 갖추지 못한 셈이

된다 왜냐하면 상태에 대한 이론적인 서술만으로는 동역학적 서술이 애.

초에 목표로 하고 있던 바 서술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모든 동역학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 , .

D =< (T ;R/G ), CHAR,F/G ,EOM ,RULE>

여기에서 (T;R/G )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규정을 가리키며, CHAR은

서술대상에 대한 동역학적 특성을, F/G는 상태들의 모음인 상태공간을,

EOM은 상태변화의 법칙을, RULE은 상태와 사건의 연관규칙을 가리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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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0)

그렇다면 해석규칙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동역학?

적 서술의 우선적인 목표가 서술대상에 대한 이러저러한 정보를 서술자

가 얻는 것이라고 하면 논리적수학적으로 산출된 상태와 실험실에서, / ‘ ’

측정장치를 써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건 사이의 관계를 말해 주는 것이‘ ’

바로 해석규칙의 역할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어느 특정의 동역학의 해.

석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a) 물리적 성질물리량 에 대한 규정( ) 그 동역학에서는 수학적으로:

물리량을 어떻게 표현하며 어떤 물리량이 있는지 등에 대해 모‘ ’ ,

호함 없이 말하고 있어야 한다.

(b) 사건에 대한 규정 그렇게 규정된 물리량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말해 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사건에‘ ’ . ‘ ’

대한 수학적 기술 방식에 대해서도 말해 주어야 한다.

(c) 상태로부터 사건을 예측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규정 동역학의:

형식이론에서 산출된 상태를 알 때 앞에서 규정한 사건에 대해‘ ’ , ‘ ’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정해 주어야 한다.

(d) 사건으로부터 이후의 상태를 할당 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 ” 역:

으로 새로운 동역학 서술을 위해 발생한 사건이 이후의 상태를, , ‘ ’ ‘ ’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분명해야 한다.

더 세부적인 면에서는 해석규칙에 필요한 내용을 더 들 수 있겠지만,

앞의 네 가지는 해석규칙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 내용이라 하겠다 실제로.

우리는 세련된 동역학 즉 양자역학 전기역학 유체역학 상대론적 질점, , , ,

30) 이러한 기본요소들은 고전동역학은 물론이거니와 전기동역학 양자동역학, ,

상대론적 질점역학 양자장이론 일반상대성이론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

요소로 여겨진다 이에 대하여 더 상세한 것은 김재영 등 참조 그런. (2001) .

데 물리학의 연구방법에서 동역학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접근 중 하,

나로서 통계역학을 생각하면 이와 같은 일반적인 틀이 통계역학에서도 여,

전히 들어맞을지 좀더 자상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이 글.

에서 살펴보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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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 양자장이론 일반상대성이론 등에서 이와 같은 해석규칙을 구성할, ,

수 있었으며 이는 다시 여기에서 제시한 네 가지가 해석규칙의 기본적인,

요소임을 확인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고전질점역학의 해석규칙4.

좀더 명료한 이해를 위해 고전질점역학에서 해석규칙이 어떻게 나타나,

는지 살펴보자 고전역학에서는 물리적 성질이 항상 숫자로 나타난다고.

전제한다 다양한 물리적 성질의 특징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숫자와 함께.

단위를 부여한다 물리적 성질의 예로서 운동에너지 각 운동량 질량 등. , ,

을 들 수 있는데 고전질점역학은 이와 같은 물리적 성질이 모두 특정 운,

동 상태에 있는 질점에 부여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질량은 운동 상태와( ,

무관하게 질점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성질로 가정된다 물리적 성질을).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숫자는 더하기와 곱하기가 가능한 수학적 대상이

다.31) 그러므로 고전역학이라는 동역학적 서술은 곧 물리적 성질을 실수

로 표현하기로 작정한 서술이다(real number) .

그런데 사실상 모든 물리적 성질이 특정 시간의 위치와 운동량의 값으

로 정해지기 때문에 결국 질점의 운동 상태가 주어지면 물리적 성질도,

일의적으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물리적 성질은 상태. , ‘ ’

의 함수이다 예를 들어 운동에너지는. E = p 2/ 2m 각운동량은, L = mqp

와 같이 질량과 위치와 운동량의 값으로부터 정해진다 따라서 운동하고.

있는 질점이 갖고 있는 물리적 성질 즉 물리량의 값 을 알기 위해서는 특( )

정 순간의 상태 즉 위치와 운동량의 값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 .

이제 이런 고찰을 바탕으로 하되 일반적인 해석규칙의 요소들을 고려

31) 물론 온도처럼 둘을 합했을 때 단순한 숫자의 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물리적 성질은 실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기 때문에 온도와 같은 세기변수는 논외로 하고 질량이라든가 에너지와,

같은 크기변수만을 염두에 두면 충분하다 나아가 단지 크기만을 나타내는.

스칼라 양과 달리 공간의 변환성질을 반영하는 벡터 양 텐서 양 등에 대,

해서도 생각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예를 들어 김재,

영 을 참조할 수 있다(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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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전질점역학의 해석규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전질점역학의 해석규칙( 1)

물리적인 성질 관측가능량(a) ( ) A는 수학적으로 위상공간 Γ 를 정의

역으로 하는 실수값 함수

Ǎ : Γ → R

( q , p ) ↦ Ǎ ( q , p )

에 대응된다.

측정을 수행한다면 물리적 성질(b) , A의 측정값은 이 함수 Ǎ 의 치

역의 한 값이 된다.

상태(c) ( q , p )에 있는 것으로 기술되는 동역학적 대상에 대하여 물

리적 성질 A를 측정했을 때 그 값은 언제나 Ǎ ( q ,p )가 된다.

측정을 통해(d) Ǎ 의 치역의 한 값 a를 얻는다면 이제 대상의 상,

태는 Ǎ - 1 ( a )로 기술되는 것으로 할당한다 즉 대상에 상태. ,

Ǎ - 1 ( a )를 할당한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의 항목이다 고전질점역학에서는 특(c) .

정의 상태가 주어지면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건은 항상 일의적으로‘ ’ ‘ ’

결정된다 고전역학의 탁월한 예측가능성에 대한 라플라스의 예찬은 바로.

이와 같은 상태와 사건의 일대일대응에서 비롯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 ’ ‘ ’

이 아니다.

주어진 특정 순간에 자연을 움직이는 모든 힘과 자연을 이루는 존재,

들의 각각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어떤 지성이 이 모든 정보를 다 분

석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나다면 이 지성은 우주의 거대한 천체들로부,

터 가장 작은 원자에 이르기까지 그 운동을 같은 공식으로 포괄할 수

있을 것이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어떤 것도 불확실한 것은 없을,

것이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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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주의 깊게 고민해 보면 이렇게 상태와 사건이 일대일로 대응, ‘ ’ ‘ ’

되는 것은 아무래도 좀 특이한 일이다 상태는 수학적 형식이론에서 계. ‘ ’

산을 통해 얻을 수 있지만 사건은 실험실에서 실제적인 조작을 통해 얻, ‘ ’

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어떠한 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상태. ‘ ’

의 서술이 논리의 영역에 들어 있다면 사건의 서술은 경험의 영역에 들, ‘ ’

어 있다 동역학적 서술의 틀에서 볼 때 논리와 경험은 결코 섞일 수 없. ,

는 별개의 두 영역이다 동역학 이론을 써서 이러저러한 공식을 얻었다고.

할 때 그 공식이 바로 실험실의 현실과 연결된다는 믿음은 그 동역학 이

론 안에서 유도되거나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논리에 따라 따로,

정당화되어야 하는 암묵적 전제이다 이 별도의 논리를 다루는 논의가 바.

로 메타동역학이다 통계역학의 기초를 둘러싼 볼츠만 로쉬미트 체르멜로. - -

의 논쟁은 이 암묵적 전제에 대한 반성과 관련되어 있다.

요컨대 해석규칙에서 는 물리적 성질이 고전질점역학이라는 동역학, (a)

적 서술에서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상되는지를 말해 주는 규칙이며 는, (b)

이로부터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말해‘ ’

주는 규칙이며 는 산출된 상태로부터 사건을 어떻게 연관시킬지 말, (c) ‘ ’ ‘ ’

해주는 규칙이며 역으로 는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서술대상에 어떻게, (d) ‘ ’

상태를 할당할 것인지 말해주는 규칙이다 해석규칙은 동역학적 서술 그‘ ’ .

자체에서 논리적으로 유도되는 것이 아니라 동역학 외부에서 부과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법칙 이나 원리 나 이론 이 아“ (law)” “ (principle)” “ (theory)”

니라 규칙 이다 물론 이 규칙들은 나름의 정합성을 갖추고 있어“ (rule)” . ,

야 하며 상태의 산출과 관련된 형식이론적 서술과 충돌을 일으키지 말, ‘ ’

아야 한다 해석규칙에 대한 서술은 형식이론에서 전개되는 서술들에 대.

한 메타서술이다.

32) Laplace, J. L.(1814), Theorie analytique des probabilites, Paris:

Courci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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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동역학의 관점에서 본 통계역학의 이론구조와4.

의미기반

통계역학의 해석규칙1.

앞에서 살펴본 고전질점역학의 해석규칙은 서술대상의 모형이 질점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타당하다 고전물리학에서 서술대상의 모형은 대략. ①

질점 강체 탄성체 유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상에 대한.② ③ ④

모형이 달라지면 그만큼 서술방식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당

연하지만 메타동역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강체는, .

단지 많은 수의 질점들이 모여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유체 정도에 이,

르면 이것이 훨씬 더 복잡하게 되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질점들에,

대한 서술로 환원된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 이것이 곧 기체분자운동.

론에서 제시된 바 원자론적 전제이다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기, ‘ ’ .

체라 하더라도 결국은 기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우

리가 관측하는 현상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맥스웰과 볼츠만은 기.

체의 성질을 바로 이 원자론적 전제를 가지고 설명하려 했던 것이다‘ ’ .

그런데 실제의 실험실 상황에서는 분자 하나하나의 상태를 일일이 쫓,

아다닐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건을 기술할 때에는 더 하위의. ‘ ’

사건으로 분해할 수 없는 근원사건 들이 나타나는 것이(primitive event)

아니라 이런 것들을 모아 놓은 뭉뚱그려진 사건, (coarse-grained event)

이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건서술은 근원사건에 대. , ‘ ’

한 서술이 아니라 사건들의 집합 즉 사건공간 에 대해서‘ ’ , (event space)

이루어져야 한다 사건들의 집합사건공간 은 대수적으로 볼 때에 부울. ‘ ’ ( )

대수의 구조를 갖는다.33) 주사위의 예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접하는 사, ‘

33) 부울 대수 는 집합론의 용어로 말하면 공집합과 전체집(Boolean algebra) ,

합이 정의되고 합집합과 곱집합과 여집합의 연산이 정의되고 이 연산에, ,

대하여 교환법칙 결합법칙 배분법칙 흡수법칙 여집합의 성질을 만족하는, , , ,

것을 가리킨다 상태들의 집합은 편 부울 대수 의. (partial Boolean alge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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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들은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라든가 솟수씨수 의 눈이 나오는’ “ ” “ ( )

사건 처럼 뭉뚱그려진 사건이며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집합이론을 써서” ,

합사건 곱사건 여사건 따위를 얘기할 수 있다, , .

잘게 쪼갠 사건과 뭉뚱그려진 사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윷놀이를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윷놀이에서는 다섯 가지의 패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의 패들이 모두 대등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네, .

개의 말 중 어느 것이 엎어지는가 뒤집어지는가에 따라 도 보다는 윷, “ ” “ ”

이 나올 확률이 더 작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 .

도: , , ,○◎◎◎ ◎○◎◎ ◎◎○◎ ◎◎◎○

개: , , , , ,○○◎◎ ○◎○◎ ◎○○◎ ◎○◎○ ◎◎○○ ○◎◎○

걸: , , ,○○○◎ ○○◎○ ○◎○○ ◎○○○

윷: ○○○○

모: ◎◎◎◎

여기에서 각각의 말이 엎어지는가 뒤집어지는가를 말해 주는 것이 곧,

잘게 쪼갠 사건이고 뭉뚱그려진 사건은 도 개 걸 윷 모 라, “ ”, “ ”, “ ”, “ ”, “ ”

불리는 사건이다 잘게 쪼갠 사건은 대등한 확률로 발생하지만 뭉뚱그려. ,

진 사건은 그렇지 않다 통계역학과 유비시킨다면 개 가 바로 맥스웰. , “ ” -

볼츠만의 분포로 기술되는 평형상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통계역학에서 다루어지는 사건들은 뭉뚱그려진 사건이며 뭉뚱그려진,

사건을 다루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확률인데 이는 곧 개괄상태 거시상, (

태 라는 개념과 연결된다 개별상태 미시상태) . ( ) ( q , p )가 모두 주어진다면

이로부터 개괄상태는 일의적으로 결정된다 통계역학에서는 상태를 위상. ‘ ’

공간 Γ 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ρ(q, p )로 나타낸다 이 함수는.

구조를 갖는다 서로 양립가능한 물리적 성질에 대한 상태만을 모은다면. ,

이 상태들의 집합은 부울 대수의 구조를 갖지만 서로 양립가능하지 않은,

물리적 성질에 대한 상태까지 모은다면 전체 상태의 집합에서는 부울 대,

수 연산 와 의 배분법칙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meet jo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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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ρ ( q ,p )≤ 1
⌠
⌡Γ
ρ ( q ,p )dqdp = 1

(*)

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밀도함수 확률분포이다 위상공간( ) . Γ 를 정의

역으로 하는 실수값 함수로 가령

ρ(q, p ) =
1
Z
exp β{ ∑

N

i= 1
p 2i + V (q 1,⋯ , q N) }

으로 서술되는 경우를 생각하자 이 함수는 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확. (*)

률밀도함수이며 따라서 통계역학에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통계역학 교과서는 이러한 함수로 상태가 기술되는 경우가.

물리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이 확률분포함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

정확한 계산이 힘들 때 어떤 어림방법을 슬 수 있는지 등을 가르친다 메.

타동역학은 이 함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는 관심이 없다 핵심은 통.

계역학에서 상태를 이와 같은 확률분포함수로 나타낸다는 점에 있다‘ ’ .

통계역학에서 상태가 이와 같이 주어진다는 해석규칙을 사용하면 확‘ ’ ,

률이론의 성과를 원용하여 상태와 사건의 연관에 대해 일반적으로 말‘ ’ ‘ ’

할 수 있게 된다 즉 통계역학의 서술대상이 함수. , ρ ( q, p )로 나타낼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 함수, a(q, p )로 나타낼 수 있는 물리적 성질 A에

대한 기댓값은

<A> = ⌠⌡Γ
a (q, p ) ρ ( q, p ) dq dp

으로 주어지며 물리적 성질 의 측정값이, A Δ 안에 있을 확률

Pr (Δ|ρ, A )는

Pr (Δ|ρ, A ) = ⌠⌡Δ
a(q, p ) ρ( q, p ) dq 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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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어진다.

만일 N개의 질점 모두에 대해 상태 (q, p )를 완전히 알 수 있다면,

앞에서 주어진 상태의 변화법칙을 써서 메타시간상 미래의 아무 때나 상

태를 도출할 수 있고 이 상태에 대한 해석규칙은 질점 하나인 경우와 본,

질적으로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다 통계역학에서는 이와 같이 질점 모두.

의 상태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확률분포만을 아는 경우를 상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계역학의 해석규칙도 질점역학과 다른 모습이.

된다 물리량을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질점역학에서와 마찬가지 방식.

으로 설정되며 이에 따른 사건의 규정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러, ‘ ’ .

나 이제는 상태가 개별상태미시상태 대신 개괄상태거시상태 로 주어‘ ’ ( ) ( )

지므로 이에 따라 상태와 사건의 연관은 질점역학과 확연하게 달라진, ‘ ’ ‘ ’

다 무엇보다도 서술대상에 대한 특정의 상태가 주어졌을 때 발생할 수. ‘ ’

있는 사건에 대한 서술에서는 언제나 라는 부사가 사라지고 대신 확‘ ’ “ ” ‘

률의 개념이 나타나게 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통계역학의 해석규칙( )

물리량 물리적 성질 는 수학적으로 위상공간을 정의역으로 하는(a) ( ) A

실수값 함수

ǎ : Γ → R

( q , p ) ↦ ǎ ( q , p )

에 대응된다.

측정을 수행한다면 물리량(b) , A의 측정값은 이 함수 ǎ의 치역의

부분집합 Δ에 속한다.

상태(c) ρ ( q, p )에 있다고 기술되는 동역학적 대상에 대하여 물리적

성질 A를 측정했을 때 그 값이 Δ 안에 있을 확률은 ρ( ǎ - 1 ( Δ ))

이다.

측정을 통해(d) ǎ의 치역의 부분집합 Δ 중 한 값을 얻는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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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대상의 상태는 ρ( ǎ - 1 ( Δ ) )로 기술되는 것으로 한다 즉 대상. ,

에 상태 ρ( ǎ - 1 ( Δ ))를 할당한다.

앞에서 말한 물리적 성질의 기대값과 확률계산은 순전히 이 해석규칙

항의 논리적 귀결이다(c) .

요컨대 통계역학이 질점역학과 다른 것은 무엇보다도 상태를 규정하는,

방식이다 앞에서 우리는 일반적인 동역학의 이론구조가.

D =< (T ;R/G ), CHAR,F/G ,EOM ,RULE>

로 표현된다고 했는데 통계역학이 질점역학과 달라지기 시작하는 요소는,

상태공간 F/G이다 질점역학해밀턴 역학에서는 상태공간이 위상공간. ( ) ‘ ’ ,

즉 위치와 운동량의 값을 좌표로 하는 수학적 공간으로 설정되지만 통계,

역학에서는 상태공간이 위상공간을 정의역으로 하는 실수값 함수들의‘ ’

수학적 공간 즉 콜모고로프 확률측도공간으로 설정된다 쉽게 말해 보자, . .

질점역학에서는 질점의 운동상태를 알려면 특정 시간에 그 질점의 위치

와 운동량의 값이 주어지면 된다 통계역학에서는 그러한 위치와 운동량.

의 값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다룬다 대신에 특정의 위치.

와 운동량 값들이 어느 정도의 확률로 가능하지를 말해 주는 확률분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확률분포가 곧 특정시간의 서술대상의 상태, ‘ ’

로 삼자는 것이다.

상태를 규정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해석규칙의 요소

들도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를 질점역학과 비교하기 위해 질점역.

학의 해석규칙을 고쳐 쓰면 다음과 같다.

고전질점역학의 해석규칙( 2)

물리적인 성질 관측가능량(a) ( ) A는 수학적으로 위상공간을 정의역

으로 하는 실수값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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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Γ → R

( q , p ) ↦ Ǎ ( q , p )

에 대응된다.

측정을 수행한다면 물리적 성질(b) , A의 측정값은 이 함수 Ǎ 의 치

역의 한 값이 된다.

상태(c) ( q , p )에 있다고 기술되는 동역학적 대상에 대하여 물리적

성질 A를 측정했을 때 그 값이 Ǎ ( q ,p )가 될 확률은 언제나 1

이다.

측정을 통해(d) Ǎ 의 치역의 한 값 a를 얻는다면 이제 대상의 상,

태는 Ǎ - 1 ( a )로 기술되는 것으로 한다 즉 대상에 상태. ,

Ǎ - 1 ( a )를 할당한다.

상태로부터 사건을 예측하기 위한 규칙에서 나타나는 고전질점역학‘ ’ ‘ ’

과 통계역학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명시적으로 확률이라, ‘ ’

는 개념을 넣었다.

메타동역학의 관점에서 볼 때 통계역학과 고전질점역학의 시간 및 공,

간의 설정과 동역학적 특성의 선택은 동등하다 두 동역학은 서술대상의.

상태를 명시하기 위해 도입하는 수학적 장치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 .

고전질점역학은 특정 시간의 위치와 운동량의 값이 주어져 처음 상태를

알 때 나중 시간의 위치와 운동량의 값을 계산하는 도구를 제공한다 반, .

면 통계역학에서는 특정 시간의 확률분포함수를 알 때 이로부터 나중, ,

시간의 확률분포함수를 계산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흔히 통계역학에서는 상태변화의 법칙이 없다고 말한다 앞 절에서 살.

펴본 것처럼 정리를 둘러싼 논쟁에서 체르멜로가 지적하듯이 엔트로피H

라는 양은 시간의 함수가 될 수 없다 달리 말하면 평형통계역학에서는. ,

상태변화의 법칙이 처음부터 없다 왜냐하면 일단 평형상태에 이르기만.

한다면 그 계가 평형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그렇게 될 확률이 인 것은 아니다 매우 작을 뿐이다( 0 . ).

그러나 우리가 동역학적 이론구조를 해명하는 데 관심을 갖는 통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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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은 평형통계역학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직까지 비평형 통계학의 형식이.

론은 충분히 표준화되어 있지 않지만 평형통계역학은 특정 순간에 동역,

학적 서술대상의 상태를 어떻게 기술하는지에 대해 명료하게 말하고 있‘ ’

으며 그런 점에서 확립될 비평형 통계학이 어떤 모습을 띠든지 간에 기,

초적인 측면에서 상태서술에 대한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비평형통계역‘ ’ .

학의 문제가 단지 상태 즉 확률분포함수로 주어지는 의 시간적 변화를‘ ’( )

규정하는 법칙(EOM)을 구성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메타동역

학적 접근의 이점이다.

통계역학과 확률2.

통계역학에 대한 메타적 고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확률이

다 결국 통계역학을 다른 동역학과 구분짓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바로.

확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확률이라는 말을 명확.

히 정의하지 않고 사용했다 확률의 개념 자체는 메타동역학의 관점에서.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일까?

년에 콜모고로프가 확률에 대해 공리론적인 논의를 발표하면서 확1933

률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

했다 확률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적어도 메타동역학의 관점에서는 아직 메타적 연구 주제의 보고이다.34)

확률에 대한 해석은 크게 주관주의라 지칭되는 진영과 객관주의라 지

칭되는 진영으로 나누인다 케인즈나 램지. 35) 등의 논의처럼 확률은 곧 인

식 주체의 지식의 부족함이나 불확실함에서 비롯한다는 이른바 지식의“

결함 해석 에 기반을 둔 해석은 주관주의적이”(ignorance interpretation)

34) 확률 개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예를 들어 Bitsakis, E. I. &

Nicolaides, C. A.(1989), eds., The concept of probability: Kluwer

를 참조할 수 있다 통계역학의 메타동역학적 논의와Academic Publishers .

관련한 확률 개념에 대한 더 상세한 논의는 김재영 참조(2001b) .

35) Keynes J. M.(1921), Treatise of probability: Macmillan; Ramsey, F.

P.(1926), in Braithwaite, R. B., ed., Truth and probability in the

foundations of mathematics: Routledge and Kegan P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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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주관주의적 확률 해석은 상태서술과 사건서술의.

연관규칙으로서의 확률 개념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메타동역학에,

서는 수용하기 힘든 입장이다 객관주의 내지 실증주의적인 해석에서는.

확률을 철저하게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 진.

영의 원류로 흔히 간주되는 폰미제스 는 확률의 빈도 해석(von Mises)

을 제창했다(frequency interpretation) .36) 이에 따르면 어떤 사건의 확,

률은 시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상대빈도의 극한이다 이 극한이 수학적.

으로 깔끔하게 정의되지 않는 등 빈도해석은 여전히 형식이론적 난점을

안고 있다 메타동역학의 관점에서 볼 때 확률은 사건서술뿐 아니라 상. ,

태서술에도 개입하기 때문에 확률을 사건의 빈도만으로 국한시키려는 시,

도는 확률이 도입되어 사용되는 이론 특히 통계역학과 같은 이론에서 적,

절성을 잃기 쉽다 이에 반해 콜모고로프의 확률공간이론은 상태를 서술.

하는 수학적 장치로서의 확률 개념을 알맞게 담아내고 있으며 확률개념,

은 사건 결과 들의 빈도에 국한되지 않고 상태와 사건을 연결시키는 개념( )

임을 잘 보여준다.

메타동역학의 관점에서 본 볼츠만 로쉬미트 체르멜로 논쟁3. - -

메타동역학은 모든 동역학 이론에 동역학적 특성과 상태서술에 대한‘ ’ ‘ ’

선택이 포함되어 있으며 언제나 형식이론외적인 해석규칙이 별도로 덧, ‘ ’

붙여져야 함을 말해 준다 정리에 대한 로쉬미트와 체르멜로의 반론과. H

이에 대한 볼츠만의 비판에서는 확률개념의 도입이 필수적이었다 이것은.

통계역학의 상태서술이 고전질점역학의 상태서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해 준다 체르멜로는 고전질점역학의 상태서술만이 올바른 동역학.

의 상태서술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볼츠만이 새로이 구성한 통계역

학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고전질점역학에서는 상태의 서술과 사건의 서술이 언제나 일치하기 때

문에 동역학의 해석규칙에서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두 서술 즉 상태서,

36) R. von Mises(1919), Mathematische Zeitschrift, 5: 52(1919); Deuticke,

F.(1931), Wahrscheinlichkeitsrechnung und ihre Anwen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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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사건서술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메타동역학의 눈을 통.

해 보면 통계역학이라는 동역학적 서술이 등장하면서 이 두 서술 사이의,

틈새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고전질점역학의 해석규칙 의, ( 1)

항은 엄밀하게 말해서 고전질점역학의 해석규칙 의 항과 같이 바(c) ( 2) (c)

뀌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고전질점역학이 지니는 확률 배정 상태. [

서술과 사건서술의 연결 의 특수성을 잘 말해 준다] .

메타동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로쉬미트의 가역성반론과 체르멜로의 회

귀성반론은 질점역학의 상태서술이 적어도 열역학적 현상에서는 부적절하

다는 점을 드러내 주는 논변이다 질점역학에서는 상태서술과 사건서술.

사이에 틈새가 없기 때문에 상태를 특정 순간의 위치와 운동량의 값으로

나타내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통계역학에서는 이러한 상태서술,

이 허용되지 않는다 질점역학에서 위치와 운동량의 값으로 상태를 서술.

하게 된 것은 뉴턴의 역학에서 운동을 입자의 궤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볼츠만 로쉬미트 체르멜로의 논쟁이 드러내 준 바는 통계역학이라는 새- -

로운 물리학이론에서는 입자의 궤적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입자.

의 궤적에서 비롯된 상태서술 대신 확률밀도함수를 사용하는 추상적인

상태서술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체분자운동론의 주된 연구자.

로서 역학적 세계관을 진지하게 모색하던 볼츠만은 추상적 상태서술의

도입이 불가피함을 주장함으로써 역학적 세계관에 제동을 걸었다고 말할

수 있다.

글맺음5.

통계역학이라는 물리학의 한 이론은 물리학 내에서는 이미 충분히 확

립된 매우 훌륭한 이론이며 그 적용영역은 갈수록 넓어져 가고 있다 그, .

만큼 이에 대한 철학적 성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는 이 글에서 먼저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통계역학의 기초에 대한 논의

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보았다 맥스웰과 볼츠만은 기체분자운동.

론을 분자 원자들의 속도분포로부터 현상론적인 열역학의 법칙들을 끌어( )



김 재 영60

내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통계적확률적 방법을 써서 열역학의 둘째. /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 도입한 정리는 통계역학의 기초를 마련하기에는H

부족함이 드러났다 통계역학의 기초에 대한 논의는 에렌페스트 부처의.

종설 논문 이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고 할 수 있으며 더 깊이 있는,

논의는 수학자의 몫이 되었다 그러나 형식이론이 정지한 그 지점에서 철.

학적 성찰은 출발한다 통계역학의 기초에 대한 논의는 과학철학에서 매.

우 좋은 연구소재가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가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은 결국 동역학 일반에 관한 메타적 담론

인 메타동역학이라는 기존의 연구 성과가 통계역학의 기초와 어떻게 연‘ ’

관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통계역학의 기초를 둘러.

싼 논의를 역사적으로 개괄한 뒤에 메타동역학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 ‘ ’

았고 메타동역학의 관점에서 통계역학과 질점역학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

나는지 고찰했다 통계역학은 질점역학과 상태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 ’

는 점을 이해함으로써 해석규칙에서 확률의 개념이 본질적으로 중요함, ‘ ’

을 보여주었다.

통계역학은 상태와 사건 사이에 일대일대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 ’ ‘ ’

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메타동역학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한다 그런데 이렇게 상태와 사건 사이에 일대일대응이 없을 수도 있. , ‘ ’ ‘ ’

다는 관찰은 세기 말의 물리학자들로 하여금 확률적 서술은 불완전한19

서술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확률적 서술을 넘어. ,

서서 더 실재에 가까이 다가가는 서술이 가능하다는 충분히 정당화되지

못한 그리고 정당화되기 힘든 전제가 깔려 있었다 통계역학을 철학적으, .

로 반성해 보면 동역학적 서술을 사용하는 서술주체의 인식에 한계가 있,

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통계역학은 인류의 지식에서 진일보라

해도 그리 역설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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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ting the Foundation of Statistical

Mechanics: The Viewpoint of Meta-dynamics

Zae-young Ghim

Statistical mechanics(SM) explains the thermodynamic

phenomena on the basis of the point particle mechanics(PPM).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foundation of SM from the viewpoint

of the meta-dynamics. After summarizing the historical context of

SM and the viewpoint of the meta-dynamics, I discussed how to

understand the philosophical questions related to the foundation of

SM. It shows the difference between the PPM and SM, especially

in the interpretational rule of the meta-dynamics, which is the

rule connecting the description of states to that of events. I also

discussed the nature of the probability that comes in dynamics.

The present article is an attempt to envisage and extend the

meta-dynamics with the SM as the subject-matter.

[Key Words] statistical mechanics, point particle mechanics,

meta-dynamics, interpretational rule, description of

events, description of states, prob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