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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은 물리학으로 환원되는가?*†

1)

고 인 석
‡

화학과 물리학의 관계는 과학이론간 혹은 분야간의 환원가능성을 예증하는 

표본적인 사례인가? 아니면 양자의 관계는 전자가 다루는 대상들이 예외 없

이 후자의 대상 또는 그것들의 조합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는 데까지는 이

렇다 할 이의제기 없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전자가 후자로 환원되지 않는 

고유의 독자성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인가? 이 논문에서 필

자는 화학의 역사와 더불어 오늘날의 화학과 양자역학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화학→물리학’의 환원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필자는 양자화학의 기

본적인 방법론을 고찰하면서, 문제의 환원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환원 개념(수

량적 환원)과 환원항(양자역학)을 상정하는 경우에도 엄밀한 의미에서의 환

원은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설령 수량적 환원에 연루

된 난점이 제거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화학이 개념적 측면에서 물리학으

로 환원되지 않는 독자적 요소를 지닌다는 점을 예증할 것이다. 화학자들이 

전자기학과 양자역학 등 물리학의 이론과 방법론을 광범위하게 차용하는 것

이나 그런 차용이 유효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화학을 물리학으로 환원할 

수 있음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환원가능성에 대한 섣부른 판단이 방

법론적 제거나 통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학문적 손실이 수반되리라고 예견

할 수 있다.

【주요어】화학철학, 양자화학, 환원가능성, 수량적 환원, 순이론적 방법, 

화학의 자율성

 * 접수완료: 2005. 2. 14. / 심사 및 수정완료: 200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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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1)

화학과 물리학의 관계는 과학이론간 혹은 분야간의 환원가능성을 예증

하는 표본적인 사례인가? 아니면 양자의 관계는 전자가 다루는 대상들이 

예외 없이 후자의 대상 또는 그것들의 이런저런 조합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는1) 데까지는 이렇다 할 이의제기가 눈에 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가 인식론적 차원이나 방법론적 차원에서는 후자로 환원되지 않는 

고유의 독자성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인가?

† 이 논문의 바탕이 된 연구의 기회를 마련해주신 이봉재 교수께 감사드린

다. 또 논문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피력해주신 두 분의 심사위원께 감

사드리면서, 논문의 성격에 대한 한 심사위원의 재고 요청에는 응할 수 없

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후속연구를 위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한편 “만일 화학이 양자역학으로 환원된다는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그것은 환원에 대한 찬성 논증이 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물리학 ‘안’

에도 여러 분야가 있고, 그 분야 간에는 환원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

다. 물리학에는 현재, 예를 들어,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 있다. 화학이 

양자역학으로 환원되더라도 화학은 상대성 이론과는 여전히 무관할 것”이

라는 한 심사위원의 주장은 흥미로운 것이지만, 필자는 환원항인 물리학이 

단일한 학문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의 양상과 상관없이 ‘양자역학이 

물리학의 부분임’이 분명하기만 하다면 ‘화학은 양자역학으로 환원된다’로

부터 ‘따라서 화학은 물리학으로 환원된다’는 주장이 도출가능하다고 본다. 

이 점에 관해서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지길 희망

한다. “분야 간 환원가능성 논의는 그 의의가 점진적으로 퇴색되어온 주제

이며,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는, 즉 분야간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는, 오히려 분야간 비교 연구 또는 다양성 연구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과학을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한 

심사위원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다양성’ 혹은 ‘비통일성’에 대한 연

구는 ‘환원을 통한 통일’의 전망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비

환원적 통합의 가능한 양상을 모색하는 연구 없이는 단지 흥미로울 뿐인 

묘사의 차원을 벗어나기 어렵다.

‡ 이화여자대학교 주제통합형교양

1) 이런 경우 존재론적 환원이 성립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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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보통 화학을 물리학과 함께 “물리과학(physical science)”이라

는 개념 안에 뭉뚱그려 일컫는다. 또 일반적으로 화학의 원리들은 물리학

의 기본 원리들로부터 도출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초기 양자역학

(pioneer quantum mechanics)이 완성 단계에 도달하고 있던 1929년 디

락(Paul A. M. Dirac)은 양자역학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물리학의 대

부분과 화학의 모든 분야에 필요한 법칙들은 완전히 확립되었고, 남은 일

은 복잡한 방정식을 푸는 것뿐”이라고 확언하기도 했다. 이후 양자역학의 

발달과 더불어 분자 수준의 화학적 현상을 양자역학의 기반 위에서 설명

하고 예측하는 양자화학(quantum chemistry) 분야가 발달했고, 고성능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양자역학적 계산과 결부된 실질적인 어려움 역시 

크게 경감되었다. 양자화학은 오늘날 화학의 이론적 중심을 차지하고 있

다고 해도 그리 빗나간 말이 아니다.

한편 적잖은 과학철학자들의 눈에도 화학은 물리학의 응용분야로 비쳤

던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초 과학 분야들 간의 환원을 통한 과학통일의 

프로그램이 주제화되었을 때에도 이 프로그램에 매달렸던 사람들 대부분

은 화학이 물리학으로 환원가능하다는 것을 사실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기정사실로 받아들 다.2)

실제로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은 대개 해당 원자의 구조 즉 전자들의 

배치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추측 가능하다. 화학적 지식의 기본 뼈대를 이

루고 있는 원소 주기율표는 원자가 거느린 전자의 수와 원자의 질량이라

는 두 가지 ‘물리적’ 요소를 구성 원리로 하고 있다. 화학결합을 결정짓는 

전자친화도가 각 원소마다 어떠한가 하는 것 역시 원자 내 전자의 배치

구조로부터 설명되며, 주어진 반응이 발열반응인지 아니면 흡열반응이 될 

것인지 역시 반응에 연루된 항들 그리고 그것들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물

리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돌이켜보자면 화학이 물리학으로 환원가능한가 하는 물음은 사실 20세

기 전반 논리경험주의의 맥락 속에서 심각한 논점으로 부각된 적이 없었

2) 특히 이런 관점은 통일과학 운동을 주도했던 중심인물 카납(Rudolf 

Carnap)의 저술에서 뚜렷이 나타나며, 오펜하임과 퍼트남의 논문 (1958)에

도 명확히 계승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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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학문분야 간의 환원적 통일에 관한 논의는 

주로 생물학에, 그리고 심리학과 사회과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화

학의 환원가능성은 심각하게 따져볼 필요조차 없는 뻔한 사실로 인식되

었던 것이다. 과연 화학이 ‘물리학의 응용’이라는 범주로 포괄될 수 있는 

분야인지를 비판적 관점에서 논의하기에 앞서, 화학과 물리학의 관계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2. 역사 속에서 본 화학의 위상

스케리와 매킨타이어(Scerri & McIntyre, 1997)가 서술하는 바와 같

이 화학은 과학철학의 주제 역들 가운데 독립적인 조명을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찬밥신세에 머물 다. 하지만 화학은 분명 천문학과 물리학, 그

리고 생물학과 더불어 오랜 역사를 지닌 자연과학의 대표 분야다. 고대 

알렉산드리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연금술(alchemy 혹은 alchymy)의 전

통이 뉴튼 역학의 성공에 자극받은 18세기 수리적 과학의 융흥과 만나면

서 근대화학이 태동했고, 16세기 의학에 화학적 방법론을 도입했던 파라

켈수스에게서는 화학의 또 다른 뿌리인 의약화학(醫藥化學)의 모습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발달한 화학은 이미 200여 년 전부터 독립된 학문분야

의 징표를 나타냈다. 플로기스톤 이론가들과 라브와지에의 대결 양상이 

후자의 결정적인 우세로 기울어지고 있던 1789년 화학 분야의 표준 교과

서 성격을 띠는 化學原論 Traité elémentaire de chimie 이 라브와지
에에 의해 출간되었고, 또 학술지 化學年報 Annale de chimie 가 간행
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자

면, 표준적 교과서와 더불어 전문 학술지를 가진 화학은 이 시기에 이미 

정상과학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3)

3) 이 과정에서 라브와지에는 분명 변화와 새 질서의 정립을 주도한 주동 인

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성공한 혁명가이기도 했다. 그러나 엄 히 

말해서 그는 혁명을 완수한 사람은 아니었다. 19세기 초 돌튼의 원자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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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7세기 후반부터 국의 왕립학회와 프랑스의 과학아카데미를 중

심으로 진행된 전문분야의 사회적 구조화 과정에서 보자면 화학분야 전

문학회의 구성은 물리학이나 생물학 분야에 비해 다소 늦은 편이었다. 의

학자들은 이미 학회와 비슷한 형태의 집단을 이루고 있었지만4), 그것은 

일종의 직업집단―전문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는―의 성격을 

띠고 있었을 뿐 학문적 교류와 새로운 연구 성과의 공유를 목표로 하는 

단체는 아니었다. 자연사 연구 분야에서는 런던 린네학회(Linnean 

Society of London)가 발족된 데 뒤이어 동물학과 지질학 분야의 분과 

학회가 구성되었고, 그 후 1841년에 이르러서야 런던 화학회(Chemical 

Society of London)가 설립되었다.5)

1860년대에 분젠(R. W. Bunsen)과 키르히호프(G. R. Kirchhoff)는 

각기 화학과 물리학이라는 배경으로부터 서로 접근하여 협력함으로써 이

후의 화학 연구에 필수적인 방법론이 된 스펙트럼 분석법을 개발했는데, 

이는 화학의 발달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20세기 양자역학의 출범

을 낳는 결정적인 배경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6) 19세기 후반에는 이렇게 

분젠 등이 제공한 토대 위에서 반트호프(J. H. van't Hoff)와 오스트발트

(Wilhelm Ostwald) 등이 활약하면서 ‘물리화학(physical chemistry)’ 분

야가 발달했다. 1887년에는 아레니우스(S. Arrhenius)의 주도에 의해 전

문 학술지 물리화학 Zeitschrift für physikalische Chemie 이 창간되

었고, 1900년경에 이르면 물리화학은 이미 전문분야로서 확고한 입지에 

베르젤리우스 등의 보완적 공헌을 통해서야 비로소 물리적 화학, 수학적-

계량적 화학이 확고하게 자리잡았고, 라브와지에가 일으킨 혁명 그리고 근

대화학의 정립은 이 단계에 와서야 비로소 완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근대화학의 역사적 배경에 의약화학(iatrochemistry)의 전통이 있었음을 상

기하라.

5) 런던 화학회의 설립 배경에는 1831년 요크에서 발족된 국 과학진흥협회

(British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가 있었다. 1835

년 이 협회에 수학과 화학 이렇게 두 분과가 생겨났던 것이다. 런던 화학

회가 “순수 이론에 해당하는 논문은 학회지에 게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웠던 일은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언급해 둘만하다. 이것은 그들 

나름대로 베이컨적 과학정신을 반 하는 원칙이었다.

6) 고인석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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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서 있었다.

세기가 바뀌고 20세기가 밝으면서 자연과학은 물리학을 중심으로 뚜렷

한 도약을 경험한다. 아인슈타인 등의 공헌을 통해 정립된 상대성 이론과 

더불어 20세기 전반 과학이 이룩한 진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양자역학

의 출범을 가져온 것은 원자에 대한 탐구 다. 물질계의 궁극적인 미시구

조에 대한 뿌리 깊은 탐구욕의 토양 위에 자라난 원자 연구를 통해서 물

리학과 화학은 또 한 번 융합의 계기를 맞이했다. 1860년대에 전개된 토

론 속에서 물리학자들이 궁극적 입자로 여기는 ‘원자’와 화학자들의 ‘원자’ 

개념 사이에 뚜렷한 간극이 있다는 의식이 표면화되기도 했지만 1920년

대 말 초기 양자역학의 완성 이후 1930년대와 40년대를 거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된 양자역학의 발달은 물리학의 한 역을 화학의 기반이론 

자리에 위치시키기에 충분한 단계까지 성숙시켰다.7)

그런데 이토록 오랜 역사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하위 

전문분야들을 거느린 자연과학의 대표 분야 화학이 과학철학적 관심으로

부터 배제되어온 이유는 무엇일까? 더 이상 설명하기 힘든 역사적 우연

이라고 말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폭넓은 일반화의 붓질에 익숙한 

철학자의 눈에 화학이 물리학에 너무도 가까이 서 있는 것으로 보 기 

때문일는지도 모른다. 물리학에 대한 과학철학적 논의에 이어 물리학으로

부터 확연히 동떨어진 특성을 드러내 보이는 생물학에 관한 철학적 논의

는 비교적 일찍부터 활성화되었던 반면 이른바 ‘화학철학(philosophy of 

chemistry)’은 199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과학철학의 한 분야로 발돋움

한다.

1997년에 학술지 쥔테제 Synthese  111호는 화학철학을 특집으로 다

뤘다. 그리고 이것은 과학철학이 화학철학을 심각한 의미에서 한 분야로 

인정했다는 신호탄으로 평가될 만한 일이었다. 이 호에 실린 논문들 가운

데 스케리와 매킨타이어가 공동으로 집필한 “The Case for Philosophy 

7) 양자역학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화학적인 현상을 다루는 작업의 선구적 예

로는 하이틀러(Heitler)와 런던(London)의 논문 “Wechselwirkung 

neutraler Atome und homöopolare Bindung nach der Quantenmechanik” 

(1927)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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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hemistry”는 화학철학이라는 분야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동

시에 화학이 어째서 물리학이나 생물학과 다른 별도의 철학적 접근을 필

요로 하는 분야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한다.8) 그리고 여기서도 논의의 초점

에는 환원(가능성), 특히 화학과 양자역학 간의 환원가능성 문제가 놓여 

있었다.

3. (양자)화학과 양자역학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화학을 물리학으로 환원한다고 가정하고 환원

항의 자리에 올 이론을 좁혀서 규정해볼 경우 가장 유력한 후보는 양자

역학이다. 화학은 양자역학으로 환원가능한가? 물론 이 물음에 답하기 위

해서는 먼저 (이론간) 환원의 개념을 고정시켜야 할 터인데, 필자가 우선 

논의의 토대로 삼을 환원의 개념은 ‘수량적 환원(numerical reduction)’

이다. 수량적 환원은 다양한 환원의 개념 가운데 실제로 과학자들에게 가

장 친숙한 의미의 환원이고, 환원가능성의 여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

공해주는 선택지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화학을 양자역학으로 환원한다고 

가정할 때 가장 높은 성공의 기대를 수반하는 환원의 형태다. 특히 수량

적 환원은 환원하는 이론과 환원되는 이론 양편의 개념틀 간에 미묘한, 

그러면서도 철학적으로 환원가능성을 가로막기에 충분한 힘을 발휘하는 

차이가 걸쳐있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수량적 환원

이란 어떤 관계를 뜻하는가?

우리는 환원되는 이론이 제공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설명과 예측에서 
구체적인 수치(數値)의 형태로 표현되는 부분을 환원하는 이론이 ―최소
한 환원되는 이론의 성공에 못지않은 정도의 충실도 혹은 정밀도로― 재
생산할 수 있는 경우 수량적 환원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충실도란 설명과 예측의 유효성 범위에 관한 술어인 반면 정 도는 이론

적으로 산출된 값과 실제 관찰된 값의 일치 양상에 관한 술어다.)9) 이와 

8) 특히 스케리(Scerri)는 최근 화학철학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온 학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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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수량적 환원의 관계를 상정할 경우, 다양한 원자와 분자 그리고 그

들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내는 특성은 수량적 측면에서 물리학의 원리들과 

물리학적 지식으로부터 연역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가? 양자화학―특히 

계산양자화학(computational quantum chemistry)이라고 불리는 분야―

에서는 분자의 에너지 상태와 원자들의 결합각, 쌍극자 모멘트(dipole 

moment), 물질간의 반응성 등을 양자역학의 원리들로부터 계산해 내고

자 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가? 다시 말해 양자화

학적 탐구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3.1. 양자화학의 순이론적 방법과 그 한계

원자나 분자를 구성하는 전자들의 배치 구조를 구하는 양자화학적 작

업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주어진 물리계에 대한 슈뢰딩어 방정식10)

을 푸는 일이다. 양자화학에서는 이른바 “순(純)이론적 방법(ab initio 

method)”11)이 사용되는데, 이 방법은 ① 슈뢰딩어 방정식을 세우고 ② 

그 해를 구해서 ③ 화학적인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 

이것은 물리학 이론인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순수하게 물리학적-수학적 

접근 방식만을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순이론적’ 방법인 셈이다.12)

그런데 문제는 슈뢰딩어 방정식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해(解)’를 

갖는 것이 기껏해야 수소 원자의 경우뿐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말하

자면, 수소 원자 바로 다음으로 단순한 대상인 헬륨 원자나 수소 분자

(H2)의 경우를 포함해서 화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사실상 모든 경우에 슈

뢰딩어 방정식은 수학적으로 깔끔한 방식으로 풀리지 않는다. 즉 원자핵

9) 이런 관계는 원칙적으로 문제의 현상에 대해 환원되는 이론과 환원하는 이

론 양쪽이 동원하는 수식의 형태 등 수학적 구조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 가능하다.

10)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을 변수로 포함하지 

않는(time-independent) 슈뢰딩어 방정식’이다.

11) “ab initio”는 ‘처음부터’라는 뜻의 라틴어 표현으로, 여기서는 ‘처음부터 양

자역학 이론만 가지고서’의 의미를 지닌다.

12) 이 번역어에서 ‘이론’이 물리학적 기반이론인 양자역학 이론을 가리킨다는 

점도 눈여겨 보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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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자들을 포함해서 셋 이상의 질량체가 연루되어 있는 경우, 우리는 

설령 문제의 계에 연루된 힘 함수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해도 미분방정

식을 풀어 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질량체들의 운동을 구할 수가 없다. 따

라서 여기서는 자연히 근사가 사용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당히 비슷

한(近似) 것’은 결코 ‘바로 그것’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문제는 비단 이런 원리적 성질의 것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전자가 하

나뿐인 수소 원자의 경우라 해도 외부 자기장이 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없다. 이런 경우 문제는 충분히 좋은 근사해(解)13)

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여부다.14) 이제 화학자들의 실질적인 관심사는 

좋은 근사해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구한 해가 얼마나 근사한 해인지 평

가하는 일이다. 실지로 양자화학에서 논의되는 많은 주제들이 바로 이와 

같은 방법과 그에 대한 평가, 그리고 보정(補正)과 관련되어 있다.

양자화학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많은 작업들은 수학적 엄 성의 관점

에서 보자면 결함이 있는, 군더더기 투성이인 데다가 고성능 컴퓨터 없이

는 불가능할 만큼 복잡한 계산들로 구성된다. 상황을 이렇게 만드는 대표

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최소한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해 이루어지는 분자

의 경우 슈뢰딩어 방정식 HΨ=EΨ  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된다.

(-
ħ 2

2me
▽ 1

2-
ħ 2

2me
▽ 2

2-
Ze 2

r 1
-
Ze 2

r 2
+
e 2

r 12
)Ψ=EΨ

문제는 여기 포함된 항 
e 2

r 12 이다. 이것은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

에 포함된 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낳는 효과를 반 하는 항인데, 이 항 

때문에 우리는 이 미분방정식을 변수를 분리하는 표준적인 방식으로 풀 

13) 수학자 이현구는 수학책에 흔히 등장하는 표현 “trivial solution”을 ‘뻔解’

라고 옮길 것을 ―필자가 아는 한 비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필자

는 이런 정신의 연장선상에서 ‘근사한 해’를 ‘근사해’라고 써 본다.

14) 실제로 과학자들은 대부분의 맥락에서 ‘충분히 좋은 근사해’와 ‘엄 한 해’

를 차별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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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이런 상황에 동원되는 하트리-폭(Hartree-Fock) 방법15)은 훌

륭한 근사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실제로 측정된 값과 비교할 때 

대략 1% 내외의 오차를 끌어들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 정도의 오

차가 대략 화학결합의 전형적인 강도와 맞먹는 크기라는 점을 고려한다

면, 우리는 하트리-폭 방법만 가지고서는 화학적 관점에서 충분히 만족스

런 정확도를 지니는 예측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화학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방금 언급한 하트리-폭 방법의 기반 위에 클러스터

(cluster) 방법이나 다체 섭동이론(many-body perturbation theory) 등 

다양한 추가적 도구들을 적용해 가면서 ‘점점 더 나은 근사’를 향해 전진

한다. 뭉뚱그려 말하자면 화학자들은 슈뢰딩어 방정식 즉 양자역학 이론

과 하트리-폭 방법을 바탕에 깔고 그때그때의 상황과 결부된 ‘훈련된 직

관’ 그리고 과거 경험―특히 과거의 유사한 문제풀이 경험―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점점 더 근사한 해를 향해 전진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

은 어떤 일정한 규칙이나 알고리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애드혹적인 성격을 드러내게 된다. 이러한 과정과 그 특성은 물리학과 비

교할 때 화학적 탐구가 드러내 보이는 고유한 면모라고 할 수 있다.

순이론적 방법은 양자화학에서 문제에 대한 해를 구하는 방법들 가운

데 환원주의적 구도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양자화학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엄격한 의미

의 순이론적 방법은 사실상 거의 쓸모가 없다. 실제 화학적 문제의 상황

에서 슈뢰딩어 방정식의 해를 수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경우는 드물

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화학에서는 이른바 ‘보정된 순이론적 방

법(calibrated ab initio method)’이 실질적인 도구로 흔히 사용된다.

3.2. 보정된 순이론적 방법과 화학자의 후각(嗅覺)

보정된 순이론적 방법에서는 한 문제에서 경험적으로, 즉 실험 자료들
과의 일치를 통해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된 해가 아직 실험적으로 테스트

15) ‘분자오비탈 방법(molecular orbital method)’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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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다른 상황에 대한 이론적 접근에 차용된다. 예를 들어 주어진 

상황에서 파동함수 Ψ가 취할 수 있는 수많은 상세 형태 가운데 출발점

을 정할 때, 그리고 때마다 가능한 숱한 근사의 방식들 가운데 나아갈 길

을 정할 때 화학자들은 수많은 가능성의 갈래 가운데 이미 경험적 자료

와 성공적인 일치 혹은 최선의 근사를 보여준 해의 형태를 일단 미지의 

상황에 대한 접근의 루트로 채택한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런 시도에서 

얻어진 경험적 결과를 이론 쪽에 재투입하는 일을 반복함으로써 화학자

들은 출발점에 놓았던 이론적 추측을 수정하고 보완해 간다. 그런데 이는 

피환원항에서 산출된 자료가 환원항 이론을 구성하는 필수요소로 도입되
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것은 환원항이 문제의 환원과 관련하여 피환원항
에 본질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뜻하며, 피환원항(화학이론)을 환원항(양

자역학)으로 환원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할 이유가 된다.16)

물론 여기서 ―화학적 아이디어와 테크닉을 기반으로 해서 확보되는

― 실험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해의 유효성을 가늠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환원가능성의 길에 다시금 서광이 비칠 것이다. 

그러나 설령 문제에 따라 이런 길이 간혹 존재한다고 해도 그 경우 그것

을 실행하는 절차―소위 “(이론)내적” 검토 절차―는 끔찍할 정도로 어

렵다. 예를 들어 분자의 에너지를 계산한다고 할 경우, 이런 내적 검토 

절차의 요체는 주어진 상황에서 에너지 값의 상한(upper bound)과 하한

(lower bound)을 어림하는 데 있다. 그런데 문제는 화학 계산에 사용되

는 근사에서 중추적 구실을 하는 변분법(variation method)을 가지고 에

너지 값의 상한은 결정할 수 있는 반면 그것의 하한을 구하는 방식은 양

자화학에서 여전히 미해결 문제라는 점에 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화학

을 물리학으로 환원하는 문제에 있어 가장 희망적인 기대를 불러일으킬 

만한 수량적 환원에 시야를 국한하더라도 양자화학의 실제 상황은 엄

한 의미에서 양자역학에로의 환원가능성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

달하게 된다.

또 만일 근사적 환원의 양태까지 포함해서 수량적 환원의 효력을 최대

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해도 그 효력의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환

16) Scerri (1994) 및 Scerri (2000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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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이론이 환원되는 이론에 포함된 수량적 자료를 계산을 통해 재생

산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외견상 환원에 성공을 거두면서도 정작 환원되

는 이론의 중심 개념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하기로 한다.

스케리는 양자화학의 발자취를 회상하면서 환원주의와 정확히 부합하

지 않는 화학자들의 특성을 반 하는 일화를 분석한 바 있다. 그에 따르

면 발생 초기의 양자화학은 그다지 성공적이거나 신뢰받는 전문 역이 

아니었지만 1970년대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그 계기가 된 한 요소는 

CH2 분자의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CH2 분자의 구조가 관심의 대상

이 되었을 때 처음 수행된 계산의 결과는 분자가 꺾인 형태를 하고 있다

는 예측을 제공했던 반면, 물리학자 던 헤르츠베르크(G. Herzberg)의 

스펙트럼 분석에 따르면 그것은 직선형을 하고 있었다. 한편 1970년 벤더

와 섀퍼는 CH2 분자가 약 135.1도의 꺾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고, 

다음 해에 실험을 다시 수행한 헤르츠베르크는 결국 꺾인 구조를 인정하

다.17)

이런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는 “[분자]구조의 형태를 선택하는 일에 있

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당연히 어마어마한 수의 가능한 구조가 존재한다

는 점”(Bender & Davidson, 1966)이라는 경험자들의 말을 염두에 두어

야 한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초 선택지들의 더미 가운데 길을 잘못 들

어서는 경우 이 숱한 후보들은 저마다 비슷비슷한 역량을 지니는 것들로 

다가서고, 이런 와중에 연구는 오리무중에 빠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처음

에 어림을 잘 해서 길을 제대로 들어서기만 하면 주어진 상황에 실제로 

중요한 기여를 하는 몇몇 선택지들만을 남기고 다른 ‘엉터리’ 후보들을 

일찌감치 탈락시킬 수가 있다. 그렇다면 처음에 제대로 갈피를 잡기 위해

서는 어떤 이론적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일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방금 언급한 1970년대 초의 상황에서는 실제로 

어떤 고려사항이 작용했었는지를 살펴보자. 맥로플린 등(McLaughlin et 

17) 독일 함부르크 출신으로 캐나다에서 활동했던 물리학자 헤르츠베르크는 스

펙트럼 분석이라는 물리학적 방법을 통해 화학적 구조의 해명에 기여한 공

로로 1971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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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72)은 이 상황에서 이미 구조가 알려져 있던 NH2 분자와 H2O 분

자에 대한 지식이 1차적인 길잡이가 되었던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이처

럼 한 분자의 경우에서 얻어진 지식은 그와 유사한 다른 분자에 대한 탐

구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도대체 ‘유사성’의 여부나 그 강도

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판단

은 좁은 의미의 ‘이론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많은 경험에 토대

를 둔 화학자의 ‘후각’에 의존하여 이루어진다.

스케리는 이처럼 화학자의 연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최초의 

추측에 일반적으로 애드혹적인 성격이 짙게 드리운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하나는 ‘애드혹적’

이라고 해도 그것은 ‘소 뒷걸음질치다가 쥐 잡는’ 식의 우연이 아니라 이

론적 차원의 통찰과 연습을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인 훈련과 실전 경험을 

배경으로 하는 추측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 좋은 신출내기 화학

도가 어쩌다 행운의 추측을 통해 큰 공을 세우는 일보다 대부분 1급의 

화학자들에 의해서 성공적인 추측이 이루어지는 법이다. 둘째, ‘연구의 과

정’에 애드혹적 측면이 개입한다는 얘기와 ‘연구의 결과물’이라고 할 “성

숙한 이론”이 환원가능―혹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차원에 속하는 상호 독립적인 주제다. 즉 연구의 과정이 강하게 애

드혹적인 성격을 띤다고 해도 그것이 결과적인 이론의 어떤 구조적 무질

서나 기초 이론으로의 환원불가능성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4. 수량적 환원과 개념적 환원

앞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화학적 현상이 개략적으로 물리학의 토대 위

에서 설명 가능한 반면 엄 한 의미에서 평가하자면 순수한 물리학 이론

으로부터 화학적 결론을 도출하는 일에는 중요한 장애 요인들이 존재한

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화학과 물리학의 관계에 

대해 누군가가 “당신은 ‘화학→물리학’의 환원이 가능하다고 봅니까?”라

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이미 우리는 이 물음이 간단히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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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부정―으로 대답될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앞에서 제시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환원하는 이론이 환원되는 이론이 

제공했던 성공적인 예측이나 설명의 계량적 측면을 재현해냄으로써 성립

되는 수량적 환원은 화학이 물리학으로 환원가능하다고 주장하려는 입장

에서 볼 때 가장 희망적인 환원의 형태다. 그러나 수량적 환원의 관계가 

―특히 ‘근사적 일치’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포용하여― 성공적으로 확보

된 상황이라고 해도, 만일 특정한 수치나 관계식의 재현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나 수식의 변항들에 대응하는 개념의 의미에서 환원되는 이론과 환
원하는 이론 간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면 과연 우리는 두 이론 사이에 환

원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울리(R. G. Woolley)는 순수한 양자역학의 수학적 측면을 화학적인 

대상에 성공적으로 적용했을 경우라 해도 그런 적용을 통해 ‘대상계의 화

학적 구조(chemical structure)’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18) 

그는 ‘분자적 구조’라는 개념이 사실상 양자역학의 시야에는 포함되어 있

지 않다고 말하는데, 이와 같은 주장은 ‘화학적 조성(chemical 

composition)’의 개념이 물리학적인 개념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붕에

(Mario Bunge)의 주장과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19)

여기서 우리는 “화학 이론이 물리학 이론으로 환원될 수 있는가?” 하

는 물음을 과학이론이 변수(들)에 관해 제공하는 수치나 관계식의 차원에

18) Woolley (1978). 그는 계의 화학적 구조는 보른-오펜하이머 근사(Born- 

Oppenheimer approximation)를 적용함으로써 규정되는 것인 반면 양자역

학을 기반으로 하는 계산은 원칙적으로 이 근사 없이도 가능할 뿐만 아니

라 분자 빔(molecular beam) 실험의 경우처럼 오히려 그것을 고려하지 않

을 때 더 정확한 해를 얻게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19) 붕에는 “얼핏 보면 화학은 물리학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화학적

인 계들은 물리적인 계의 특수한 부분집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하지

만 이런 인상은 그릇된 것이다. 화학적인 계에서 물리적인 것은 그 구성요

소들이지 계 자체가 아니다. 화학적인 계는 물리적인 속성들 이외에도 창발

적 속성들―이것들이 비록 물리적으로 설명 가능할지라도―을 지닌다” 

(Bunge, 1982)고 말한다. 붕에는 물질의 화학적 속성에 대해 ―사후적으로

(post factum)!― 물리학적 해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창발성 즉 

예측불가능한 새로움(novelty)의 발현이 환원가능성을 가로막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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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뿐만 아니라 개념적 차원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화학→물리학’ 환원에 걸린 이런 복합적인 사정을 취리히의 화학자 프리

마스(Hans Primas)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이 [양자화학] 분야에서 최전선의 연구자들은 양자역학 이론으로부터 

최대한의 통찰을 끌어내기 위해 지극히 복잡한 계산을 수없이 계획하

고 실행했다. [구조가] 단순한 분자들의 경우 이렇게 계산된 결과는 실

제 실험에서 측정된 값과 괄목할만한 일치를 보 다. 그렇지만 화학 

결합(chemical bond)이라는 개념은 이 계산 속 어느 곳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다. 우리는 도대체 결합이 뭔지는 알지도 못하는 채 결합에

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는 셈이다!(Primas, 1983)

화학 결합과 관련된 수량적 진술들을 연역해낼 수 있더라도 그런 유도 

과정 속에서 화학 결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환원하는 이론에 의해 소화되

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다면 그것은 진정한 환원의 성취라고 할 수 없다

는 지적이다. 어쩌면 이와 같은 프리마스의 불만에 대해 이것을 이른바 

‘제거적 환원’의 한 예로 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재반론이 있을는지도 모

르겠다.20) 그러나 그와 같은 반론이라면 개념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 해당

할 것이다. ‘제거적 환원-보존적 환원’이라는 개념 구분은 환원된 이론―

혹은 그것의 구성요소―이 환원의 결과 해당 역에서 실제로 사라져버

리는 결과에 귀착했는가 아니면 환원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있

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즉 제거적 환원의 경우에도 환원의 

성취는 환원되는 이론의 모든 요소들이 환원하는 이론을 통해 빠짐없이 

설명가능하고 재생산 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만일 “피환원항을 

구성하는 요소 중 일부가 환원의 결과로 제거되어 사라져버린 경우 환원

은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일단 

‘사라져버린 방식’이 문제가 된다고 대꾸해야 한다. 즉 사라진 요소가 환

원하는 이론에 의한 완전한 용해를 거쳐서 사라졌다면 (제거적) 환원이 

성취된 경우라고 해야 하는 반면, 그렇지 않다면 ―즉 제거된 요소가 결

20) 환원이 환원되는 이론을 결과적으로 제거하는 경우를 ‘제거적 환원

(eliminative reduction)’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가리켜 ‘보존적 

환원(retentive reduction)’이라 한다.



고 인 석72

국 환원하는 이론에 의해 성공적으로 번역되거나 재생산되지 못하는 경

우라면― 우리는 적어도 엄 한 의미에서 환원은 완수되지 못했다고 말

해야 할 것이다.

20세기 화학에서 유용한 중심 개념의 역할을 해온 개념들 가운데 ‘오

비탈(orbital)’이 있다. 슈뢰딩어 방정식을 풀어 구할 수 있는 오비탈은 

원자 혹은 분자에 묶여 있는 낱개 전자의 상태를 서술하는 파동함수를 

그 전자의 공간좌표로 번역한 것이다. 이 때 슈뢰딩어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에너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수소 원자나 H2
+ 이온 

등 전자가 한 개 뿐인 경우를 제외하고 둘 이상의 전자가 연루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전자들 상호간의 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에너지 계산에

서 대략 0.5% 안팎의 오차가 생긴다. 그런데 이 정도의 오차는 원자간 

결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로막기에 충분한 크기이다.21) 이런 오차를 

극복하고 전자들의 상태에 대해 정확한 파동함수를 얻기 위해서는 전자

들간의 상호작용을 고려에 넣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려

는 전자 각각에 특정한 상태를 대응시키는 ‘오비탈’의 개념과 상충하고 

결국 오비탈의 구도를 흐릿하게 뭉개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수소 원자 등 극히 제한된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오비탈의 개념은 실

재를 충실히 반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오길비(Ogilvie, 1990)는 

이런 사정에 주목하면서 “오비탈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There Are 

No Such Things As Orbitals!)”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스케리(Scerri, 2000b)와 크라스노우(Crasnow, 

2000) 등은 오비탈의 실재성이 화학의 자율적 지위를 강화하는 구실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화학의 자율성이 오비탈처럼 화학이 그 바탕에

서 채택하고 있는 주요한 이론적 개념들의 실재성에 의존한다고 본다. 이

런 관점에서 보자면 만일 오비탈이 실재하는 존재자에 대응하는 개념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화학은 자율성에 타격을 입고, (양자)물리학으로 흡

수 통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젠킨스(Jenkins, 2002)는 ‘오비탈이라는 개념에 정확히 대응하

는 존재자가 실재하느냐’는 물음과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이론의 

21) Levine (2000); Scerri (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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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은 별개의 문제이며, 화학자들이 이론적 개념에 대응하는 존재자의 

형이상학적 실재 여부와 상관없이 개념들을 설명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실제로 화학자들은 오비탈 개념이 지닌 이

론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을 폐기하지 않고 그것의 유용성을 최대

한 살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심지어 오비탈 개념을 토대로 한 경험적 

예측이 만족스럽지 못한 정확성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조

차 화학자들은 오비탈의 개념을 버리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되었던 하트

리-폭 방법만 해도 오비탈의 개념을 활용하여 실제 원자 내의 전하량 분

포와 핵 주변 전기장의 양상,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들의 특징 등에 부

합하는 정확한 서술과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널리 쓰인다.

오비탈의 실재성 문제를 바라보는 스케리-크라스노우와 젠킨스의 견해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양편 모두 오비탈의 개념이 물리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하는 문제가 화학자에게 우선적인 중요성을 지니지 

않는다고 보는 점에서 오비탈을 화학의 자율성과 연관시키고 있다.

5. 물리학과 화학의 관계: 당분간을 위한 결론

물리학과 화학의 관계에 대해 비할렘(Vihalemm, 2003)은 “화학의 법

칙과 이론이 고전 물리학의 그것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존 크리

스티와 모린 크리스티(Christie & Christie, 2000)의 견해를 비판한다. 

“본질적으로 ‘자연 법칙’과 ‘과학 이론’이라는 범주는 과학의 분야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

러나 이에 대해 두 사람의 크리스티(Christie & Christie, 2003)는 물리

학을 학문의 전범(典範)으로 삼는 관점의 타당성을 유보하도록 종용하면

서, 화학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동원되는 화학이론 체계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진술이나 모형들이 물리학 같은 인접 분야의 그것과 구별되는 

특이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두 크리스티가 말하는 것처럼 화학에서 그런 진술들은 때로 정

하지 않은 형태로 정식화되고, 예외도 자주 허용한다. 한편 화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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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되는 이론적 모형들은 각각 단순하면서도 수적으로 다양하다. 또 그

런 이론적 모형이 물리학적인 근거 위에 서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연관성을 증명하려는 시도가 존재하지만, 그런 연결의 과정은 엄밀
한 논리적 도출이라기보다 일종의 상징적 의식의 성격을 짙게 드러낸다. 

화학자들은 화학적 현상에 대한 설명을 구성하고자 할 때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형들을 자유자재로 혼합하고 접목시킨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배경에는 화학과 양자역학 사이에 놓인 특유의 관계

가 깔려 있다. 대부분의 화학자들은 자기가 다루고 있는 문제가 원칙적으

로 양자역학의 적용가능성 범위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실제로 그런 적용 경로에 대한 기본적 통찰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앞

서 서술한 것처럼 화학 문제를 순전히 양자역학으로부터 출발해서 풀어

내는 일은 우리가 가진 최상의 컴퓨터와 계산 테크닉을 동원한다고 해도 

대부분 불가능한 과제다. 또 중요한 점은 전산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이

런 사정이 변하리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22)

그런데 여기서 언급해두어야 할 것은 이런 사정이 화학자들에게서는 

어떤 종류의 아쉬움을 자아내는 이유도 되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화학자

들이 추구하는 화학적 설명의 요체는 그처럼 물리학의 토대로부터 엄

한 방식으로 도출된 이론적 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계 혹은 주어진 

현상의 화학적 측면을 화학적 탐구 고유의 필치로 그려내는 데 있기 때

문이다.

어쩌면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는 오히려 물리학

을 과학의 중심 혹은 전형으로 간주해 온,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보는 상

황 자체인지도 모른다. 바우어(Bauer, 1992)는 물리학이 “과학의 전형

(epitome)” 혹은 “가장 과학다운 과학”으로 간주되어온 주된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한다.

1) 물리학은 과학의 주요 분야들 가운데 가장 철저하게 계량화되고 수

학화된 분야다. 계량화(quantification)와 수학이 과학 분야의 위상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는 까닭은 과학적 가설들이 숫자와 수학을 통해 정

22) Scerri & McIntyre (1997); Christie & Christi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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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화되고 테스트될 때에만 진정한 정 성의 추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 과학의 역사 속에서, 특히 17세기 과학혁명을 통해 물리학이 과학

사가들을 포함한 학문탐구자들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기 때문

이다.

바우어의 진단은 일리가 있지만 불완전하다. 물리학의 진보는 18세기 

이후에도 지속되어 20세기 전반까지도 어느 과학 분야에서보다 뚜렷했다

는 점, 그리고 체계의 내적 정합성이나 경험적 자료에 대한 설명과 예측

의 정 성 등의 덕목에서도 다른 분야보다 우월한 위치를 고수해 온 점

을 고려할 때 특히 그렇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설령 우리가 방금 물리학

에 대해 언급된 특질들을 인정한다고 해도 ① 역사적으로 물리학이 가장 

명백한 성공의 예들을 보여 왔다는 사실과 ② 그것이 ‘정 성의 추구’라

는 이념에서 가장 유리한 특성을 지녔다는 사실이 그 분야가 지닌 속성

들을 죄다 다른 ―말하자면 그런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볼 때 한 

걸음 뒤쳐진― 분야들에까지 전이시켜야 한다는 당위를 뒷받침하기에 충

분한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새벽형 인간’ 가운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예가 많이 발

견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새벽형 생활양식이 예컨대 업무 판단의 정확성

을 높인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새벽형 인간이 되라고 권유하는 처사가 현명치 못한 것과 마찬가지다. 체

질상 도무지 새벽형 인간이 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 한 가

지 이유라면, 업무 판단의 정확성이 아니라 전혀 ‘다른 덕목’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겐 새벽형의 장점이 별 매력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새벽형 인

간이 감당할 수 없거나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종류의 일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밤에 시작해서 아침까지 환자들의 상태를 돌보는 간

호사들의 야간근무나 심야에 24시간 편의점의 계산대를 지키는 점원의 

일이 그런 범주에 속할 터인데, 이런 사람들이 모두 새벽형 인간으로 변

신해 버린다면 세상은 분명 지금보다 한 뼘만큼은 불편해지고 위험해질 

것이다. 이 비유는 다시 학문의 세계에도 적용 가능하다. 만일 모든 학문

적 탐구가 ―일부 논리실증주의자-논리경험주의자들이 그렸던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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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학의 전형에 따라 수행될 수밖에 없게끔 제약된다면 학문적으로 

적절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는 현상과 문제들이 생겨날 

것이고, 과학을 통해 세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이해해보려는 우리의 희

망은 그런 제약이 없는 경우보다 더 많은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6. 덧붙이는 말: ‘환원’이라는 주제의 시야

화학을 물리학으로 환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는 “환

원의 대상 즉 그것의 관계항(relata)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먼저 정리

되지 않으면 안 된다.23) 앞에서 우리는 두 분야간의 환원가능성을 논하면

서 환원의 대상을 ‘이론’ 그리고 그 구성요소들로 간주했고, 특히 이론이 

어떤 구체적인 물리량에 대하여 산출하는 수치라는 요소에 주목했다.24)

그러나 ‘학문 역간의 환원’이라는 주제는 근본적으로 더 폭넓은 시야

를 요구하는 문제다. 더구나 환원가능성이 이론이나 분야의 효용이라는 

차원에서 피환원항의 원칙적인 제거가능성을 함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환원가능성에 대해 적절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채 내려지는 판단은 충분한 신뢰도를 지니지 못하

며, 특히 과학자들의 실질적 관심사와 유리되기 알맞다. 프리마스 등이 

양자역학의 원리들로부터 화학의 주요 공식들이 도출될 수 있다고 해도 

예컨대 ‘화학결합’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사장시켜 

버리는 환원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주의기울임과 동일

한 맥락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3) 이는 다른 예로 “인간의 정신은 두뇌상태에 수반하는가” 하는 물음의 경우

에도 마찬가지다. 환원의 관계항으로 설정된 ‘정신’과 ‘두뇌상태’가 각각 무

엇을 지칭하는 개념인지 그 의미와 외연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로라면 

찬반에 관한 논의는 공전하게 마련이다. 고인석 (2001) 참조.

24) 물론 환원의 관계항이 ‘이론’이라고 해도 더 세분하자면 우리는 이론적 개

념, 실험을 통해 확인 가능한 어떤 변수의 값, 수식, 혹은 이론문장 등 이

론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과 관련하여 환원의 관계를 따질 수 있다. 환

원의 관계항에 대한 더 상세한 논의는 고인석 (2000)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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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문 역의 정체성은 단순히 수치나 공식으로 표현되는 ‘이론’에만 

놓여 있지 않다. 쿤의 패러다임 개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역시 한 과

학 분야의 정체성이 오히려 그 분야의 (중심)문제들을 규정하고 선택하는 

시각과 더불어 문제를 푸는 데 동원되는 기법 그리고 해(解)로 제안된 후

보들을 비교 평가하는 가치체계 등 다양한 요소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진

다는 점이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수치나 이론문장의 도출에 성공했다고 

해서 환원의 성취를 주장하는 것은 자연 성급한 일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화학의 일부 분야에서 활동하는 화학자들의 일차적 관심은 

이제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성질을 띠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내는 데 있다. 또 화학자들은 무작정 새로운 성질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화학적 성질을 띠는 ―그러나 이제껏 합성되지 못했던― 물질의 합성을 

목표로 하기도 한다. 또 이런 신물질은 화학공학이나 약학에 곧바로 응용

되어 신제품의 개발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화학자들의 관심에는 이와 같

은 절차가 이미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 같은 맥락에서 

화학자들은 물리학자들에 비해 ‘특허’에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화학자들이 이재에 밝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똑같이 원

자와 분자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더라도 물리학자와 화학자의 입각점

(perspective)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이한 입각점은 과학자로 하여금 동일한 사태를 놓고도 다른 측면에 

주목하게 만든다.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그래서 ‘먼저’ 고려되거

나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과 고려사항에서 빠지더라도 그리 아쉽지 

않은 것 등에 관한 질서의 암묵적인 목록이 양편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다시 한 번 쿤의 패러다임 개념을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는 양편의 패러

다임이 ‘가치관’의 차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풀이할 수 있다.

한편 상이한 분야명을 간판으로 내걸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위에서 말

한 입각점이나 가치관이 딴판이라고 전제할 이유는 없다. 또 실제로 한 

분야가 다른 분야에 완전히 흡수 통일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 다만 

다시 한 번 분명히 인식되어야 할 것은, 분야 간 환원가능성의 관계를 검

토하는 데 있어서 ‘계량적 진술이나 이론문장의 도출가능성 여부’ 이외에

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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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37

Is Chemistry Reducible to Physics?
Insok Ko

Is chemistry reducible to physics? Or does this pair give an 

interesting example for epistemological-methodological 

irreduciblility in spite of ontological homogeneity between the two 

disciplines? I investigate the history of chemistry and 

contemporary relation between quantum chemistry and quantum 

mechanics in order to answer this question. The case of quantum 

chemistry (with ab initio  and calibrated ab initio method) shows 

that chemistry is in a strict sense not reducible to physics, even 

if we take numerical reduction as the conceptual basis and 

quantum mechanics as the reducing part which make the optimal 

combination in favor of the reductionist's hope. We will see 

further that there is another obstacle to the reduction, even in 

case that the numerical reduction is obtainable: discrepancies in 

the conceptual level. Theories and methodology borrowed from 

physics are essential and fruitful for the chemists. But this does 

not entail that chemistry is reducible to physics.

[Key Words] philosophy of chemistry, quantum chemistry, 

reduciblility, numerical reduction, ab initio 

method, autonomy of chemis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