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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장이론과 인과의 비대칭성:

양자장이론의 존재론적 토대 II
* †

1)

김 재 
‡

상대성이론과 양자이론의 성공적 결합으로서의 양자장이론에 나타나는 인과

의 비대칭성 문제를 라이헨바흐의 연언갈래(RCF)와 새먼의 상호작용갈래(SIF)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RCF에서는 인과의 비대칭성이 내재적으로 나타나

지만, SIF에서는 비대칭성이 없다. 양자역학에서의 역향 인과의 개연성으로서 

제안되는 아인슈타인-포돌스키-로젠의 사고실험을 RCF가 아니라 SIF로 본다

면, 역향 인과로 해석될 수 없음을 보였다. 표준적인 양자장이론을 확장한 일

반양자장이론(GQFT)의 한 형태인 LSZ 정식화의 해석을 통해, 양자장이론의 

상태서술은 퍼치개 또는 2점 함수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며, 양자장이론의 사건

서술은 LSZ 환원공식으로 이루어짐을 밝혔다. 양자장이론에서 상태서술은 

SIF인 반면 사건서술은 RCF라고 믿을만한 근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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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양자장이론(Quantum Field Theory)은 물리학의 주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는 동역학이론이다. 자기 상호작용을 하는 자의 빛알의 동

역학 이론인 양자 기역학을 비롯하여, 기본입자들의 상호작용을 기술하

고 이로부터 입자가속기 등에서 나타나는 고에 지 상을 다루는 고에

지 물리학 는 핵ㆍ입자물리학에서 상 론  양자장이론은 이미 오래 

부터 표 인 언어가 되어 있다. 양자장이론은 응집물질물리학이나 경

제학에서도 응용될 수 있는 매우 폭이 넓은 동역학 이론이다.

양자장이론은 계산이나 방법의 측면에서는 매우 성공 이었지만, 그 개

념   철학  기 는 그다지 명쾌하게 밝 져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

된다. 이는 주로 그 수학  는 계산상의 복잡함 때문에 근하기가 쉽

지 않은 동역학 이론이라는 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개 양자장

이론은 상 성이론과 양자이론의 성공 인 결합으로서 가장 세련된 동역

학 이론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물리학이론 나아가 과학이론 반에 한 

철학  탐구에 기여할 수 있는 면을 많이 갖고 있다(Brown & Harre 

1988, Teller 1990, Teller 1994, Huggett & Weingard 1994, Auyang 

1995, Kuhlmann et al. 2002). 

이 에서 살펴보려는 문제는 양자장이론에서 인과의 문제가 어떤 모

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이것이 인과에 한 일반  이해에 어떤 도움

을  수 있을까 하는 근본  물음의 맥락에 있다. 그러나 인과의 문제를 

양자장이론의 개념  토 와 상호 으로 이해하여 양자장이론의 인과 문

제를 모두 살펴보는 것은 매우 방 하고 어려운 작업이다. 이 은 이와 

같은 작업의 출발로서 먼  인과의 비 칭성 문제에 을 맞추어 논의

를 개하고자 한다. 

인과의 비 칭성과 련된 최신의 미시물리학  논의로 상 성이론과 

양자이론이 있다. 상 성이론에서 가장 심에 놓여 있는 개념  하나가 

시공간에 있는 두 (사건) 사이의 인과  계이다(Sklar 1985; Nerlich 

1994; Hawking & Penrose 1995). 그런데 시공간에서 시간의 축은 과

거로부터 미래로 향하는 일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인과  계에도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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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이 내재하게 된다(Reichenbach 1958; Earman 1967; Schurz 2001; 

Spohn 2001).1) 한편, 양자이론에서 소  아인슈타인-포돌스키-로젠 논

변(이후 ‘아포로 논변’으로 약칭)은 역학  상호작용을 배제하므로, 이로

부터 역향 인과의 개연성이 나타나며, 이로부터 인과의 비 칭성이 개연

으로 가능함을 보일 수 있다(Price 2001; Belnap 2002a, 2002b). 

그런데 이와 같이 상 성이론과 양자이론 각각의 맥락에서는 인과의 

비 칭성 문제가 어느 정도 연구되어 있는 반면, 이 두 이론의 결합으로 

간주되는 상 론  양자장이론의 맥락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논의는 매

우 부족한 형편이다(Grünbaum 1976, 197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목하

는 것은 상 론  양자장이론에서 인과의 비 칭성의 문제가 어떤 방식

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이다. 더불어 역향 인과의 개연성에 해서도 살

펴보고자 한다. 

이 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인과의 비 칭성을 논의하기 해 

라이헨바흐가 제안한 연언 갈래(RCF)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새먼이 

제안한 상호작용 갈래(SIF)와 구별하여 논의한다. 다음으로 이 두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양자역학에서 나타나는 인과의 비 칭성에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 논의한다. 이어서 상 성이론에서 요구되는 국소성 개념을 토

로 양자장이론의 이론  구조를 살핀다. 그를 통하여 양자장이론에서 인

과의 비 칭성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검토한다. 끝으로 이러한 검

토가 지니는 함의를 논의하고 을 맺는다.

2. 인과의 비대칭성과 RCF/SIF

‘인과의 비 칭성’(causal asymmetry)이란 만일 사건이나 사실이나 과

정에서 원인과 결과를 구분할 수 있다면, A가 B가 인과  계로 연결되

 1) 특수상 성이론에서는 이와 같은 일방향성이 고 역학에서와 마찬가지의 

성격을 지니지만, 이것이 일반상 성이론으로 확장되면, 세계선의 인과  

구조로 표 되는 시공간의 인과  계가 자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나타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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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을 때 A가 B의 원인인 동시에 B가 A의 원인이 될 수는 없음을 의

미한다.2) 인과의 비 칭성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Hausman 1998; Mackie 1966). 첫째, 원인은 언제나 결과보다 시간상

으로 앞서는 것처럼 보인다. 즉 A가 B의 원인이라면, A는 B보다 시간상

으로 먼  일어난다. 둘째, 주어진 결과에 한 원인들은 서로 독립 인 

반면, 주어진 원인에 한 결과들은 확률 으로 서로 독립이 아니다. 셋

째, 인과는 행 와 연 된다(행 자 이론). 어떤 사건의 원인을 안다는 것

은 그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어떤 사건의 결과를 안다

고 해서 그 사건을 일으킬 수는 없다. 넷째, 결과는 반사실 으로 원인에 

의존하지만, 원인은 결과에 반사실 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즉 원인 A가 

없었더라면 결과 B가 나타날 수 없을 터이지만, 결과 B가 없었더라면 원

인 A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다섯째, 어떤 인과  설

명이 제시될 때에는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제시해야 한다. 

즉, B가 왜 발생했는지 설명하기 해 A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반 로 A가 발생한 이유를 B를 통해 설명하는 것은 부 하다. 여섯째, 

원인과 결과의 인과  계를 깬다면, 원인이 아니라 결과만이 향을 받

을 것이다. 일곱째, 공통원인의 결과들은 서로 연 되어 있지만, 공통결과

의 원인들은 반드시 서로 연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 원인

을 통제함으로써 결과를 차단할 수는 있지만, 결과를 통제한다고 해서 원

인을 차단할 수는 없다. 공통원인의 결과들은 서로를 차단하지 않는다. 

그 결과들을 차단하는 것은 공통원인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는 인과의 비 칭성은 일곱 번째의 측면이다. 

라이헨바흐는 이것을 공통인과의 원리라 불 다(Reichenbach 1956). 이

를 해서는 인과 계의 항을 사건으로 보고 인과  계는 사건들의 확

률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편리하다. 만일 두 사건 A와 B가 확률

으로 서로 독립이 아니라

 2) 이 에서 인과 계의 항이 사건인가, 사실인가, 과정인가는 논의의 개에

서 직  의미를 갖지 않으므로, 알 벳으로 표 된 인과 계의 항은 체로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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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B) > Pr(A)⋅Pr(B)

라고 하자. 이는 틀림없이 두 사건 A와 B가 어떤 양의 상 계에 있음

을 의미한다. 그 지만 이 두 사건이 서로 인과 계에 있지 않다고 하자. 

를 들어 학기말과제를 제출한 두 학생의 과제물이 거의 같은데, 서로 

상 방의 과제물을 볼 수는 없었음이 확실하다고 하면, 두 학생 모두 같

은 문헌( 는 제3의 학생의 과제물)을 참조하여 베낀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숲에 간 두 사람이 나란히 식 독 증세를 보

인다면 서로 상 방에게 향을 주었다기보다는 둘 다 독버섯 같은 것을 

먹지 않았는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라이헨바흐는 이런 경우 다른 사건 

C가 있어서 두 사건의 확률  의존성을 차단한다고 보았다. 그 경우 다

음의 조건이 성립한다. 

(1) Pr(A&B|C) = Pr(A|C)⋅Pr(B|C)

(2) Pr(A&B|￢C) = Pr(A|￢C)⋅Pr(B|￢C)

(3) Pr(A|C) > Pr(A|￢C)

(4) Pr(B|C) > Pr(B|￢C)

이때 사건 C를 사건 A와 B의 공통원인이라 부른다. 의 조건을 충족

시킬 때 세 사건 A, B, C는 ‘라이헨바흐 연언 갈래’(RCF, Reichenbach 

Conjunctive Fork)를 이룬다고 하고, 이를 기호로 RCF(A, B←C)와 같

이 나타내기로 하자(그림 1 참조). 의 네 가지 조건 (1)-(4)식으로부터 

확률의 계산을 통해 직  (*)식을 유도할 수 있다.3)  

두 사건 A와 B는 서로 상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공통원인 C

를 고려하면 두 사건의 상 이 차단(screen-off)된다. 이를 명시 으로 

보기 해 (1)식을 

 3) 상세한 유도과정은 (Reichenbach 1956), pp.159-160 는 (Salmon 1984), 

pp.160-1 참조. 다만 그 유도과정에서는 모든 확률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

다는 가정을 해야 한다. 특히 0 < Pr(C) < 1이라는 가정은 필수 이다. 사

건 C의 여사건 ￢C는 Pr(￢C)=1-Pr(C)를 충족시키는 사건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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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A&B|C) = Pr(A|C)⋅Pr(B|A&C) = Pr(A|C)⋅Pr(B|C)

와 같이 쓰면, 이 식은 곧 

(5) Pr(B|A&C) = Pr(B|C)

이 되며, 이는 C가 있다면 A가 발생하는가 여부가 B의 발생확률과 무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C가 B로부터 A를 차단함을 의미한다. 즉 

공통원인이 있음으로 해서 A와 B 사이의 확률  의존이 실질 으로 사

라진다.

라이헨바흐는 RCF에서 비 칭성이 나타남을 주장했다. RCF의 다른 

형태로서 두 원인 A와 B가 공통결과 E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킨

다고 하자. 

Pr(A&B|E) = Pr(A|E)⋅Pr(B|E)

Pr(A&B|￢E) = Pr(A|￢E)⋅Pr(B|￢E)

Pr(A|E) > Pr(A|￢E)

Pr(B|E) > Pr(B|￢E)

이 경우에도 계산만으로 보면 (1)-(4)식으로부터 (*)식을 유도하는 것

과 같다. 따라서 공통결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 Pr(A&B) > Pr(A)⋅Pr(B)

(6) Pr(B|A&E) = Pr(B|E)

임을 유도할 수 있다. (6)식의 변형으로서 

(7) Pr(￢B|￢A&E) = Pr(￢B|E)

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반직 인 의미를 

지닌다. 가령 새먼은 다음과 같은 를 들고 있다(Salmon, 1998). 두 사

람 A와 B가 한센병을 얻게 되는 사건을 각각 A, B라 하고, 그 결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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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격리된 생활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을 E라 하자. 두 사람이 

이 에 한 번도 마주친 이 없고 서로 상 방에게 한센병을 옮길 가능

성은 없다고 가정하자. 의 (*)식의 의미는 두 사람이 따로따로 한센병

에 걸리는 사건의 확률보다 함께 걸리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두 사람

이 서로 무 하게 한센병에 걸려 공통결과로서 격리된 생활공동체에 들

어간 것인데도, 마치 격리된 생활공동체에 함께 들어갈 정이라서 둘 다 

한센병에 걸리기가 더 쉽다는 의미가 된다. 한 (7)식은 A와 B 두 사람 

모두 격리된 생활공동체에 들어갔다고 할 때, B가 한센병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A가 한센병에 걸리는가 여부와 무 함을 의미한다.4) 

결국 이러한 매우 반직 인 결론으로 가지 않기 해서는, 라이헨바

흐 연언 갈래(RCF)가 언제나 결과 쪽으로만 열리며, 원인 쪽으로는 열리

지 않는다는 선택규칙을 따로 부여해야 한다. 그 게 되면 갈래(RCF)가 

쪼개지기 의 사건을 ‘원인’이라고 하고, 갈래(RCF)가 쪼개져 열린 두 

사건을 ‘결과’라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다. 여기에서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는 기 이 시간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RCF에서 ‘원인’과 

‘결과’는 갈래가 쪼개지기 인가, 아니면 후인가에 따라서 정의된다.

새먼은 라이헨바흐의 연언갈래를 상호작용갈래(interactive fork)와 구

분해야 함을 주장한다(Salmon 1981, Salmon 1998). 이를 RCF와 비교

하기 해 ‘새먼 상호작용 갈래’(SIF, Salmon Interactive Fork)라 부르

자. 인과  상호작용은 인과구조의 변형이 생성되는 수단이다. 그러한 인

과구조의 변형은 인과  과정을 통해 퍼져 나가 달된다. 이러한 상황을 

앞의 연언갈래와 비교하면, 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두 사건이 동시에 일

어날 확률이 더 커진다.

 4) 새먼의 가 반직 인 것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암묵 으로 원인이 결과

보다 언제나 시간 으로 앞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가 라이헨바흐의 논의에 심을 두는 것은 단순하게 시간상의 선후만으로 

인과의 비 칭성을 손쉽게 설명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한센병의 염

이 체로 에 의한다는 을 고려하면, 과 공동생활의 계를 단순

히 시간상의 선후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에 해

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 을 지 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

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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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Pr(A&B|C) > Pr(A|C)⋅Pr(B|C)

이 경우에는 (1)식에서처럼 공통원인이 두 사건 A, B를 서로 차단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는 에 주목해야 한다. RCF(연언갈래)의 경우에는 (*)

식과 같이 공통원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 두 사건이 각각 일어날 확률의 곱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즉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 아니라 양으로 연 되어 있다. 그러나 공통원인을 

고려하는 순간 두 사건은 독립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달리 SIF(상호

작용갈래)의 경우에는 공통원인을 고려하더라도 두 사건이 양으로 연 되

어 있다. 

SIF의 경우에는 어느 순간 어느 치에서 어도 한번은 마주침이 있

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C라는 공통원인은 시간  공간에서의 교차 

는 마주침으로 나타난다. 형 인 범례는 뉴턴역학으로 서술되는 입자의 

운동이나 맥스웰 자기학으로 서술되는 자기 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

과  상호작용에서는 인과의 비 칭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고 역

학 인 세계에서 두 당구공이 충돌하는 과정을 뒤로 돌리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SIF에서는 RCF에서와 달리 인

과의 비 칭성이 나타나지 않음을 보기 해 새먼이 제안하는 19세기의 

유명한 명사수 애니 오클리의 가상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Salmon, 1981). 애니 오클리는 거의 모든 과 을 맞추는 백발백 의 사

수이기 때문에, 재미를 해서 아주 날카로운 칼을 놓아두고 총알이 칼에 

맞는 순간 반으로 쪼개져 그 반쪽 총알이 양쪽의 두 표 으로 갈라져 각

각 맞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놓았다. 이제 총알이 칼에 맞는 사건을 C

라 하고, 총알이 양쪽의 두 표 에 맞는 사건을 각각 A, B라 하자. 확률

계산을 하기 해 가령 다음과 같은 할당이 충분히 가능하다.

Pr(A|C) = Pr(B|C) = 0.5

Pr(A|B&C) = Pr(B|A&C) = 0.9

이것은 총알이 칼에 맞았더라도 두 표 에 총알이 맞을 가능성은 각각 

반반이지만, 총알이 칼에 맞았고 어느 한 쪽 표 에도 맞았다면 다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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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 총알이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직 으로 자연스러운 상황

을 가리킨다. 이 경우 조건부 확률의 정의로부터 

Pr(A&B|C) = Pr(A|C)⋅Pr(B|C&A) = 0.5×0.9 = 0.45

Pr(A|C)⋅Pr(B|C) = 0.25

이므로, (IF)식은 성립하지만 (1)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애니 오클

리의 경우는 RCF를 이루지 않고 그 신 SIF를 이룬다. 

요컨  SIF에서는 인과의 비 칭성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RCF에서는 

반직 인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기 해서 인과의 비 칭성이 제되어

야 한다. SIF는 인과  과정이며 인과  상호작용으로서 철 하게 자연

법칙에 따르지만, RCF는 그 지 않다. 

3. RCF/SIF 구분과 양자역학

이제 RCF와 SIF의 구분이 양자역학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특히 양자역학의 경우에는 코펜하겐 해석이 리 퍼져 있어서, 

마치 양자역학이 비결정론 이고 비인과 인 미시물리학 이론인 것으로 

흔히 오해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세 한 논의가 필요하다(Torretti 1999; 

Lange 2002). 

인과의 비 칭성과 련하여 양자역학에서 특히 주목할 사항은 앞에서 

언 한 ‘아포로 논변’이다. 이 논변에 따르면, 양자역학은 상이 상태를 

완 하게 서술하지 못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숨은 변수가 필요하다. 숨은 

변수를 상정하는 가상 인 이론이 모두 허용되지는 않을 것인데 숨은 변

수 이론  어떤 것이 양자역학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것인지 논의해

야 한다. 그것이 ‘벨 논변’의 핵심이다. 벨 논변은 국소성과 물리량의 실

재성을 동시에 가정하는 숨은 변수 이론에서 유도되는 벨 부등식으로 표

된다. 벨 부등식은 양자역학  서술과 상충하므로, 양자역학  서술이 

옳다면 벨 부등식을 유도하기 해 제한 두 조건, 즉 물리량의 실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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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국소성  어도 하나는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벨 논변의 핵심이

다. 게다가 벨 부등식이 실험을 통해 반증되고 양자역학  측이 입증되

었기 때문에, 물리량의 실재성과 국소성  어느 쪽을 포기할 것인가 하

는 문제는 미시물리학의 존재론  토 에서 근본 인 선택사항이 된다. 

만일 물리량의 실재성에 한 오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양자

역학으로 서술되는 상은 내재 으로 비국소성을 지닌다는 함축을 얻는

다.5)

그런데 비국소성이라는 것은 역학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두 부분계 

사이에 근원을 알 수 없는 신비한 상호 계가 있다는 것을 뜻하므로, 이

것은 인과  계에 해 근본 인 부담이 된다. 만일 비국소성을 받아들

이게 되면, 이것은 역향 인과가 가능하다는 함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인과의 비 칭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RCF와 SIF를 비교하면서 이를 벨-아포로 논변에 용시켜 보자. 벨-

아포로 논변은 각운동량 보존법칙을 따르는 두 입자가 과거의 어느 한 

시 에서 같은 곳에 있다가 ( 는 같은 곳에서 생긴 뒤) 서로 반  방향

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 어느 한 쪽의 입장에 하여 스핀 값을 측정한다

면 공간 인 거리에 있는 다른 입자의 스핀 값을 일의 으로 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장회익 1994, 조인래 1992). 

<그림 1> RCF(A, B←C) 

C는 원인, A와 B는 결과

 5) 국소성의 개념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비분리성(non-separability)이라는 개

념을 통해 이러한 난 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지배 이지만, 이 의 

논의와 련해서는 비국소성과 비분리성이 근본 으로 동등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지 않기로 한다. 더 상세한 것은 를 들어 (조인래 

1990) 참조. 국소성 개념에 한 더 상세한 논의는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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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은 (그림 1)로 나타낼 수 있다. 즉 C는 스핀 한짝(singlet) 상

태인 두 입자가 생겨나는 사건이고, A와 B는 각각 공간 인 거리에 있을 

때 스핀 값이 +1/2과 -1/2이 되는 사건이라고 하자. 여기에서 ‘스핀 한

짝’이라는 것은 체 각운동량 값이 0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면 분명히 

(*) Pr(A&B) > Pr(A)⋅Pr(B)

가 성립한다.6) 그러나 A의 스핀 값이 +1/2인 사건이 B의 스핀 값이 

-1/2인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그 반 도 성립할 수 없다. 이 두 

사건이 확률 으로 연 되어 있는 이유는 공통원인 C 때문일 것이다. 다

시 말해 과거의 어느 때 같은 치에서 두 입자가 스핀 한짝 상태로 함

께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면 벨-아포로 논변의 경우에는

(1) Pr(A&B|C) = Pr(A|C)⋅Pr(B|C)

(IF) Pr(A&B|C) > Pr(A|C)⋅Pr(B|C)

이 두 식  어느 것이 성립할까? 라이스는 (1)이 성립한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결국 역향 인과가 개연 으로 가능함을 논증한다(Price 

2001). 가령 (그림 2)와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자. 

<그림 2> 아포로 사고실험에서의 RCF

 6) 물리 으로는 서로 음으로 상 되어 있지만, 논의의 편의를 해 한 쪽이 

+1/2일 때 다른 쪽이 -1/2이 되는 것을 양으로 상 된 것으로 재정의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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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네 사건 A, B, C, X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 B: 각 입자의 스핀 측정

C: 스핀 한짝 상태의 두 입자 생성

X: 측정장치의 사  세

(그림 2)의 (a)는 인과  계를 유지하면서 (b)와 같은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 이 갈래는 두 개의 갈래가 붙어 있는 꼴이다. 라이스는 이 갈

래가 RCF라고 보고 있으며,

RCF(A,B←C) : 미래를 향하는 RCF

RCF(X,C←A) : 과거를 향하는 RCF

와 같은 두 갈래가 있다고 본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RCF에서 원인과 

결과는 갈래가 쪼개지기 인가 아니면 쪼개진 후인가로 정의된다. 직

으로는 용납하기 힘들더라도 과거를 향한 RCF가 근본 으로 지되는 

것은 아니다. RCF만으로 본다면 과거를 향하는 갈래가 있다는 것은 역

향 인과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벨-아포로 논변에서 역향 인과가 개념 으로 가능해지는 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라이스의 주장이다. 그런데 그 게 되면 

두 사건 A와 C의 계가 모호해진다. RCF(A,B←C)에서는 C가 원인, 

A가 결과이지만, RCF(X,C←A)에서는 A가 원인, C가 결과이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역향 인과가 가능한 동시에 인과의 비 칭성도 사라지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라이스가 제시하는 이 상황을 RCF가 아니라 SIF로 해석한

다면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다. 사실 (*)식과 더불어 성립하는 것

은 (1)식이 아니라 (IF)식이다. (IF)식이 성립하는 까닭은 C라는 시공간

에서 마주침을 통한 인과  상호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구체 으로 말

하면 인과  상호작용은 스핀 각운동량 보존법칙이다. 벨-아포로 상황에

서 두 입자가 생겨날 때 임의의 스핀 값을 갖는 것이 아니다. 논변이 성

립하기 해서는 두 입자가 스핀 한짝 상태, 즉 체 각운동량의 값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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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태에서 생겨나야만 한다. 그런 경우에만 한쪽 입자의 스핀 값이 

+1/2일 때 다른 쪽 입자의 스핀 값이 -1/2임을 일의 으로 측할 수 있

기 때문이다. 

SIF의 개념을 논의한 새먼은 인과  과정에 한 논의 속에서 물리  

향을 표식의 달(mark transmission)로 설명하는데, 이 때 표식의 

달은 물리 으로 일종의 에 지-운동량 교환과 같다. 그런데 두 개별 인 

입자로 보자면 한 입자에서 다른 입자로 에 지-운동량이 달되는 것이

지만, 두 입자를 묶어서 볼 때 에 지-운동량이 교환된다는 것은 체 에

지-운동량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두 입자들이 서로 에 지-

운동량을 교환한다는 것은 두 입자로 이루어진 계 체의 에 지-운동량

의 합이 보존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 따라서 새먼의 기 에 비추

어 보더라도 벨-아포로 상황에서 두 입자가 생겨나는 사건 C는 인과  

상호작용의 한 형태이며, 구체 인 실험실 상황에서 보면 이는 더 분명하

다. 가령 벨-아포로 논변을 실험실에서 구 한 아스페 등의 실험에서는 

칼슘 원자를 들뜨게 하고 이로부터 두 빛알을 서로 반  방향으로 방출

하게 만드는데, 모든 곳에서 인과  상호작용이 아닌 것은 없다.7) 

 7) 새먼은 “어쩐지 내 감(hunch)―추정에 지나지 않지만―에는 동함수의 

오그라듦이 비환원 으로 확률 인 비인과 양자 메커니즘과 연 되어 있을 

것 같다.”(Salmon 1998, p.280)라고 언 하고 있다. 익명의 심사자는 새먼

이 말하는 “표식이 되는 과정”이 “시공간 안에서의 연속 인 인과 과정

임”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연속성이 양자역학에서 깨진다는 것이 그의 표

식이론을 고 역학과 상 론 안에 국한시킨 이유이기도 함”을 지 했다. 그

러면서 “인과율의 붕괴는 (양자 역에서) 인과  향이 시공간에서 연속

으로 달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ibid., p.116)는 새먼의 언 을 인용했다. 

이것은 양자역학에 새먼의 표식 달이론을 용하는 것이 애 에 부 합한 

시도라는 비 으로 읽힐 수 있다. 이미 고 역학에서 충분히 다루어진 논의

를 새삼 양자역학으로 확장하는 것은 양자역학의 경우에 뭔가 새로운 통찰

이 가능하기 때문이어야 하며, 새먼 자신이 논외로 삼는 것을 굳이 끌어들

이는 동기가 분명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새먼의 은 양자역학에 한 

일반 인 견해, 특히 코펜하겐 해석에 치우쳐 있다. 한 의 인용문은 

1975년에 S. Körner ed. Explanation (Blackwell), pp. 118-145에 발표한 

논문을 1998년의 논문집에 한 장으로 재인쇄한 것이다. 새먼은 1998년의 

논문집에서 새로 쓴 17장 “Indeterminacy, indeterminism, and quan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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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벨-아포로 논변에 용되는 갈래는 RCF가 아니라 SIF라고 보

는 것이 더 하다. 그런데 SIF에서는 RCF와 달리 인과의 비 칭성이 

애 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라이스의 제안처럼 벨-아포로 사고

실험이 역향 인과의 개연성을 보여 다거나 인과의 비 칭성이 사라지는 

사례가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요컨  RCF와 SIF를 명료하게 구분

함으로써 양자역학에서 역향 인과의 개연성  인과의 비 칭성 문제에 

올바른 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러한 고찰을 더 확장하여 상 성이론과 양자이론이 만나는 양

자장이론에서 어떤 모습이 되는지 살펴보자.

4. 양자장이론에서의 인과 

(1) 상대성이론과 고전장이론에서의 국소성   

상 성이론의 토   하나는 자기이론의 기본방정식  하나인 맥

mechanics”의 서두에서 “지  나는 양자역학이 내재 으로 비결정론이라는 

데에 보다 훨씬 덜 확신하고 있으며, 그 문제가 내가 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믿고 있다.”(ibid., p.261)라고 쓰고 있다. 1975

년의 논문에서도 “연속성을 나타내기 해 인과  향이 결정론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런 의미에서 인과성은 비결정론과 완 히 호환될 

수 있다. 그러나 양자역학은 익숙한 시공간  비연속성을 용인한다는 에

서 비결정론을 넘어선다.”(ibid., p.116)고 말하고 있다. 요컨  새먼은 표식

달이론이 양자역학에 부 합하다고 말한 것이라기보다는 “양자역학에서 

시공간 연속성이 깨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 큰 골칫거리의 근원”(ibid. 

p.115)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에서 양자역학과 양자장이론에서의 

인과의 비 칭성을 다루는 것은 그러한 골칫거리  하나에 해 우선 해

명할 수 있는 것을 해명해 보자는 시도이다. 벨-아포로의 상황은 각운동량

의 합이 보존되어야 성립하는 것이며, 인과  상호작용에 한 새먼의 정의

에 부합하기 때문에, 비록 완벽한 해명을 체계 으로 제시할 수 없다 하더

라도, 어도 벨-아포로의 상황이 RCF가 아니라 SIF임을 주장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이러한 논 을 분명히 할 기회를 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깊

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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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웰 방정식이다. 맥스웰의 기와 자기에 한 이론은 패러데이의 직

ㆍ개념  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다. 패러데이가 통 인 수학  기호

의 형태로 자신의 이론을 표 한 것은 아니지만, 패러데이의 개념들은 

자기론에서 근본 인 역할을 했다. 그  가장 근본 인 것이 바로 마당

(場, field)의 개념이다.  

패러데이는 원격작용(action-at-a-distance)의 이론이 드러내는 한계

에 주목했다. 가령 기력은 두 하 사이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뉴턴이 두 질량 사이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

는 보편 인 인력(끄는 힘)이 작용하다는 것을 법칙으로 제시한 것처럼 

기  상의 경우에도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믿음이 되었

다.  그러나 두 하 사이, 는 두 질량 사이에 아무런 매개 없이 어떻

게 힘이 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은 뉴턴 당시에도 많은 솔직한 자연

철학자들에게 심각한 문제 으로 다가왔다. 데카르트주의에서는 힘이라는 

형이상학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충돌

의 원리로부터 이해하려 했다. 두 물체가 서로 모종의 작용을 하기 해

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만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쿨롱의 

실험  연구는 뉴턴의 력이론에서처럼 하 사이에 역제곱법칙의 원격

작용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패러데이가 문제로 삼은 것은 이러한 원

격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이었다. 어느 정도 유한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두 하( 는 두 질량)가 상 방을 어떻게 알아보고 상 방

을 끌어당길 수 있는가?

패러데이는 두 하 는 두 물체 사이의 힘을 매개하는 ‘힘의 선’(力

線, lines of force)을 상정했다. 한 하(물체)가 공간 속에 놓이면, 이로

부터 ‘힘의 선’이 뻗어 나오며, 다른 하(물체)는 이 에 보이지 않는 

‘힘의 선’을 통해 힘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상호 이며, 

따라서 ‘힘의 선’은 두 하(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다면 두 하(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은 순간 으로 일

어나는 일일까, 아니면 유한한 시간이 걸리는 일일까?   

맥스웰 방정식은 기와 자기의 공간  퍼짐( 동)이 일정한 속도로 퍼

진다는 것을 보여 다. 즉 기와 자기의 동은 언제나 속 30만 킬로



김 재 16

미터의 속도로, 즉 빛의 속도로 된다. 그런데 기장 는 자기장은 

곧 두 하 사이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하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빠르기는 빛의 속도와 같다. 다시 말해 두 하 사

이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해서는 (두 하 사이의 거리)/(빛의 속도) 

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은 (두 하 사이의 거리)/(빛의 속도) 만큼

의 시간보다 짧은 시간 안에는 두 하 사이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없

다는 뜻이다. 따라서 두 하가 주어진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고 할 때, 

(빛의 속도)×(두 하 사이의 거리) 만큼의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다면 

어느 한 하가 다른 한 하에 어떠한 의미에서도 향을  수 없다. 

그 경우 두 하는 인과 으로 단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곧 

두 하의 계가 인과  계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고려하는 에서 살펴보

자. 두 시공간  
 과 

 가 있을 때, 만일

   
 


 

 


(   ×cm/s )

이면, 두 시공간 은 인과 으로 단 되어 있다. 이 때 두 시공간  


 과 

 의 간격(interval)은 공간 (space-like, räumlich)이

라 한다. 앞으로는 편리를 해  를 단순하게 로 표기한다.

이와 같이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이 순간 으로 

일어나지 않고, 유한한 달속도의 한도 내에서 일어남을 요구하는 원리

가 국소성 원리(局所性原理, locality principle)이다. 다시 말해서, 국소성

의 원리는 원격작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과 같으며, 이것이 직

인 인과 계이다. 

자기이론과 같은 고 장이론에서 국소성의 원리를 가장 자연스럽게 

구 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마당이다. 두 하 사이에 원격으로 작용하

는 힘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하가 그 주변의 공간에 ‘힘

의 선들’(lines of force)을 만들어내고 이 힘의 선들이 바로 ‘힘의 마

당’(field of force)이 된다고 가정한다. 다른 하가 받는 힘은 그 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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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에서 비롯된다. 

일반 인 맥락에서 양자장이론은  

(QFT) 자유도가 무한히 많은 상계에 하여 아인슈타인 국소성과 

로 츠 칭성이 처음부터 제되고 있는 양자동역학의 확장된 체계 

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자유도가 무한히 많다는 것이 기존의 질 양자역

학과 본질 으로 다른 새로운 면을 보이는 이유가 된다. 특기할 은 양

자장이론에서 아인슈타인 국소성이 출발 에서부터 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양자장이론에서는 힘의 마당을 입자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령 

자기력의 마당은 가상의 빛알( 자)과 같다. 1932년에 베테(Hans 

Bethe)와 페르미(Enrico Fermi)는 하가 있는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빛알( 자)의 교환으로 처음 서술했다(Bethe & Fermi 1932). 그들의 아

이디어는 운동량의 변화를 입자의 교환으로 보자는 것이다. 두 개의 자 

사이에 자기력이 작용한다는 것은 서로 상 방의 운동량을 바꿀 수 있

다는 뜻이다. 즉 ( 자 1)이 ( 자 2)에 자기력을 작용시킨다는 것은 

( 자 1)의 존재 때문에 ( 자 2)의 운동량이 바 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력은 자기장으로 매개된다. 따라서 ( 자 2)의 운동량이 바 는 

것을 개념 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이해할 수 있다.  

(1) ( 자 1)에서 가상 인 빛알이 생성되어 방출되며, 이 빛알은 

( 자 1)로부터 일정한 크기의 운동량을 빼앗아간다.

(2) 빛알이 ( 자 2)와 만나면 ( 자 1)로부터 빼앗은 운동량을 그

로 달해 주면서 소멸된다.

(3) ( 자 2)의 운동량은 가상 인 빛알로부터 받은 운동량만큼 달

라진다.

그런데 이 가상 인 매개입자(빛알, 간자 등)는 직 으로 특정 시

간에 특정의 공간  치에서 생겨나 일정한 시간 동안 살아 있다가 특

정의 공간  치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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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실제로 양자장이론의 서술방식이기도 하다. 즉 힘을 매개하는 

가상의 입자는 일반 으로 특정의 시공간 에서 생성되어 다른 특정의 

시공간 에서 소멸되는 것으로 서술된다. 이것은 비단 힘을 매개하는 가

상의 입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양자장이론에서는 모든 입자에 각각의 마

당이 응하며, 이 입자는 모두 특정의 시공간 에서 생성되어 다른 특정 

시공간 에서 소멸되는 것으로 서술한다.   

(2) 양자장이론의 사건 개념과 일반양자장이론

일반 으로 인과는 두 사건 A와 B 사이의 계로서, 사건 A가 발생

하면 반드시 사건 B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일상 인 의미의 ‘사

건’(event)은 말 그 로 다른 일과 구별할 수 있는 모종의 일을 가리킨

다. 그러나 미시물리학의 하나인 양자장이론에서 인과  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특히 인과의 비 칭성에 해 어떤 함의가 있는지 정

확히 이해하기 해서는 ‘사건’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해야 한다. 

엄 한 의미의 사건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자. 가

장 분명한 근은 이른바 ‘6하(六何)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신문

기사에서 사건을 보도할 때에도 기본 인 요소는 “ 가, 언제, 어디서, 무

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라는 여섯 가지 의문에 한 답이다. 그러나 

미시물리학을 염두에 둘 때 “어떻게”나 “왜”는 사건의 규정에서 본질 이

지 않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 군가가 어떤 상에 해 행 를 

하는 것에 심을 두는 것이 아니므로, 무심하게 어떤 상(‘무엇’)이 이

러 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어떠하다’)는 서술로 충분하다. 

그런데 이 때 ‘언제’와 ‘어디서’는 사건의 규정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이것을 각각 시간의 좌표와 공간의 좌표를 지정해 주는 것으로 

보자. 한편 어떤 상(‘무엇’)이 이러 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어떠하다’)

는 서술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의 규정에서 가장 본질 인 

요소는 바로 시간의 좌표와 공간의 좌표를 지정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무엇이 어떠하다.”는 서술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그 상세한 내용

은 우선 주된 심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제 이러한 규정을 

 와 같이 나타내자. 여기에서 는 시간의 좌표를,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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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세 좌표를 나타낸다. 표기를 편하게 하기 해  를 로 

나타낸다면 앞의 규정은 곧 로 나타낼 수 있다. 혼동의 여지가 없

다면 이를 더 간단하게 와 같이 나타내기로 한다. 이 때 는 시공

간 의 좌표 체를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라는 기호를 썼는데, 이

것이 과연 인과의 항을 이루는 ‘사건’과 같은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동역학이론의 일종인 양자장이론이라는 에서 보면 이 기호가 

나타내는 것은 그 구체 인 내용이 무엇이든지 계없이 여하튼 ‘계산될 

수 있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 이를 잠정 으로 ‘계산가능량’(calculable)

이라 부르자. 계산가능량은 결국 “무엇이 어떠하다”라는 서술을 얻기 

한 것이다. 여기에서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상태’(state)이다. 

고 역학에서 상태는 특정 시간의 치와 운동량으로 표 되며, 양자역학

에서는 이것이 동함수   는 상태 벡터 〉로 표 된다. 양자역학에

서는 상태의 변화, 즉 “이러하다가 러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서술하기 

해서 동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양자장이론도 양자동역학의 일종이므로 상태를 동함수 는 상태벡

터로 나타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양자장이론에서는 계산가능량 

에 한 마당방정식을 푼 결과가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다. 

양자장이론에서는 상태의 변화를 〈〉와 같은 퍼치개

(propagator)로 나타낸다. 여기에서 와 는 두 시공간 을 가리키며, 

〈〉는 두 마당의 시간순서곱8)의 진공기 값이다. 퍼치개

는 각 마당에 응하는 입자가 특정의 시공간 에서 생성되어 다른 특정 

시공간 에서 소멸되는 것으로 서술하기 한 수학  장치이다. 이는 두 

시공간  사이의 상 (correlation)을 서술하는 것이므로 2  상 함수라 

부를 수 있다. 만일 두 시공간 만이 아니라 임의의 개수의 시공간 들에 

해 상 함수를 구할 수 있다면, 즉   상 함수를 모두 구할 수 있다

면, 원리 으로는 상계의 모든 상태를 알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양자

 8) 시간순서곱(time-ordered product)이란 시간에 의존하는 연산자들을 항상 

시간에 하여 ‘나 ’인 연산자가 더 왼쪽에 오도록 배열하여 곱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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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론에서 가장 요한 심은 각 시공간 에서 마당들의   상 함수

 〈  ⋯  〉   ⋯

를 구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산가능량’들만으로는 실험실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사건’을 기술할 수 없다. 

만, 쥐만칙, 치머만(Lehmann-Symanzik-Zimmermann, LSZ)은 

‘LSZ 환원공식’을 유도하고, 이를 토 로 일반양자장이론을 정식화했다. 

일반양자장이론은 양자장이론에서 가장 일반 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공리’ 는 ‘가설’의 형식으로 정돈한 뒤에, 이로부터 어떤 결론이 나올지

를 보려는 시도 다. LSZ 정식화는 다음과 같은 가설들로 요약된다.9)

(LSZ 1) 상 론  양자이론의 가설

(LSZ 2) 진공상태의 존재의 가설

(LSZ 3) 근 완비성의 가설

(LSZ 4) 근 경계조건의 가설

(LSZ 5) 미소인과율의 가설

(LSZ 5a) 국소  가환성의 가설

여기에서 미소인과율의 가설 (LSZ 5)는 두 국소 인 물리  측가능

량은 공간 으로 떨어져 있는 두 에서는 동시에 측정될 수 있다는 것

이다. 측에 한 난 을 포함시키지 않기 해서는 (LSZ 5)를 보완하

여 국소  가환성의 가설 (LSZ 5a)로 바꾸어야 한다. 이는 공간 으로 

떨어져 있는 두 에서 마당 연산자는 서로 가환이라는 가설이다. (LSZ 

5) 는 (LSZ 5a)는 상 성이론에서의 국소성을 의미한다. 

LSZ 정식화에서 가장 크게 심을 두는 것은 상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정보이므로, ‘측정 ’과 ‘측정 후’ 사이에 무슨 일이 구체 으로 벌

어지는가는 일단 차치하자는 략을 택한다. 양자역학의 경우라면, 상계

를 특정의 상태에 비했다가 상호작용을 켜고 시간  진행을 기다린 후

에, 슈뢰딩거 방정식에 따라 달라졌을 상태로부터, 새로운 측정을 통해 

 9) LSZ 정식화의 상세한 고찰과 논의에 하여 (김재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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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결과에 한 확률분포를 산출하는 것이 동역학  서술의 기본패턴

이 된다. LSZ 정식화에서는 상(즉, 입자들)의 상태 자체에 심을 갖는 

게 아니라 상태의 변화에 심이 있다. 상호작용이 켜져 있는 시간보다 

충분히 먼 나 충분히 나 에는 상계가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는 자유

입자로서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처음 상태와 나  상태 사이에서 계산한 

마당연산자의 시간순서곱에서 상태의 변화에 해당하는 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면 그 게 얻은 상태의 변화로부터 어떻게 사건에 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까? 양자장이론에서는 LSZ 환원공식을 통해 개의 마당

들의 시간배열곱으로부터 S행렬을 구하고, 이로부터 불변행렬요소를 구한

다. 입자의 붕괴율이나 입자들의 산란단면  등은 모두 이 불변행렬요소

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상 함수들을 모두 알면, 입

자가속기와 같은 실험실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해 정확한 정

보를 얻을 수 있다. 즉 LSZ 환원공식은 국소마당의 시간순서곱의 진공기

값들과 실제 실험을 통해서 양자장이론의 동역학  서술 상에 하여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정보인 산란단면 과 붕괴율을 련짓는 일반 인 

공식이다. 실험실에서 만나는 ‘사건’들은 가령 아무개 입자가 아무개 입자

로 바 다거나 입자가 쪼개져 다른 입자들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곧 “

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했다.”에 해당한다. 이러한 서술은 궁극 으로 

산란단면 과 붕괴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LSZ 환원공식’은 ‘계산가능

량’들에서 계산된   상 함수들과 산란단면  는 붕괴율의 계를 

결정하는 공식이므로, 결국 양자장이론에서 상태서술과 사건서술을 연결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핵심 인 공식이다. 

LSZ 환원공식의 가장 요한 특징은 이 공식을 유도하는 데 사용한 

가정이 근 경계조건뿐이라는 이다. 이 공식을 유도하는 데에는 미소

인과율(LSZ 5)이나 국소  가환성의 가설(LSZ 5a)을 쓰지 않으며, 심지

어는 근완비성의 가설(LSZ 3)도 쓰지 않는다.

[LSZ 환원 공식은] 마당들의 개의 시간배열곱으로 이루어진 행렬요

소가 처음 상태나 나  상태에서 입자 하나를 끄집어내어 만들게 되는 

 개의 시간배열곱으로 표 될 수 있음을 말해 다. 주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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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환원공식들이 본질 으로 근조건만을 사용해서 유도된다는 

이다. 특히 동시 바른틀 교환 계(ETCR, Equal Time Commutator 

Relation)는 물론이고 미소인과율이나 국소성과  계없다. 게다가 

근  완비성의 공리도 필요하지 않다.(Roman 1969, p. 337.) 

근 경계조건 (LSZ 4)는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 역보다 훨씬 이 이나 훨씬 나 에는 자유로운 입자들의 마당 연

산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상호작용에 한 

정보가  들어가지 않고, 다만 아주 옛날과 먼 훗날에는 (LSZ 4)와 

같이 자유입자에 해당하는 마당과 연결된다는 가설만 사용하여 LSZ 환

원공식을 유도할 수 있다. 

직 으로 보면, 양자장이론에서 사건의 서술에서는 근본 으로 미소

인과율 는 국소성이 개입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양자장이론의 LSZ 

정식화에서 사건서술은 LSZ 환원공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LSZ 환원공식

이 요청하는 것은 미소인과율 는 국소성이 아니다. 즉 공간 인 간격으

로 떨어져 있는 사건들에 하여 서로 인과  계가 없음을 가정할 필

요가 없다. 양자장이론에서 말하는 국소성은 상 성이론에서 말하는 국소

성이 곧이곧 로 용된 것은 아니다. 사건서술을 맡고 있는 LSZ 환원공

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국소성의 가설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양자

장이론에서의 국소성이 사건에 한 국소성이 아님을 의미한다. 

(3) 양자장이론과 RCF/SIF

이제 다시 양자장이론에서 말하는 인과  계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

으로 돌아가자. 동역학이론에서의 서술은 근본 으로 “언제 어디에서 무

엇이 어떠하다.”와 같기 때문에, 그에 한 가장 자연스러운 표 이 

로 총칭되는 ‘계산가능량’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상태에 한 

한 서술이 되지 않으며, 결국 두 시공간  와 에 하여 

〈〉와 같은 퍼치개가 상태의 변화를 말해 다. 그런데 상

태의 변화를 모두 계산할 수 있다고 해서 이로부터 곧바로 사건서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퍼치개들의 조합으로서   상 함수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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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뒤에 이로부터 사건에 한 서술을 하기 해서는 LSZ 환원공식

을 사용해야 한다. 

상 성이론에서의 인과  제한이라고 할 수 있는 국소성이 역할을 하

는 것은 사건서술을 한 LSZ 환원공식이 아니라 상태서술을 한 퍼치

개의 계산에서이다. 즉 공간 인 간격에 있는 두 시공간 에서는 서로 인

과  향을 미칠 수 없다는 원리는 사건들의 인과  계에 한 요구

조건이 아니다. 

그 다면 양자장이론에서는 인과의 비 칭성 문제가 어떤 모습으로 나

타나는가? 퍼치개를 통한 양자장이론의 상태서술에서 국소성이 요한 

출발 이 된다는 것은 곧 여기에서 RCF가 아니라 SIF가 발생하는 것임

을 의미한다. 양자장이론의 상태서술에서 나타나는 인과의 갈래는 SIF이

므로, 인과의 비 칭성이 애 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서술로부터 사건서술을 얻기 해서는 LSZ 환원공

식에 의존해야 한다. LSZ 환원공식은 먼 과거와 먼 미래를 연결시키기 

해 근 경계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근 경계조건은 상호작용하는 

마당들이 아주 옛날과 먼 훗날에는 자유입자에 해당하는 마당들로 치

될 수 있다는 가설이다. 서로 인과  연 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

이라 해도, 근 경계조건 때문에 실제 으로 공통원인을 통해 서로 차단

(screen-off)하여 독립인 사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LSZ 환원공식을 통

해 사건서술을 할 때에는 사건들 사이의 인과  계가 RCF로 작동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양자장이론의 사건서술에서는 인과의 비 칭성이 본질

으로 나타날 수 있다.10)

요컨 , 양자장이론에서 국소성 원리로 표 되는 인과  제한은 상태서

술에 한 것이며 사건서술에 한 것이 아니다. 한 양자장이론의 상태

서술은 SIF이며 인과의 비 칭성이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는 반면, 그 사

건서술은 RCF이며 인과의 비 칭성이 내재 이다.

10) 여기까지의 고찰은 양자장이론에서 LSZ 환원공식을 통한 사건서술이 반드

시 RCF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계조건에 의한 상 계의 

차단은 언제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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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이제까지 우리는 양자장이론에서 나타나는 인과의 비 칭성 문제를 살

펴보았다. 인과의 비 칭성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며 논의되고 있지

만, 여기에서는 특히 라이헨바흐 연언갈래(RCF)와 새먼 상호작용갈래

(SIF)를 심에 두어 인과의 비 칭성 개념을 검토했다. RCF에서는 인

과의 비 칭성이 나타나는 반면, SIF에서는 인과의 비 칭성이 애 에 

드러나지 않음에 주목하면서, RCF와 SIF의 구분을 양자역학의 경우에 

용해 보았다. 이를 통해 아인슈타인-포돌스키-로젠 사고실험의 경우가 

역향 인과의 개연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을 보았다.

양자장이론에서의 인과 문제를 이해하기 해 상 성이론에서의 인과 

문제, 즉 국소성의 문제를 살펴보았으며, 일반양자장이론의 정식화  하

나인 LSZ 정식화를 통해 양자장이론의 동역학  이론구조를 명료하게 

했다. 이에 따르면 양자장이론에서 상태서술은 퍼치개 는   상 함

수들로 이루어지며 사건서술은 LSZ 환원공식으로 이루어진다. 퍼치개와 

LSZ 환원공식의 성질을 통해 양자장이론에서의 상태서술은 SIF인 반면, 

사건서술은 RCF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  수 있었다. 

양자장이론과 같은 최신의 미시물리학이론이 인과의 비 칭성과 같은 

존재론  고찰과 만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원래 과학철학이

라는 것이 과학에 한 진지한 철학  고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재의 과학철학은 최신의 과학이론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자주 지 되곤 한다. 이것은 비단, 과학이론이 실험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험  사실들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처럼, 과

학철학의 논의도 그 구체  개별 사례에 해당하는 과학이론들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론 인 자연주의  지 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일차

으로는 과학이론(우리의 경우에는 양자장이론)의 구체 인 면모를 통해 

추상 인 메타이론(우리의 경우에는 인과의 비 칭성 이론)의 논 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요하지만, 이차 으로는 개별 과학이론에서도 추상

인 메타이론으로부터 그 개념  토 와 형이상학  제들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작업이 가능하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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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ABSTRACTS

Quantum Field Theory and Asymmetry of Causation

Ghim, Zae-young
  

We discussed the asymmetry of causation in quantum field 

theory (QFT) from the concept of the Reichenbach Conjunctive 

Fork (RCF) and the Salmon Interactive Fork (SIF). As 

Reichenbach and Salmon showed, RCF has an intrinsic temporal 

asymmetry but it is not the case for SIF. We argued that 

Einstein-Podolsky-Rosen gedankenexperiment cannot provide an 

example of the backward causation if it is interpreted not as RCF 

but as SIF. The state in quantum field theory is described by the 

propagators or the two-point functions and the event is described 

by the LSZ reduction formula. Using the LSZ formalism of 

general quantum field theory, we showed that the state 

description must be interpreted not as RCF but as SIF, whereas 

the event description can be described as SIF. 

[Key Words] Reichenbach conjunctive fork (RCF), Salmon 

interactive fork (SIF), General Quantum Field 

Theory (GQFT), State description and Event 

description, Backward causation, Einstein- 

Podolsky-Rosen gedankenexperi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