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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에 의한 상태붕괴*†

1)

김 명 석
‡

양자측정이론의 일반정리에 따르면, 측정대상의 속성이 애초부터 불확정적

일 경우, 측정대상과 측정장치를 합한 전체 시스템의 속성도 측정과정을 통

해 불확정적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 불확정성은 실제로 경험되지 

않는 현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은 상태붕괴 과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상태붕괴를 야기하는 상호작용은 양자동역학 내에서 발견

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상태붕괴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그것은 매우 특수

한 과정에 의해 야기될 것이다. 이 글은 상태붕괴가 의식의 개입에 의해 발

생한다는 제안을 비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우리는 지각적 차이가 외부 세

계의 차이에 놓여 있지 않을 경우, 지각적 사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다. 이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의식이 상태붕괴를 야기한다는 제안은, 인식

론적 관점에서, 수용될 수 없다.

【주요어】양자역학, 상태붕괴, 측정이론, 의식, 근접붕괴

* 접수완료: 2004. 12. 9. / 심사 및 수정완료: 2005. 6. 16.

† 이 연구는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KRF-2002-075-H00008). 모호한 표현과 중대한 결점들을 지적해주신 익

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이 논문은 최근 인식론적 탐구를 양자역학 

해석에 적용한 것이다. 반면 장회익, 이중원, 김재  등 서울해석의 개발자

들은 양자역학의 함축으로부터 합당한 인식론을 도출하려고 시도한다. 비

록 탐구의 진행방향은 서로 정반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철학과 물리학의 

합당한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이 저자들과 그 정신을 공유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이들의 연구들을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그것은 다만 저자가 

이들의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논평하는 별도의 논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

이지, 이들의 연구가 저자의 주목을 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 경북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연구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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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현대물리학과 현대과학기술에서 그 탁월한 역할과 위상에도 불구하고, 

양자역학을 모호함 없이 정식화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그것의 의미를 이

해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과제이다. 양자역학의 해석에서 

이론가들과 해석가들이 가장 크게 곤란을 느끼는 부분은 당연 측정에 관

한 부분이다. 양자역학의 정식체계는 다음과 같은 측정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측정대상의 속성이 애초부터 불확정적일 경우, 측정대상과 측정장

치를 합한 전체 시스템의 속성도 측정과정을 통해 불확정적이게 된다. 측

정장치의 지침들의 한 눈금과 다른 눈금이 센티미터 단위로 떨어져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인간 의식이 이러한 거시적 불확정성을 실제로 지각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

많은 이론가들이 양자측정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대부분의 

시도들은 상태붕괴(state collapse)라는 새로운 과정을 도입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물리량을 측정할 경우, 측정대상의 상태가 갑작스럽게 그 물리

량의 한 고유상태로 오그라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상태붕괴의 메커니

즘이 무엇인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상태붕괴가 측정장치와 측정대상 사이

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 야기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그 상호작용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들이 다양하다. 이러한 의견 

불일치는 상태붕괴를 야기하는 상호작용이 양자동역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그 원인이 있다. 붕괴이론가들은 측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

형적 양자동역학 이외의 특수한 동역학을 추가적으로 요청해야 한다.1) 그

1) 여기서 “동역학(dynamics)”은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특정한 

환경에 놓여 있는 물리계가 한 주어진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화할지를 

결정하는 모든 이론들을 동역학이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물리계가 

중첩상태에서 고유상태로 붕괴하는 과정을 예측하거나 기술하는 이론이 있

다면, 우리는 이 이론을 “붕괴 동역학(collapse dynamics)” 또는 “환원 동

역학(reduction dynamics)”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남겨진 문제는 이 

환원 동역학이 양자동역학의 일부인지, 이와 완전히 독립된 동역학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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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측정이론의 문제는 양자동역학과 상태붕괴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로 심화된다.

상태붕괴 가설은 양자현상의 해석에서 다양한 혼동들을 야기했다. 이 

에서 나는 이 혼동들을 완화함으로써 양자해석에 작은 진보를 가져오

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만일 상태붕괴가 발생한다면 어디에

서 발생해야 하는지를 묻고자 한다. 이 물음에 답함으로써, 의식의 개입

에 의해 상태붕괴가 발생한다는 입장을 비판할 것이다. 이 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먼저 다음 절에서 양자측정의 문제를 

표준적 표기법으로 다소 장황하게 정식화한 후, 제3절에서는 상태붕괴 가

설이 도입되는 과정을 기술할 것이다. 제4절에서 상태붕괴가 언제 어디서 

발생하는지 의문을 제기한 후, 제5절에서는 인식론 또는 지각이론의 최근 

논의를 참조하여 상태붕괴가 일어나는 지점에 대한 저자의 입장을 표명

할 것이다. 만일 지각적 차이가 필연적으로 외부 세계의 차이에 놓여 있

어야 한다면, 의식이 상태붕괴를 초래한다는 제안은, 인식론적 관점에서, 

수용될 수 없다.

장회익 교수는 양자역학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위해서는 통상적 실재

성 개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2)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중

원 교수는 고전적 관념체계에 대한 양자이론의 우선성을 인정해야 한다

고 역설한다. 그에 따르면, 양자역학적 함축의 일반화를 통해 획득된 새

로운 관념체계는 전통적 실재론 논제를 전면적으로 변혁시킨다. 그리하여 

“대상실재에 대한 선험적 가정과 이러한 실재에 대한 이론언어(상태)의 

표상가능성이라는 전통적 논제”는 배제되고, 대상의 실재성은 이제 “대상

에 대해 인식주체가 획득한 정보 및 사물을 인식하는 동역학적 인식구조

에 정합적인 방식으로” 주장되어야 한다.3) 물론 우리는 양자역학의 개념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문헌들에 등장하는 “환원은 동역학적 문제

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동역학을 양자동역학과 동일시하는 맥락에서만 의

미를 지닌다. 김재  (2000) 참조. 이처럼 각주에서 자세한 서지사항이 생

략된 문헌의 경우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을 참조하라.

2) 장회익 (1994), p. 110; 장회익 (1998).

3) 이중원 (1998), pp. 208-9; 이중원 (2002). 최근 논문에서 이중원은 양자역

학에 대한 해석을 통해 실재 개념에 대한 분석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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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이 다른 신화적․신학적․형이상학적․고전물리학적 개념틀에 비해 인

식론적으로 우선한다는 논제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역

학으로부터 존재론적․인식론적 논제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재성에 관한 우리의 관념은 양자역학의 진리

성보다 우선할 때가 종종 있다. 저자의 연구는 오히려 존재론적․인식론

적 탐구에서 출발하여 양자역학의 문제들에 접근하는 한 사례이기를 희

망한다.

2. 양자측정의 문제

많은 해석가들이 왜 상태붕괴 과정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

하려면 무엇보다 양자측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 

절에서 이 문제를 비교적 소상하게 도식화하고자 한다.4) 측정대상 S의 

한 물리량을 Q로 표기하고, 측정장치 M의 지침(pointer) 상태를 R로 표

기하자. 그리고 측정 이전에 Q와 R의 값을 각각 vo(Q), vo(R)으로 놓고, 

측정이 종결된 후 Q와 R의 값을 각각 v(Q), v(R)으로 놓는다. vo(Q)와 

v(Q)는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v(R)은 가급적 vo(Q)와 일정

한 함수관계를 가져야 하며, 이 관계는 측정장치 M에 의존한다. M이 물

리량 Q를 측정하는 데 적절한 장치일수록, vo(Q)와 v(R) 사이의 의존 

관계는 확연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그 관계가 확연한 장치를 물리량 Q

를 측정하는 장치로서 사용하게 된다.

소 중도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중원 (2003), pp. 280-1.

4) 여기서부터 수식 (9)가 도출될 때까지 다소 지루한 설명과 수식이 나열될 

것이다. 이것은 식 (10)으로 알려진 슈뢰딩거 고양이 역설을 장황하게 해

설한 것에 불과할 수 있다. 수식 (9)나 식 (10)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 

절을 건너뛰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저자의 설명은 다른 양자

역학 문헌들에서 발견될 수 없는 세부적 해명을 포함하고 있다. 이 해설을 

통해서 양자측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4절에서 다룰 근접붕괴이론

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 있는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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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측정모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초기에 Q는 어떤 확정적인 값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R은 눈금 “0”을 가리키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vo(Q) = q, vo(R) = 0. 측정과정이 진행되면 S와 M은 고전운동법칙에 

따라 상호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측정이 종결되면, Q와 R은 각각 새로운 

확정적인 값으로 귀착된다. 만일 측정과정이 측정대상에 교란을 야기했다

면 v(Q)는 q와 같지 않을 수도 있다. 또는 비록 v(Q) = q라 하더라도, 

Q 이외의 다른 물리량의 값이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R은 0에

서 새로운 값 r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 값은 응당 q에 의존해야 한다. 

만일 S와 M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긴 r이 q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

면, S와 M의 상호작용을 측정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다. 그래서 어떤 함

수 f가 존재해서,

(1) r = f(q)

일 것이다. 여기서 f는 하나의 함수이기 때문에, 한 값 q에 대해 둘 이상

의 r들이 대응되지 않을 것이다. 즉 만일 q1 = q2라면, f(q1) = f(q2)이다. 

그러나 측정장치가 정 하지 못할 경우, 비록 q1 ≠ q2라 하더라도, f(q1) 

= f(q2)일 수 있다. 이런 측정장치 또는 측정과정은 그다지 장려할 만하

지 않다. 가장 이상적인 측정은 v(Q) = q이고, r이 q와 일대일 함수관계

를 가지는 측정일 것이다. 고전물리학은 이러한 측정의 가능성을 원리상 

열어 놓는다. 각각의 r들은 가급적 인간 관측자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거시적 규모로 서로 달라야 한다. 이 조건은 측정이 인간의 인식 활동의 

하나인 한, 만족되어야 한다.

측정대상의 초기값 vo(Q)는 고전물리학에서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이 값은 원리상 언제나 확정적이기 때문에 특별

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 반면 양자역학적 물리계에서는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물리량 Q 자체가 실제로 확정적이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vo(Q)는 정의되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만일 S+M이 양자동역학에 따라 

변동한다면, 그 동역학이 원리상 선형성을 띠기 때문에, 초기의 S가 양자

역학적 중첩상태에 있을 경우, 나중엔 S+M 전체까지도 중첩상태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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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다시 말해, 초기에 R이 확정적으로 0에 있었다 하더라도 Q가 

불확정적일 때는 나중에 Q뿐만 아니라 R까지도 불확정적이게 된다. 이 

경우 v(R)은 정의되지 않는다. 이 현상은 원자핵 붕괴와 안정의 중첩상

태가 처음에는 확정적으로 살아있던 슈뢰딩거의 고양이에게 전이되어, 나

중에는 그 고양이도 삶과 죽음의 중첩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과 같다.

이후 논의를 위해 양자측정의 문제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측정대상 S는 Q의 고유상태들 중 하나에 있을 수 있다. 만일 S가 Q의 

고유상태 |q>(S)에 있다면, 이 경우

(2) Q|q>(S) = q|q>(S)

가 성립한다.5) 마찬가지로 측정장치 M은 R의 고유상태에 있을 수 있다. 

한편 M은 많은 입자들로 구성된 거시적 시스템이므로 수많은 양자수들

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한 고유값 r을 가지는 R의 고유벡터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벡터들을 명명하기 위해서는 여타 변수 

α들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만일 M이 R의 고유상태 |r, α>
(M)
에 있을 경

우,

(3) R|r, α>(M) = r|r, α>(M)

이 성립한다. 만일 vo(Q) = q이고, vo(R) = 0라면, S와 M의 초기 상태

는 각각 |q>
(S)
, |0, α>

(M)
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하여 측정 전의 S+M

의 상태는 |q>(S)⊗|0, α>(M)이다.6) 이 상태는 측정 후에 어떻게 변할까?

5) 물리량(관측가능량 observables)과 에르미트 연산자 사이에 일대일 대응이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두 항목을 구별하지 않고 표기할 것이다. 이 논문에

서는 고유값(eigenvalues), 고유상태(eigenstates) 등과 같은 용어들의 의

미를 포함하여 벡터공간(vector space)에 대한 수학적 지식을 공지의 사실

로서 간주할 것이다.

6) 여기서 ⊗는 크로네커(Kronecker) 곱셈인데 M 차원의 벡터와 N 차원의 

벡터를 곱하여 MN 차원의 새로운 벡터를 산출해 내는 벡터 연산이다. 이

하 ⊗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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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측정과 마찬가지로, 양자측정도 측정대상과 측정장치가 상호작용하

는 과정이다. 특히 측정장치의 거시적 지침은, 측정과정을 통하여, 측정대

상의 물리량을 어떤 식으로든 반 해야 한다. 그래서 양자측정의 과정도 

반드시 vo(Q)와 v(R) 간의 함수적 관계를 산출해야 하며, 식 (1)도 여전

히 성립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vo(Q)와 v(R) 간에 함수적 관계가 

성립할 경우, 한 q에 오직 하나의 f(q)가 대응되어야 한다. 이하 f(q)는 rq

로 표기한다. 여기까지는 양자측정과 고전측정은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

측정이 S의 상태를 교란하지 않거나 최소한 Q의 값을 변경시키지 않

을 경우, 측정이 종결된 후 S의 상태는 변함없이 |q>
(S)
이다. 측정대상 S

가 측정하려는 물리량 Q의 고유상태에 있을 때가 이 경우라고 흔히들 가

정된다. 그러나 M의 상태는, 지침 값이 0에서 rq로 변경되었으므로, |rq, 

α'>
(M)
으로 바뀐다. α가 α'으로 바뀐 것은 측정과정에 측정장치의 내부변

수들에 변동이 있었음을 반 한 것이다. 측정 후 S+M의 상태는 

|q>(S)|rq, α'>
(M)으로 바뀐다(여기서 ⊗가 생략되었다) / 따라서 측정과정

의 일환으로 진행된 S와 M 사이의 상호작용은 다음과 같은 상태 변동을 

낳는다.

(4) |q>(S)|0, α>(M)  →  |q>(S)|rq, α'>
(M)

이 상태 변동은 모종의 시간진행 연산자 Um의 작용에 의해 진행될 것이

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5) Um|q>
(S)|0, α>(M) = |q>(S)|rq, α'>

(M)

이다.

한편 S의 초기 상태가 |q>(S)가 아니라 |p>(S)라면, 측정과정이 종결된 

후 S+M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p>
(S)
는 Q|p>

(S)
 = p|p>

(S)
를 

만족하는 Q의 고유상태이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측정장치의 지침 값

은 0에서 rp로 바뀔 것이고, 세부 변수는 α에서 가령 α''으로 바뀔 것이

다. 결국 측정 후 S+M의 상태는 |p>
(S)
|rp, α''>

(M)
이다. 지금 우리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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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유형의 측정과정을 고려 중이므로, 동일한 시간진행 연산자가 S와 M

의 상호작용을 기술해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6) Um|p>
(S)|0, α>(M) = |p>(S)|rp, α''>

(M)

을 얻는다.

이제 측정대상 S가 일반적인 상태 |ψ>
(S)
에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양자측정의 문제는 측정대상이 측정하려는 물리량의 고유상태가 아닌 경

우에 발생한다. |ψ>(S)가 Q의 고유상태가 아닌 경우, |ψ>(S)는 Q의 고유

상태들의 중첩상태에 있고, vo(Q)는 확정적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만일 S

의 초기상태가 |q>(S) + |p>(S)라면, 측정 전의 S+M의 상태는

(7) |ψ>(S)|0, α>(M) = (|q>(S) + |p>(S))|0, α>(M) 

    = |q>
(S)|0, α>(M) + |p>(S)|0, α>(M)

으로 표현될 수 있다(정규화 상수는 명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S+M의 

상태 변동은 당연히 시간진행 연산자 Um의 작용에 의해 진행된다. 따라

서 측정 후 S+M의 상태는 Um{|q>
(S)|0, α>(M) + |p>(S)|0, α>(M)}이다.

그런데 만일 S와 M의 상호작용이 양자동역학의 지배를 받는다면, 시

간진행 연산자 Um는 선형성을 지녀야 한다. 그래서 임의의 두 상태벡터 

|a>, |b>에 대해서,

(8) Um{|a>+|b>} = Um|a> + Um|b>

가 성립한다. 식 (5), (6), (8)을 활용하면, 측정과정이 종결된 후 S+M의 

상태는 다음과 같이 바뀐다.

(9) Um{|q>
(S)|0, α>(M) + |p>(S)|0, α>(M)} 

= Um|q>
(S)|0, α>(M) + Um|p>

(S)|0, α>(M)

= |q>
(S)
|rq, α'>

(M)
 + |p>

(S)
|rp, α''>

(M)
.

이처럼 S+M은 측정이 종결된 후 |q>(S)|rq, α'>
(M)와 |p>(S)|rp, α''>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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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첩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전자의 항목에서 |rq, α'>
(M)
과 후자

의 항목에서 |rp, α''>
(M)은 거시적으로 구별되는 상태들이다. 왜냐하면 rq

와 rp는 각각 거시적으로 서로 다른 지침 값들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통

상의 측정장치에서 지침들의 한 눈금과 다른 눈금은 센티미터 단위로 떨

어져 있다. 그리하여 |rq, α'>
(M)과 |rp, α''>

(M)은 지각적으로 구별될 정도

로 서로 다른 상태들을 표상한다.

따라서 측정 후 S+M은 지각적으로 구별될 정도로 서로 다른 상태들

이 중첩되어 있다. 이와 같은 거시적 상태들의 중첩을 “슈뢰딩거 고양이 

상태”라 한다. 상자 속에 들어간 가련한 슈뢰딩거 고양이는 방사능 원소

와 독약병과 함께 다음과 같은 거시적 상태의 중첩에 놓이게 된다.7)

(10) |원자핵 붕괴>|고양이의 죽음> + |원자핵 안정>|고양이의 생존>

여기서 고양이의 삶과 죽음은 원자핵 붕괴와 안정을 측정하는 장치의 거

시적 눈금에 해당한다. 애초 원자핵 붕괴와 안정의 불확정성은, 측정이 

진행되면서 슈뢰딩거의 고양이에게 전이되어, 삶과 죽음의 거시적 불확정

성으로 악화된다.

요컨대 만일 측정대상의 속성이 애초부터 불확정적이라면 측정대상과 

측정장치를 합한 전체 시스템의 속성도 측정과정을 통해 불확정적이게 된

다. 이것을 “측정이론의 일반정리(a General Theorem of Measurement 

Theory)”라고 한다. 이 정리에서 드러난 거시적 불확정성 문제를 흔히 

“거시-객체화 문제(macro-objectification problem)”라 한다. 양자역학 

해석가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매일

의 삶에서 또는 실험실에서 거시적 불확정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 있

다면, 양자역학에 문제가 있는가, 우리 경험이 총체적으로 잘못되었는가? 

측정장치의 바늘은 도대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7) Schrödinger (1935), “Die Gegenwärtige Situation in der 

Quantenmechanik,” (trans.) J. D. Trimmer, (repr.) Wheeler & Zurek 

(1984), pp. 152-67: 식 (10)을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원자핵 

붕괴>|병의 파손>|독약의 누수>|고양이의 죽음> + |원자핵 안정>|병의 온

전>|독약의 보존>|고양이의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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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태붕괴

양자측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장치의 지침

이 거시적 중첩상태에서 확정적인 상태들로 자발적으로 귀착되도록 S+M

을 시간-진행시키는 특수한 과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침의 상태

를 여러 상태들의 중첩상태에서 단일한 상태로 “붕괴”시키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복합적 상태들은 보다 단순한 상태로 “환원”된다.8)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S와 M이 처음에는 선형적 시간진행 연산자 Um에 따

라 상호작용하다가, 측정이 완수될 즈음에 S+M이 중첩상태에서 갑자기 

확정적인 지침 값을 지니는 고유상태로 오그라든다. 폰 노이만은 일찍이 

다음과 같은 “사  가설(projection postulate)”을 제안했다:9) 우리가 임

의의 물리량 Q를 측정할 때, 측정대상의 상태는 갑작스럽고 예측불가능

하게 Q의 한 고유상태로 사 된다.

이제 문제는 이 가설이 가정하고 있는 상태붕괴 과정이 무엇에 의해 

발생하는가 하는 것이다. 상태붕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의 설명은 다양하

다. (i) 먼저 측정장치가 측정대상을 예측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교란

을 야기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다.10) 그러나 측정장치와 측정대상의 

모든 물리적 상호작용은 이미 시간진행 연산자 Um에 일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가정되었다. 만일 양자역학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면, 모든 물리적 

교란들은 선형 연산자로서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태붕괴를 야

기할 수 있는 선형 연산자를 발견하거나 고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ii) 측정장치 내의 엄청나게 많은 내부적 변수들과 측정대상의 상호작

용이 상태붕괴를 야기한다는 설명. 측정장치는 처음부터 엄청난 수의 변

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수들이 매번의 측정에서 동일한 값을 

8) 이 현상을 “상태붕괴” 또는 “상태환원”이라 한다. 여기서 “환원(reduction)”

은 복합적 현상이 보다 단순하고 근본적인 현상으로 귀착하는 것을 뜻한다.

9) von Neumann (1932).

10) Messiah (1966), Quantum Mechanics, John Wiley & Sons, New York,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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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측정장치는 일반적으로 애초에 혼합상태

(mixed state)에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측정과정에서 쉽사리 순수상태

(pure state)로 바뀐다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11) 그러나 불행히도 S+M

이 가장 일반적인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측정이론의 일반정리는 여전히 

성립한다. 즉 S+M의 초기상태가 비록 혼합상태라 하더라도, 이들이 양

자동역학에 따라 시간 진행한다면, S+M의 최종상태는 거시적으로 구별

되는 고유벡터들의 결맞는(coherent) 중첩상태가 된다.12) 이것은 S+M이 

보다 일반적인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거시적 불확정성을 보여준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측정장치의 수많은 변수들과 측정대상 사이

의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양자측정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

다.

(iii) 측정장치와 측정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우주 전체 즉 “환경”이 상

태붕괴를 야기한다는 설명. 그러나 만일 우리가 측정장치 M에 우주 전체

를 고려해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 측정대상과 나머지 우주 사이의 모든 

상호작용은 물리적 상호작용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호작용을 시간진행 

연산자 Um에 일괄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앞의 설명과 마찬가

지로, 상태붕괴를 야기하는 환경과 측정대상의 상호작용이 물리세계 내에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양자동역학의 보편성이 부정되어야만 한

다.

사실 위그너, 파인, 시모니 등은 상태붕괴를 야기하는 시간진행 연산자

가 양자동역학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13) 그래서 상태붕

11) 고유상태들의 중첩도 순수상태의 일종이다. 그래서 식 (9)는 순수상태를 표

현하고 있다. 혼합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벡터가 아니라 행렬이 

필요하다. 이 행렬을 상태연산자(state operator) 또는 도행렬(density 

matrix)이라 한다.

12) 식 (4)에서 M의 초기 상태가 |0, α>
(M)처럼 순수상태가 아니라, 혼합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측정이 종결된 후에 S+M의 최종 상태는, 식 (9)가 그렇듯

이, 여전히 순수상태로 변화하게 된다. 이 사실은 양자역학의 정식체계에 

의해 수학적으로 도출된다. Ballentine (1998), pp. 237-8: 한편 결흩어짐

(decoherence) 이론은 S+M의 최종 상태를 다시금 혼합상태로 흩어버리는 

장치와 환경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추가적으로 도입한다. 각주 17을 

보라.



김 명 석42

괴를 야기하는 측정장치와 측정대상의 상호작용은 양자동역학만으로 기술

될 수 없다. 이것은 측정문제를 양자역학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뜻한다. 측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형적 양자동역학 

이외의 특수한 추가적 동역학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사  가설은 양자역

학의 정식체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완전히 독립적인 별도의 가설로

서 간주되어야 한다. 붕괴이론가들이 상태붕괴를 지배하는 별도의 동역학

을 개발하려고 시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의 시도를 “동역

학적 환원 프로그램(Dynamical Reduction Program)”이라 한다.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는 완전히 이질적인 두 동역학(양자역학과 상태

붕괴)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 가지 접근이 있

을 수 있다.14) 첫째, 양자동역학은 그대로 보존하고, 통상적 해석(코펜하

겐 해석)을 수정하거나 거부한다.15) 둘째, 상태에 대한 통상적 해석을 받

아들이고 양자동역학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다.16) 셋째, 통상적 해석과 양

자동역학을 둘 다 받아들이는 대신, 현실적 실험상황에서는 중첩된 상태

(양자동역학에 의해 도출된 것)와 붕괴된 상태(통상적 측정이론이 요구하

는 것) 사이의 차이가 거의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17) 이 접근

13) Wigner (1963). Fine (1970), “Insolubility of the Quantum Measurement 

Problem,” Physical Review D2: pp. 2783-7; Shimony (1974), 

“Approximate Measurements in Quantum Mechanics,” Physical 

Review D9: pp. 2321-3.

14) Bub (1998), p. 889.

15) 이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옴의 인과적 해석, 많은 세계 해석, 아인슈

타인의 앙상블 해석, 반프라센의 양상해석 등이 있다. 이 해석들은 대체로 

상태붕괴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6) 소위 GRW 이론: Ghirardi, Rimini and Weber (1986), “Unified 

Dynamics for Microscopic and Macroscopic Systems,” Physical 

Review D34: pp. 470-91. 이것은 미시계의 우연적이고(occasional) 자발

적인 국소화를 야기하는 붕괴 동역학을 도입한다.

17) 소위 결흩어짐 이론. 1970년대 Hans Dieter Zeh는 거시 중첩 문제를 해결

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는 거시 중첩이 사라지는 매우 빠르고 효과적

인 작용이 존재할 것이라 추정했고, 그의 추정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Zurek 등에 의해 단순한 모델에서 검사되었다. 거시 중첩이 갑자기 사라지

는 효과를 “결흩어짐(decoherence)”이라 한다. 1992년 Omnès는 특수한 



의식에 의한 상태붕괴 43

방식들을 모두 평가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주제는 아니므로, 이것들에 대

해서는 별로도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상태붕괴가 발생한다

면 어디에서 발생해야 하는지를 묻고자 한다.

4. 원격붕괴 대 근접붕괴

많은 이론가들이 증명했듯이 상태붕괴를 야기하는 시간진행 연산자는 

양자동역학 내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폰 노이만은 사 가설을 제안할 때 

상태의 환원이 비연속적이며 비인과적이고, 순간적이며 비가역적인 작용

에 의해 발생한다고 가정했다. 그래서 몇몇 이론가들은 사 가설을 정당

화하기 위해서 측정과정에 제3의 요소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제3의 요소는 측정장치의 거시적 지침의 눈금을 “읽는” 관측자 O이다. 

그가 측정결과를 “읽을” 때 S+M의 상태에 동역학적 환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O가 측정장치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가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래서 측정되는 시스템을 한편에 두고 측정하는 시스템을 다른 

편에 둔다면, S와 M+O 사이에 경계가 그어진다. 그러나 측정대상과 측

정장치의 상호작용을 한편에 두고, 그 결과를 “읽는” 과정을 다른 편에 

둘 경우에는, S+M과 O 사이에 경계가 그어질 것이다.

관측자가 측정과정에 어떻게 개입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제2절

모델에 의존하지 않는 결흩어짐의 일반이론을 개발했으며, 1996년에는 파

리의 Raimond과 Haroche가 이끄는 그룹에서 매우 신뢰할 만한 실험적 

관찰이 보고되었다. 결흩어짐은 극히 짧은 시간에 일어나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동안 측정장치의 지침은 명확한 한 지

점을 가리키게 된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물리계는 사실상 열린 시스템

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외부환경과 상호작용 중에 있고, 이것은 측정장치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결흩어짐의 메커니즘은 측정장치와 무수

한 변수를 지닌 외부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존한다. 이런 복잡한 상호

작용이 불확정적 지침 값을 지니는 S+M 상태를 확정적 지침 값들의 혼합

상태로 흩어버리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결흩어짐 이론에 대해서는 류

창현 (1996)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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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논의되었던 측정의 문제를 보다 단순화시켜 재론하겠다. 우리는 일차

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운동하고 있는 입자의 위치를 측정하기를 원한다. 

입자가 애초에 기준점에서 2c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상태에 있을 경우 

이 상태를 |2>라 표현한다. 위치를 측정하는 장치의 눈금은 처음에 준비

상태 “0”에 놓여 있다. 위치 상태가 |2>에 있는 입자의 위치를 측정할 

경우, 측정과정이 종결된 후, 측정장치의 눈금은 “2”로 바뀔 것이다.18) 이

제 입자의 상태가 |2>와 |5>의 중첩상태라 가정하자. 식 (9)에 따르면 

입자 S와 장치 M의 전체 상태는 측정 후 다음과 같이 변할 것이다.

(11) |2>(S)|“2”>(M) + |5>(S)|“5”>(M).

여기서 세부 변수 α는 생략했다. 관측자 O의 개입에 의해 상태붕괴가 발

생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것이다: 만일 O가 눈금 “2”

를 읽으면 S+M의 상태는 |2>(S)|“2”>(M)로 붕괴되고, O가 눈금 “5”를 

읽으면 S+M의 상태는 |5>(S)|“5”>(M)로 붕괴된다. 그렇다면 장치의 지침

이 가리키는 지점이 “2”인지 “5”인지 가려내는 과정은 정확히 어떤 과정

인가? 다시 말해 O는 지침이 가리키는 곳이 “2”인지 “5”인지 어떻게 감

지할 수 있는가?

눈금을 읽는 시스템 O는 다시 여러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다. 예컨대 

O는 눈을 포함한 신체기관 E와 신경 시스템 O'으로 나눌 수 있고, O'

은 시각 신경 N과 두뇌 O''로, O''는 다시 대뇌 피질 좌우 후두엽의 시

각중추 V와 인지기능 O'''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무한 후퇴가 멈

추는 곳에 바로 의식 C가 존재한다고 가정된다.19) 인지기능에서 C를 뺀 

나머지를 X라 하면, 측정과정에 개입된 요소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한쪽

에는 S+M+E+N+V+X가 놓여 있고, 다른 한쪽에는 C가 놓여 있다. 그

리하여 눈금을 읽기 직전에 S+M+E+N+V+X의 상태는 다음과 같은 중

첩상태에 이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18) 여기서 “0”이나 “2”가 단순히 아라비아 숫자를 표상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

요는 없다.

19) von Neumann (1932), p. 421: 그는 “자아(ego)”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의식에 의한 상태붕괴 45

(12) |2>(S)|“2”>(M)|“2”>(E)|“2”>(N)|“2”>(V)|“2”>(X) 

+ |5>
(S)|“5”>(M)|“5”>(E)|“5”>(N)|“5”>(V)|“5”>(X).

여기서 |“2”>
(E)
는 눈을 포함한 신체 기관이 측정장치의 눈금 “2”를 감각

할 때의 상태를 나타내며, |“2”>(N)는 눈금 “2”에서 발산된 가시광선에 

의해 활성화된 신경 물질의 전달 상태를, |“2”>(V)는 그 이후 대뇌 피질

의 활성화 상태를, |“2”>
(X)
는 위치 “2”를 표상하는 신경기호를 나타낸다. 

눈금을 읽는다는 것은 아마도 의식 C가 자신의 신경기호가 “2”인지 “5”

인지를 감지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신경상태 또는 인지상태는 비록 

|“2”>
(X)
와 |“5”>

(X)
의 중첩상태에 있지만 C가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의식

할 때, 식 (12)의 두 항목은 한 항목으로 붕괴될 것이다. 이것이 상태붕

괴에 제3의 요소가 개입한다는 주장의 대체적인 시나리오이다.

폰 노이만은 일단 상태붕괴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S가 M과 상호작용

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든, S+M이 O와 상호작용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S+M+E+N+V+X이 C와 상호작용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든, 수학적으로

는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또한 “관측자”

가 궁극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관측장치인지 인간 두뇌인지는 측정문제에

서 본질적이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20) 이제 우리는 붕괴를 “원격붕괴

(distal collapse)”와 “근접붕괴(proximal collapse)”로 나누고자 한다. 원

격붕괴는 상태붕괴가 S와 M이 상호작용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를 가리키고, 근접붕괴는 S+M+E+N+V+X와 C가 상호작용하는 단계에

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21) 근접붕괴는 간단히 말해 의식에 의한 

상태붕괴이다. 근접붕괴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유는 상태중첩이 S+M 

단계에서 또는 S+M+E에서 굳이 멈추어야 할 물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

이다. S+M+E+N+V+X는 모두 물리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시간진행은, 양자역학의 보편성을 인정한다면, 이 역학의 지배

20) Atmanspacher (2004): 그는 관측하는 시스템을 언제나 물질적 역으로 

간주했다. 그가 주관적 심적 경험을 언급할 때도 그것을 두뇌 과정으로서 

취급했다. 그의 입장이 정신-두뇌 동일론인지, 심신 평행론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21) 그 중간단계에서 붕괴가 발생하는 경우도 근접붕괴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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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게 될 것이다. 반면 의식은 비물리적인 어떤 것으로서 굳이 양자역

학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의식의 개입은 물리적 동역학의 지배를 

벗어난 모종의 교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상태붕괴는 바로 이 교란에 의

해 발생한다는 것이다.22)

근접붕괴는 코펜하겐 해석의 뿌리 깊은 현상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이 

해석에서 “현상”은 종종 측정과정에 의해 창출되는 것으로 이해되곤 한

다. 여기서 측정과정에 의식의 작용(내성)을 포함시킬 경우, 우리는 근접

붕괴이론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될 것이다.23) 근접붕괴를 지지하는 양

22) 그러나 만일 의식도 단지 물리적 요소에 불과하다면, 의식의 개입이 상태

붕괴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그다지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다. 한편 펜로즈는 

상태붕괴가 의식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태붕괴가 의식

을 야기하는 데 개입한다고 본다. Penrose (1994): 그는 ‘의식의 과학’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물리학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는 마취학자 

Hameroff의 발견에서 중요한 힌트를 얻는데, 그는 인간의 인지과정이 초

미세관(microtubule; 뉴런의 세포골격 속에 있는 직경 25nm의 단백질 관) 

내에서 일어날 법한 양자역학적 상태붕괴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펜로즈에 

의하면, 상태붕괴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계산불가능한(noncomputable)’ 요

소가 바로 의식의 물리학적 기초가 된다. 그는 상태붕괴가 모종의 중력효

과라고 생각하면서,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을 통합시키는 새로운 물리학이 

등장한다면, 그것은 의식을 이해할 수 있는 궁극적 이론일 것이라고 예상

한다.

23) 실제로 많은 양자역학 해석가들은 측정과정 속에 의식이 두뇌 상태를 내성

하는 과정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중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떤 의식

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순간 두뇌의 중첩된 물리적 상태가 붕괴되어 특정한 

하나의 가능한 경로에 대응되는 물리적 상태로 전이하게 되는데, 이는 관

측 순간 대상의 중첩된 물리적 상태가 특정한 하나의 고유상태로 붕괴하는 

상태함수의 붕괴원리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두

뇌 안에서 특정한 의식적 사고의 발현이 곧 두뇌 안에서의 물리적 상태들

에 대한 관측(혹은 경험)과 동일하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 두뇌 안에서 

특정한 의식적 사고의 발현을, 두뇌의 물리적 사건들에 대한 관측행위로 

충분히 간주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의식적인 생각이나 지각이 일어날 때, 

두뇌가 ‘내부로부터 관측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 주어진 

입력에 대해 가능한 다양한 반응들을 표상하는 두뇌의 중첩 상태가, 의식

적인 사고가 이루어진 순간 바로 그 의식적 사고에 의해 특정한 반응을 표

상하는 특정한 두뇌의 상태로 급격하게 붕괴(혹은 전이)되었다고 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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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역학 해석가들로는 1930년대 말에 F. London과 E. Bauer, 60년대에 

E. Wigner, 80년대에 H. Stapp 등이 있다.24) 특히 스탭은 두뇌를 하나

의 측정장치로 간주하고, 의식적 사고를 곧 이 장치를 측정하는 것과 동

일시한다. 그러나 이들은 의식적 경험 자체가 규범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인식론적 조건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려를 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근접붕괴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가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게 될 것이다.

5. 지각적 차이

근접붕괴에 따르면, 주체 외부에 있는 장치의 지침 자체는 실제로 불확

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심지어 그것은 아무 곳도 가리키고 있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두뇌의 신경기호조차도 불확정적인 중첩상태에 놓여 있다. 

최종적으로 의식이 신경기호의 상태를 감지할 때 상태붕괴가 발생하며, 

바로 이 순간 비로소 현상의 불확정성은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다.” 이중원 (2003), p. 271.

24) London & Bauer (1939); Wigner (1967); Stapp (1993), pp. 145-172. 그

러나 나중에 위그너는 1977년 논문에서 의식이 양자역학의 역 바깥에 

있다는 이유로 상태붕괴에서 의식의 역할을 부정했다. Wigner (1977). 한

편 스탭은 의식이 두뇌의 활동에 향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할 정도로 의

식의 능동성을 인정한다. 그는 “의식을 물질적 상태를 잠재성 혹은 성향에

서 현실성으로 바꾸는 능력을 지닌 사건으로 간주한다.”; 이중원 (2003), p. 

277. “중첩상태로 표현된 두뇌의 물리적 상태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잠

재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다가 의식적인 사고가 일어나면, 두뇌의 물

리적 상태는 잠재성의 중첩상태에서 특정한 하나의 실제적인 사건으로 현

실화하게 된다. 결국 의식적인 사고가 두뇌의 물리적 상태를 잠재성 혹은 

성향에서 현실성으로 전이시키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같은 논문, p. 278. 

한편 스탭에 따르면 의식적 사건은 두뇌 사건들의 중첩상태가 붕괴하는 것

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그에게 의식이란 상태붕괴를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고, 상태붕괴의 결과이기도 하다. 스탭의 양자심리학에 대해서는 Stapp 

(1993)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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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현상)의 이러저러함을 경험할 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대상은 무

엇인가? 현상적 차이는 신경기호의 차이인가 외부세계의 차이인가?

근접붕괴이론이 옳다면, 우리의 경험 대상은 주체 외부의 사물이 아니

라, 의식 주체에 가장 가까이에 근접해 있는 신경기호들이다. 왜냐하면 

근접붕괴이론에 따르면 의식이 신경기호들의 상태가 |“2”>(X)인지 

|“5”>(X)인지를 감지할 때 비로소 경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접

붕괴이론을 받아들일 경우, 세계가 이러저러하다고 우리가 기술할 때, 실

제로 기술되는 것은 세계가 아니라, 신경기호들이다. 그리하여 지각적 차

이는 외적 세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 세계에 놓여 있으며, 우리

는 주체 외부 사물이 실제로 무엇과 같은지 경험할 수 없다. 우리는 근접

붕괴이론의 이러한 인식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대신 인식 주체가 경

험하고, 지각하고, 기술하는 것은 주체의 감각질이 아니라, 외부 세계의 

사물들이라는 관점을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자아가 지각적 경험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자아들이 공동으로 반응하는 “공통 자극” 또는 “공통 원

인”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전개할 저자의 논증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 전제 1 : 지각은 가능하다.

• 전제 2 : 지각적 차이가, 대부분의 경우, 외부세계의 차이에 놓여

           있지 않을 경우, 지각 자체가 불가능하다.

• 전제 3 : 만일 상태붕괴가 주체의 신체 내부적 사건에 의해 야기된

           다면, 지각적 차이는 신체 내부적 차이에 놓여 있다.

• 결  론 : 만일 의식이 신체 내부적 사건이라면, 상태붕괴는 의식에

           의해 야기되지 않는다. 즉 근접붕괴이론은 옳지 않다.

우리는 전제 1을 경험 일반에 관한 기본적 사실로서 받아들인다. 이에 대

한 정당화는 여기서 다루지 않을 것이다. 전제 2의 정당화를 위해 이 절

의 대부분을 할애할 것이다. 전제 3은 이미 제4절에서 정당화되었다.25) 

25) 근접붕괴이론가들은 지각을 신체 내부 특히 두뇌에서 발생하는 심리인과의 

일종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지각적 차이가 신체 내부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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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전제 1과 전제 2로부터 지각적 차이는 대부분의 경우 외부세계의 

차이에 놓여 있다는 것이 도출된다. 이 중간 결론과 전제 3으로부터, 상

태붕괴는 대부분 신체 내부적 사건에 의해 야기되지 않는다는 것이 따라 

나온다. 따라서 상태붕괴는 일반적으로 의식에 의해 야기되지 않는다. 단 

여기서 의식은 주체의 신체 내부적 사건으로 이해된 좁은 의미의 의식이

다.

이제 지각 자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각적 차이가 일반적으로 주체 

외부 세계의 차이에 근거해야 한다는 전제 2를 정당화하기로 한다.26) 전

제2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람이 어떻게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

고 그것에 대해 사고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유아가 지각적 

경험 또는 지각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일반적으로 자극과 반응의 

조건화 과정에 근거하고 있다. 예컨대 아이가 옹알이를 하다 꽃이 있는 

곳에서 ‘꽃’이라고 발화할 때, 어머니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줌으로써 그

의 구두 행동을 보상한다. 아이는 이 보상의 쾌락을 극대화하려는 방식으

로 그 상황을 반복하려는 경향을 지니게 된다. 반응과 강화의 반복 과정

을 거쳐 아이는 꽃이 현전할 때 ‘꽃’을 발화하는 조건반사를 지니게 된다. 

이것이 전제2의 정당화는 결코 아니다. 지각적 경험의 개시에는 파블로프

의 실험이 묘사하고 있는 것 이상의 과정들이 연루되어 있다. 그 과정이 

전제2의 정당화에서 보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가령 파블로프 실험에서 밥 제공과 함께 들리는 종소리는 어디에 위치

말하자면 현상적 감각질의 차이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마음이 외부세계의 어떤 객관적 차이를 만들어 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이 모든 객관적 차이들에 대해서 전

면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결국 관념주의나 유아

주의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또는 우리에 의해 지각된 세계와 지각 바깥의 

실제 세계가 완전히 다르게 되는 모종의 회의주의를 얻게 된다.

26) 여기서 요약할 그 정당화는 다소 느슨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당

화는 최근 심리철학과 언어철학의 주요 논제 중 하나인 사고내용의 외부주

의(externalism)와 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논문의 주제와 직접적으

로 관련되어 있는 버전의 외부주의는 소위 “초월적(transcendental)” 외부

주의이다. 이에 대한 옹호는 김명석 (2002a), 김명석 (2003a), 김명석 

(2004)를, 그 비판은 Bridges (2005)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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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극인가? 개의 고막에 진동장치를 설치하여 종소리와 비슷한 효과를 

내었을 때도, 개는 진짜 종소리를 내었을 때와 동일하게 타액을 분비할 

것이다. 심지어 두뇌 근처 신경에 미세한 전기회로를 연결하여 예전의 경

우와 동일한 신경 격발을 발생시킬 때도 개는 동일하게 반응할 것이다. 

두뇌나 신경말초, 신경중추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자극은 행동을 야

기하는 보다 확실한 원인이 된다. 개의 타액 분비는 저기 멀리서 발생된 

종소리가 아니라 신경말초 격발에 조건화되어 있다. 이 경우 개의 반응들

이 지각적 사고의 한 사례라고 간주할 이유가 없다. 그 개는 저기 바깥에 

종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하지 못하며, 다양한 현상들에 그

냥 다양하게 반응할 뿐이다.27)

그렇다면 지각적 사고를 하고 있는 우리는 어디에 위치한 자극에 반응

하고 있는가? 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감각수용기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원격자극(distal stimuli) 꽃에 조건화되어 있다고 흔

히들 말한다. 이러한 상식은 사실 매우 원리적인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만일 창밖에 보이는 달에 대한 우리의 지각적 사고가 원격자극에 조건화

되어 있지 않다면, 창문이 큰지 달이 큰지에 대한 우리의 사고는 경험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반응이 원격자격에 조건화되어야 한

다는 것은 지각과 사고가 성립하기 위한 필연적 조건에 가깝다.

우리가 어떻게 지각적 사고 능력을 지니게 되었는지를 탐구하는 자리

로 되돌아가 보자. 아이가 지각적 사고를 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위해 우

리는 최소한 세 종류의 유사한 패턴을 인지해야 한다. 먼저 부모나 선생

(타자)은 꽃이 놓여 있을 때 아이의 반응들이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둘째 그는 아이 앞에 놓여 있는 꽃들이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셋째 

아이는 자기 앞에 매번 나타나는 꽃들이 유사하다는 것을 감지한다. 비록 

제3자는 이 셋째 단계를 경험적으로 확인한 위치에 있지 않지만, 이 단계 

없이, 아이가 세계를 지각하거나 그에 대해 사고하고 있다고 간주될 수 

없다.

27) 콰인은 인간의 지각, 사고, 언어가 근접자극(proximal stimuli)에 근거하고 

있다는 주장의 대변자이다. 그의 근접이론에 대한 비판은 김명석(2002b)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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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유사성이 기반하고 있는 자극들(꽃)은 시신경을 촉발하는 가시광

선 패턴이나, 뉴런들에서 발산되는 루타민산염, 또는 두뇌에 전송된 전

기적 신호가 아니어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그 유사성들이 진정 이러한 

근접자극(proximal stimuli)에 기반하고 있다면, 아무도 그 세 유사성들

을 동시에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생이 그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 

꽃은 동시에 아이가 이것에 유사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

할 수 있는 그런 사물이다. 이러한 공적 사물에 대한 관념 없이 지각적 

사고뿐만 아니라 주관적 사고도 출현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상호주관적으

로 확인할 수 있는 외적 대상에 대한 관념은 사고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

이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타자와 공동으로 반

응할 수 있는 외적 대상에 대한 관념이 없다면, 주체는 사물이 자기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현상)과 사물이 실제로 그런 것(실재)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둘째, 주체가 현상과 실재가 개념적으로 다르다는 것

을 알지 못하면, 그는 진리 개념 또는 오류 개념을 가질 수 없다. 셋째, 

진리 개념을 가지고 있는 않은 (파악하지 못하는) 주체는 사고나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리하여 지각적 사고를 하는 모든 존재들은, 지각적 대상

들이 단순히 주체가 만들어낸 창안물이 아니며, 오직 주체 자신에게만 접

근되는 사적인 존재도 아니라고 전제한다. 그 속성과 존재가 주체의 의식

에 어느 정도 독립해 있을 것이라는, 객체에 대한 이 관념을 지니는 것 

즉 객관성 개념을 가지는 것은 지각적 사고의 필수조건이다.28)

주체가 이러한 객체 개념을 지니기 위해서는 자기가 반응하고 있는 자

극이 내적 신경기호가 아니라 원격자극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자아가 원

격자극 개념을 지니기 위해서는 자아는 소위 삼각작용(triangulation)을 

겪어야 한다.29) 이 삼각작용은 세 개의 선분작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i) 

자아에서 자극으로 연결되는 선분: 자아는 자극들에 대해 유사하게 반응

한다. (ii) 타자에서 자극으로 연결되는 선분: 이인칭 타자는 자극들에 대

28) 김명석 등 (2000); 김명석 (2003b): 측정 개념도 이러한 객체 개념을 필연

적으로 요구한다.

29) Davidson (1982): 이 개념은 데이빗슨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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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유사하게 반응한다. (ii) 자아와 타자를 서로 연결하는 선분: 자아는 

타자의 반응들이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타자는 자아의 반응들이 유

사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 세 개의 선분작용은 하나의 인식론적 삼각형

이 작도될 때까지 계속된다. 완성된 삼각형은 세 개의 꼭지점으로 구성되

어 있다. 한 꼭지점에 자아가 위치에 있고, 다른 꼭지점에 타자가 위치해 

있다. 그리고 바로 셋째 꼭지점이 자아와 타자가 공동으로 반응하는 자극

의 개념적 위치이다.

타자와 자아는 인식론적 삼각형의 나머지 꼭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자

극이 서로가 공동으로 지각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이 

대상은 자아의 반응이 조건화되어 있는 바로 그 원인이며, 여러 자아들의 

반응들이 공동으로 조건화되어 있는 공통원인이다. 만일 이러한 공통원인

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공통 공간 내 객관적 위치를 가지지 않는

다면, 우리에게 지각적 사고는 출현할 수 없다.30) 그래서 지각적 차이가, 

대부분의 경우, 외부세계의 차이에 놓여 있지 않을 경우, 지각적 사고를 

하고 있지 않았던 존재가 지각적 사고를 개시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인류 일반에게 적용될 수 있다. 대부분의 지각적 차이가 주체의 

신체 내부에 놓여 있었다면, 지각이라는 현상 자체가 출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예컨대 우리가 장치의 지침이 “2”를 가리킨다고 판단할 때, 이 

판단은 두뇌 내 신경기호의 상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왜냐

하면 지침 상태가 공적 자극이 되지 않는다면, 지침의 눈금이 “2”인지 

“5”인지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아무런 지각적 내용을 지닐 수 없기 때문

이다. 우리의 지각적 판단은 일반적으로 공적 공간에 놓인 사물의 상태에 

의존해야 한다.

30) Davidson (1989); 김명석 (2002a). 데카르트 이후 인식론자들 중 이 입장

의 선구자는 아마도 토마스 리드일 것이다. T. Reid (1764), An Inquiry 

into the Human Mind on the Principles of Common Sense, ed. D. R. 

Brookes,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University Park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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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오는 말

 

측정이론의 일반정리에 따르면, 측정대상이 애초에 양자역학적 중첩상

태에 있을 경우, 나중엔 측정장치까지도 중첩상태에 있게 되어, 대상과 

장치 전체가 거시적으로 불확정적 상태에 빠지게 된다. 상태붕괴이론은 

붕괴과정 또는 환원과정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거시적 불확정성을 해소

하려 한다. 대상과 장치가 처음에는 선형적 양자동역학에 따라 상호작용

하다가, 측정이 완수될 즈음에 환원동역학이 작동하여 대상과 장치가 확

정적인 상태로 붕괴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 붕괴는 측정대상과 장치의 상

호작용 단계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장치와 인식주체의 상호작용 단계에

서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붕괴가 후자의 단계에서 발생한다는 근접붕괴이론에 의문을 제

기하고자 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주체가 현상들의 다양성을 추적할 때 

그가 지각하는 것은 공통 공간에서 객관적 위치를 지니는 원격자극이 아

니라, 내적 의식이 대면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신경기호들이다. 그리하여 

측정결과들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주체 내부의 인식과정에서 발생하는 셈

이 된다. 그러나 지각적 사고가 원격자극들의 차이를 감별할 것을 필연적

으로 요구한다면, 근접붕괴에 의해서 현상들이 명확해지는 그런 좁은 세

계 속에서는 사고 자체가 출현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태생부터 통 속에

서 배양되었던 두뇌가 사고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원격자극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거시적으로 불확정적인 세계 

속에서는, 주체들이 객관적 사물 개념을 지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만일 붕괴가 발생한다면 그 현상은 주체 외부에서 발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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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136

State Collapse by Consciousness

Myeongseok Kim

According to a general theorem of quantum measurement 

theory, when the properties of a measured object from the 

beginning are undeterminate, the total system of the measured 

object and the measuring apparatus become undeterminate through 

measurement process. It is impossible for us to experience 

actually this sort of a macroscopic uncertainty. The most famous 

method to resolve this problem of quantum measurement is to 

employ the process of state collapse or reduction. However, the 

interaction between an object and an apparatus that causes state 

collapse cannot be found out in quantum dynamics. Thus if the 

collapse occurred really, it should be caused by the extraordinary 

process. This paper discusses critically the proposal that the state 

collapses are caused by intervention of consciousness. It cannot 

be accepted from an epistemological point of view, given that 

unless perceptual differences consist in differences of outer public 

world, the perceptual thoughts themselves are impossible.

[Key Words] measurement theory, state collapse, proximal 

collapse, conscious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