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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물림은 상태서술을 대신할 수 있는가?:

양자역학의 확률과 이타카 해석†

1)

김 재 
‡

머민이 제안한 “양자역학의 이타카 해석”(IIQM)의 핵심적 내용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대안적 해석으로서의 IIQM은 코펜하겐 

해석을 정면비판하면서 올바른 양자역학의 해석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명시하

고, 양자역학의 형식적 이론을 전혀 바꾸지 않은 채 이에 부합하는 일관된 해석

으로 제시된 것이며, 이를 통해 측정의 문제가 적절하게 해소됨을 논의한다. 그

러나 IIQM은 의식의 문제와 객관적 확률의 개념 설정 문제에서 난점을 보이

며, 특히 상태 개념의 필요성 문제가 심각하다. 결국 부분계에 국한되어 정의된 

물리량들의 동시확률의 분포로 정의되는 엇물림은 표준적인 상태서술을 대신할 

수 없음을 논의한다. IIQM을 “양자역학의 서울 해석”(SIQM)과 비교함으로써, 

IIQM의 약점들이 SIQM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음을 논의한다.

【주요어】이타카 해석(IIQM), 서울 해석(SIQM), 객관적 확률, 엇물림, 상태

서술, 사건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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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머민(N. David Mermin)은 “양자역학의 이타카 해석”(Ithaca 

Interpretation of Quantum Mechanics, 이하 IIQM)이라는 이름으로 양

자역학의 해석에 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1) IIQM은 코펜하겐 해석을 

정면비 하면서 올바른 양자역학의 해석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명시하고, 

양자역학의 형식  이론을  바꾸지 않은 채 이에 부합하는 일 된 해

석으로 제시한 것이라는 에서 의미심장하다. 최근 IIQM은 양자역학의 

안  해석의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미래의 통합 인 안 해석에

서는 IIQM에 하여 옹호이든 비 이든 한 논의를 담고 있어야 한다

고 평가된다.2)

우리는 이 에서 머민의 새로운 시각을 비 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일차 으로는 IIQM의 핵심을 명료하게 살펴보고 이것이 양자역학의 안

 해석으로서 가지는 문제 을 논의한다. 실제 으로 우리의 더 큰 심

은 머민의 근과 이른바 “양자역학의 서울 해석”(Seoul Interpretation of 

Quantum Mechanics, 이하 SIQM) 는 “동역학의 인식론  구조에 기

를 둔 양자역학의 해석”(인식-구조  )을 비교하는 데에 있다.3) 

IIQM과 SIQM의 차이와 연 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면, 그에 따라 양

자역학의 해석에 하여 더 세련된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런 에서 이 은 이후 IIQM과 SIQM의 본격 인 비교를 해, 먼  

IIQM의 핵심 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4)

 1) Mermin (1996/1998, 1998, 1999).

 2) Laloë (2001), Birman (2009), Marchildon (2009), Barrett (2009), 

Schroer (2010), Hardy (2011) 등 참조. 

 3) SIQM에 하여 더 상세한 것은 장회익 (1994), 이 원 (1995), 이 원 

(1997), 김재  (2001), 김재  (2012), 장회익 (2012) 등 참조.

 4) 그러나 이 은 IIQM을 그 자체로 비 으로 평가하는 데 주안 을 두고 

있다. 이 에서는 IIQM이 양자역학의 안  해석으로서 요하게 고려될

만한 정  요소들을 지니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고, IIQM과 몇 가

지 에서 문제의식을 함께 하는 SIQM이 IIQM의 부족한 면을 채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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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에서는 IIQM에서 제시하는 안  해석의 요건들을 살펴볼 것

이다. 그런 뒤에, IIQM이 근거를 두고 있는 가장 요한 바탕이 되는 주장

으로서, 동시확률의 분포로부터 상태를 결정할 수 있음을 밝힌다. 이를 

해 먼  순수상태와 비되는 소  혼합상태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단일

계와 복합계에서 동시확률의 분포로부터 상태를 결정하는 방법을 다룬다. 

이를 통해 IIQM이 어떻게 측정의 문제를 해소하는지 검토한다. 그 뒤에 

IIQM이 맞닥뜨리는 의식의 문제와 객  확률의 문제 등에 하여 핵심

으로 쟁 을 제시하고, 주로 상태서술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하여 

SIQM과의 계를 염두에 두고 논의함으로써 을 맺는다. 

2. IIQM의 희망사항 

머민이 IIQM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코펜하겐 해석’(이하 CIQM)이

라 불리는 주류해석에 한 안  근이다. CIQM에 한 안  해석

이 갖추어야 할 특징은 무엇일까? 머민이 CIQM에 해 갖고 있는 불만은 

새로운 해석이 충족시켜야 할 여섯 가지 ‘희망사항’ 는 ‘요구사항’들에 요

약되어 있다. 

첫째, 제 로 된 동역학 이론이라면 CIQM에서처럼 객  실재와 측

자의 지식 사이의 경계선이 불분명해서는 안 된다. 물리학이론이 기술하는 

상이 측정장치와 뗄 수 없는 계에 있다는 것은 하늘의 달이 측할 때

에만 존재한다는 주장만큼이나 물리학이론의 지 를 폄하하는 것이다.

둘째, 동역학 이론의 서술은 교량규칙이나 해석규칙과 무 하게 이루어

져야 하며, 그런 에서 ‘측정의 이론’과 별도로 규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실증주의자( 는 경험주의자)들처럼 양자역학을 단

순히 어떤 일련의 측정값들과 이후의 일련의 측정값 사이의 연 만을 계산

할 수 있게 해 주는 알고리즘으로 보는 은 부 하다. 제 로 된 물

리학이론이라면 측정을 수행하든 하지 않든 상을 원하는 만큼 기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과 련한 익명의 심사자의 논평에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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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양자역학의 확률  특성은 고 통계역학에서처럼 상의 상세한 

내용을 측자가 모두 알 수 없다는 측자의 지식의 한계에서 비롯한 것

이 아니라, 세계 자체가 그 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제

로 된 동역학은 앙상블뿐 아니라 개별계를 기술하는 데에도 합해야 한다. 

머민의 요구사항은 앙상블 해석이 필연 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단 하나

의 개별계에 해서도 확률분포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머민은 고 인 역 같은 것을 상정할 필요가 없어야 함을 주장

한다. 양자역학은 고 인 측정장치 같은 것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완결될 수 있는 동역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폰노이만 이후의 측정의 동

역학  이론에서 측정과정이 양자동역학으로도 서술될 수 있는지 아니면 

고 동역학으로만 서술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동역학에서 

측정이 하는 역할에 한 몰이해에서 비롯한 것이다. 결풀림을 도입하여 

양자역학  서술에서도 고 인 결과가 산출될 수 있음을 보이려는 정합

 역사론자들이나, 측정장치는 고 인 역에 한 동역학으로 서술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한 보어나, 이론  다원론에 입각하여 측정의 양자이

론을 배격하는 카트라이트 등의 은 측정의 의미를 부 하게 이해하

고 있다. 

다섯째, 아인슈타인의 국소성은 물론이거니와 서로 매개하는 상호작용이 

없는 임의의 두 계에 해서도, 한 계의 사실 인 상황은 다른 계에서 이

루어지는 어떤 조작과도 무 해야 한다. 양자역학을 통하여 물리  실재를 

완 히 기술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아인슈타인의 국소성도 성립한다고 가

정한 뒤에, 이것이 물리  실재로 여길 수 있는 것에 어떤 제한을 가하는

가를 살펴보자는 것이 머민의 생각이다.5) 이는 아인슈타인-포돌스키-로젠

의 사고실험과 련하여 양자계는 근원 으로 비국소성 는 비분리성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CIQM을 비롯한 여타의 안  해석들과 IIQM이 차별

성을 갖는 이다. 이는 우선 실험을 통하여 입증된( 는 입증된 것으로 여

겨지는) 자연과학의 논의를 받아들이고, 이로부터 정당화될 수 없는 선험

인 가정들을 제거해 나가자는 제안으로 볼 수 있다.

 5) Mermin (1996/8),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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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머민은 양자역학의 해석은 객  확률의 해석에 기 를 두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객  확률의 개념은 아직 확립되

지 않았지만, 양자역학의 해석 문제는 사실상 객  확률의 개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머민이 제시하는 희망사항은 그가 물리학자로서 다른 여러 물리학 이론

들을 볼 때 직 으로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해석의 요건이다. 머민의 

희망사항이 양자역학에 한 한 안  해석보다 무 앞서 가는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물리학이론의 함의에 해 무 보수 으로 응하는 것

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양자역학에 충실하면서도 머민의 희망사항을 충족시

킬 수 있다면, 굳이 이러한 상식 이고 직 인 해석 신 CIQM과 같은 

진 인 근을 선택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여섯 가지의 ‘희망사항’을 이루기 한 머민의 책략은 형

인 양자역학에서 근본으로 삼고 있는 ‘상태’라는 개념을 공략하는 것이다. 

‘상태’의 개념은 힐버트 공간 정식화에서는 힐버트 공간의 한 원소나 힐버

트 공간에서 작용하는 단 자국류 연산자로 표상되는데, ‘상태’의 개념 

신에 부분계들 사이의 ‘엇물림’6)을 더 근원 인 개념으로 본다면, 앞에서 

말한 ‘희망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머민의 주장이다.

머민의 은 양자역학에 앞서서 얻은 실재에 한 념을 양자역학과 

양립시키기 해 상과 인식주체를 섞어 버리거나 비국소성과 같은 불합

리한 념을 받아들이거나 양자역학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신 

아무 것도 바꾸지 않은 보통의 양자역학을 출발 으로 하여 이로부터 물리

 실재의 념에 해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는 것이다. 머민

 6) ‘엇물림’은 머민이 사용한 correlation의 번역어이다. 표 인 통계학에서는 

이를 피어슨 상 계수라 하며, 정규화된 공분산(covariance)으로 정의한다. 

공분산은 Cov 〈〉〈〉 로 정의되므로,  

피어슨 상 계수를 Cor 
Cov

로 정의한다. 그러나 IIQM에

서의 correlation은 실질 으로 이러한 통계학에서의 정의와는 직  연 되

지 않으며, 내용상으로 부분계들이 서로 엇물려 있다는 것과 계되므로, 

통계학  상 계수와 구별하기 해 ‘엇물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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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신의 작업의 가장 요한 의의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의식과 무 한 

세계에 용되는 양자역학 고유의 성격에 한 문제와 그보다 훨씬 어렵고 

물리학의 역을 벗어나는 듯이 보이는 의식의 본질을 밝히는 문제를 구별

하는 것이다.7) 

3. 동시확률의 분포로부터 상태연산자를 결정하기

머민이 제시하는 양자역학의 해석, 즉 IIQM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Mermin; IIQM] 

(ⅰ) 상계에 한 상태를 기술하는 상태연산자( 도행렬)는 그것이 1

차원 사 연산자이든 아니든 마찬가지로 그 상계의 근본 이고 

객 인 성질이다. 즉, 소  ‘혼합상태’(비순수상태)가 ‘순수상태’

보다 덜 근원 이라고 할 수 없다.

(ⅱ) 주어진 상계의 상태연산자는 그 부분계들에 국한하여 정의된 

물리량들의 곱의 평균값(엇물림)으로부터 일의 으로 확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상계의 ‘상태’라는 개념을 ‘엇물림’( 는 동시확률

의 분포)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어도 좋다.

(ⅲ) 물리  실재의 근본 이고 환원되지 않는 객  요소는 부분계

들 사이의 엇물림이다. 그러나 엇물리는 것은 물리  실재가 아니

다. [주어진 상계에 하여 부분계들의 동시확률의 분포는 물리

 실재이지만, 이 동시확률로부터 정의할 수 있는 조건부확률은 

물리  실재가 아니다.]

 7) 머민은 통 으로 철학에서 논의되어 온 ‘실재’의 개념과 양자역학을 통해 

알 수 있는 ‘물리  실재’의 개념을 구별하고 있다. 여기에서 ‘물리  실재’

는 정의상 양자역학이 말해 주는 상을 의미한다. 다르게 말하면 양자역학

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실재’에 해서는 일종의 불가지론 인 입장

을 택하는 것이다. 이 에 해서는 가령 Birman (2009), pp.1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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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계에 한 양자역학  서술은 앙상블로서뿐 아니라 개별계에 

해서도 유효하며, 동함수 는 양자 상태란 그 내  엇물림의 

간결한 요약이다.

(ⅴ) 이 엇물림들은 체 상계의 물리량들의 확률분포를 결정하므로, 

개별계에 하여 근본 이고 환원되지 않는 객  성질들은 ‘객

 확률’이다.

머민이 사용하는 ‘엇물림’(correlation)이란 용어는 “둘 는 그 이상의 

부분계로 구성된 복합계에서, 각 부분계에 국한되어 정의된 물리량들의 텐

서곱에 한 기 값(평균)으로 주어지는 동시확률의 분포(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로 정의된다. 두 부분계에 하여  ⊗ , 

  ⊗ 와 같이 정의된 물리량은 각각의 부분계에 국한되어 있다. (여

기에서 는 항등연산자를 나타냄) 이 두 물리량이 주어져 있을 때, 평균값 

〈⊗〉 Tr ⊗ 가 바로 ‘엇물림’이다.

머민은 여기에 덧붙여 ‘내  엇물림’(internal correlation), ‘외  엇물

림’(external correlation)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내  엇

물림’이란 주어진 계에 하여 그 계를 구성하는 부분계들에 하여 정의

된 엇물림이며, ‘외  엇물림’이란 주어진 계를 한 부분계로 하는 더 큰 복

합계를 상정하여, 그 복합계의 부분계(주어진 계를 포함하여)들에 하여 

정의된 엇물림이다. 

IIQM의 근간에는 복합계의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연산자는 각 부분계에 

국한하여 정의된 물리량들의 곱들의 평균값( 는 기 값)들의 분포, 즉 엇

물림들로부터 일의 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정리가 있다.8) 머민은 이를 

SSC 정리(Theorem on the Sufficiency of Subsystem Correlations)라 

부른다. 이 정리는 다음의 세 가지 사실로부터 도출된다.

(1) 체 계에 한 모든 물리량들의 평균으로부터 계의 상태가 결정된다.

(2) 부분계 물리량의 곱들의 집합에는 계 체에 한 물리량 모두의 

수에 한 기 가 포함된다.

 8) Wootter (1990), Mermi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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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량의 평균값을 계산하기 한 알고리듬은 물리량들의 수에 

하여 선형 이다.

머민의 SSC 정리를 이해하기 해서 단일계(single system)의 경우에 

상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먼  살펴보기로 하자. 단일계에 하여 

측정을 통해 상태를 결정하는 문제의 가장 형 인 경우는 두 상태 계(

를 들어, 스핀 1/2인 입자)의 상태를 슈테른-게를라흐 장치를 이용하여 결

정하는 문제이다. 

(3.1) 순수상태와 비순수상태

머민은 먼  상계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일반 으로 상태연산자(

도행렬)를 결정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을 분명히 해 두고 있다. 상태연산

자가 일반 으로 ‘혼합상태’(mixed state)를 나타내며 이는 ‘순수상

태’(pure state)들의 통계  혼합이라는 양자역학 교과서들의 흔한 서술은 

엄 하지 못하다. 

힐버트 공간 정식화에서 상태는 단  자국류 연산자와 응된다. 즉, 힐

버트 공간에서 작용하는 양의 연산자에 수를 응시키는 연산인 자국합

(trace)에 하여 그 자국이 1인 연산자들이 곧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이 

양자역학의 기본가설이 된다.9) 일반 으로 상태연산자는 

 


   와 같이 사 연산자들의 일차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순수상태란 그 상태연산자( 도행렬)가 힐버트 공간의 1차원 부분공간으로

의 사 연산자로 나타내지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순수상태는 나머지 상태

들의 볼록결합으로 쓸 수 없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10) 일반 인 상태연

산자는 순수상태를 나타내는 사 연산자들의 일차결합으로 쓸 수 있으므

로, 얼핏 보면, 각 순수상태가 고 통계 으로 섞여 있는 ‘혼합상태’를 나타

 9) 상태연산자 는 (i) Tr  , (ii)   † , (iii) 〈  〉≥ ∀ 
의 세 조건을 만족하는 힐버트 공간의 연산자로 정의된다. 

10) 순수상태는 (1)    ,  (2)  ,  (3) Tr    등과 같

이 여러 가지 동등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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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것처럼 보인다. 만일 계의 상태연산자를

    ⋯  

           (  ⋯   , ≤  ≤  )

와 같이 사 연산자들의 볼록 결합으로 쓸 수 있다면, 실제로 상은 특정

의 순수상태(가령  )에 있지만, 단지 서술자가 그  어느 상태인지를 모

르는 것이고, 그 무지( 는 지식의 결함)의 정도가 바로 라는 확률로 나

타난다. 이것이 비순수상태에 한 ‘무지(無知)의 해석’(ignorance 

interpretation) 는 ‘지식의 결함(缺陷) 해석’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순수

상태가 아닌 상태가 “지식의 결함”을 나타낸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 하

다.11) 무엇보다도, 상태연산자의 분해는 일의 이지 않기 때문에 원론 으

로 무한히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 일반 으로 상태연산자를 개하는 기

에 따라 무수히 많은 볼록 결합이 가능하다. 

    ⋯  ′′′′⋯′′ ⋯

만일 라는 확률이 인식  확률이라면 상은 찰자의 지식과 무 하

게 이미 그러해야 한다. 그러나 기 의 선택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기 때

문에, 인식  확률 개념을 용하는 것은 근본 으로 어려운 일이다. 기

의 선택이 측정에서 보려고 하는 물리량의 ‘창’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고 함

으로써 이러한 난 을 넘어설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다지 그럴법해 

보이지 않는다. 실제 으로 그러하다고 간주되는 순수상태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계가 실제로 어느 순수상태에 있다는 생각이 

부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순수상태에 있는 상계를 비순수상태에 있

11) 혼합상태에 한 “지식의 결함”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음을 염두에 두

면, 더 좋은 용어는 비순수상태(nonpure state)이다. 즉, 힐버트 공간에서 

작용하는 1차원 사 연산자로 나타낼 수 없는 양의 자국류 연산자로 표상

되는 상태가 ‘비순수상태’이다. 이후의 서술에서는 ‘혼합상태’라는 용어 신 

‘비순수상태’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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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부분계로 나 었을 때에는 비순수상태의 일차결합이 일의 이지 않

기 때문에 복합계가 순수상태에 있었다는 제와 모순되는 결과를 얻게 된

다. 요컨 , 비순수상태가 곧 순수상태의 고 으로 통계 인 혼합상태라

는 해석은 심각한 난 을 동반한다.12) 

IIQM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비순수상태가 순수상태보다 덜 근원

이라는 항간의 념에 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비순수상태가 더 근원

인 순수상태들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면, 이 두 종류의 상태 사이의 상

인 지 는 무엇인가? ‘순수상태’와 ‘비순수상태’의 가장 요한 차이는 무

엇인가? 

순수상태는 통 /표 인 힐버트 공간 정식화에 가장 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양자역학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두 개념, 즉 ‘상태’와 

‘물리량’은 각각 힐버트 공간의 한 벡터와 힐버트 공간에서 작용하는 에르

미트 연산자에 응된다고 가정된다. ‘상태’를 힐버트 공간의 한 벡터로 나

타낸다는 것은 몇 개의 주어진 상태들로부터 새로운 다른 상태를 ‘겹

침’(superposition)이라는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두 순

수상태의 겹침은 새로운 순수상태를 나타낸다. 주어진 상태들로부터 새로

운 상태를 얻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혼합’(mixing)이다. 이 둘을 비

교하기 해서 두 순수 상태를 각각 사 연산자     과     로 나

타내면, 이 두 순수 상태의 ‘겹침’은      가 되며, 두 순수 상

태의 ‘혼합’은       가 된다. 계수들의 정규화도 다르다. 

자의 경우는      이 되게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이 되게 한다. 어떤 임의의 비순수상태가 있을 때에 이를 다

른 순수상태의 볼록결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무수히 많은 것과 마찬가지

로, 어떤 임의의 순수상태가 있을 때에 이를 다른 순수상태의 일차결합으

로 나타내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이는 양자역학에서 순수상태라 하더라도 

비순수상태 못지않게 자명하지 않은 통계  상황을 나타냄을 보여 다. 

따라서 순수상태와 비순수상태는 단순히 성격이 다른 두 종류의 상태일 

12) 더 상세한 것은 를 들어 Beltrametti & Cassinelli (1981), Hughes 

(1989)[특히 제5장 pp. 136-151], Ballentine (1990)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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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비순수상태이 순수상태들을 기본벽돌로 하여 구성된 무엇이라고 간주

하는 것에는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인 응용에서 

이 두 종류의 용 상이 달라진다. 가령 순수상태는 에 지수 의 겹침이 

없는 원자의 상태를 기술하는 데에 쓰이는 반면, 온도가 있는 열평형 상태

나 편 이 없는 이 나 흑체복사도 비순수상태로 기술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에 응용하기 한 수학  계산도구로서 순수상태라는 념

은 매우 유용한 것이지만, 뒤에서 서술하듯이, 결국 우리가 실험( 측)을 

통해 알게 되는 상계는 필연 으로 비순수상태에 있게 됨을 보일 수 있

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순수상태를 나타내는 ‘ 동함수’ 는 힐버트 

공간에 속한 ‘벡터 상태’가 아니라 일반 으로 비순수상태까지를 포 하는 

상태연산자( 도행렬)야말로 근본 이고 더 이상 환원되지 않는 객 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분계의 도행렬은 그 내  성질을 완 하게 그리

고 객 으로 특징짓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13)

(3.2) 단일계에서 측정을 통한 상태의 결정

두 상태 단일계의 경우에 과거의 상태를 결정하기 해서는 세 일차독립

인 방향으로 편극을 측정하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두 상태 단일

계의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연산자는 일반 으로 ×   에르미트 행렬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 

와 같이 쓸 수 있으며, 이 때 미지계수     은 〈〉 Tr  
(    )와 같다. 즉, 서로 일차독립인 세 방향의 편극을 측정하여 그 

상 빈도로부터 편극〈〉의 값을 조작 인 방법으로 결정하면, 이로부터 

그 상계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즉 상태연산자를) 일의 으로 구할 

수 있다.

13) Mermin (1999), p. 373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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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세 상태 단일계(스핀 1인 입자)의 상태연산자를 나타내는 

3×3  행렬의 독립인 성분 8개도 세 개의 일차독립인 편극들의 기 값 

〈〉과 4 극 연산자, 즉 두 스핀연산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6개의 기

값 〈  〉를 측정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14) ⋅   이므로, 

이  5개만이 일차독립이다. 〈〉나 〈 〉은 세 방향의 슈테른-게를라

흐 장치를 쓰면 되는데, 다른 양은 스핀의 세차운동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계산할 수 있다. 

형식 으로는 임의의 상태연산자 의 행렬요소 〈 〉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각요소는 

〈 〉 = { 을 고유벡터로 하는 물리량의 확률분포}

와 같이 정해지며, 

      

     , 

     

    

와 같이 정의된 에르미트 연산자의 기 값을 알면, 비 각요소는 

Re〈 〉 Tr      , Im〈 〉 Tr    

가 된다. 따라서 하게 선택된 에르미트 연산자의 기 값들로부터 상태

연산자의 모든 행렬요소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에르미트 연산자의 기 값

은 측을 통해서 조작 인 방식으로 값의 분포를 결정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한 경우를 로 들면, 스핀 1/2 입자에서    ↑  , 

   ↓  라 할 때,

14) 를 들어, Ballentine (1990) pp. 156-1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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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와 같이 된다.

이와 같이 단일계의 상태를 결정하기 해서는 하게 선택된 물리량

들의 기 값을 측정을 통해서 정하면 된다.15) 다만     이나    

이 물리량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실제 인 응용에서는 이런 형식

인 표 은 별로 도움이 안 되기가 쉽다. 그러나 어도 형식 으로는 단

일계의 상태를 한 연산자들의 기 값으로부터 일의 으로 정할 수 있

다.

(3.3) 복합계에서 측정을 통한 상태의 결정

Wootter (1990)는 두 개의 두 상태 계에 하여 편극의 측정 결과로부

터 상태를 결정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자 두 

개가 하나는 오른쪽으로 하나는 왼쪽으로 방출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여섯 

개의 여과장치를 써서 세 가지 편극에 해 측정을 하면

    ,     , 

   ,    

       ,    

와 같은 15개의 동시확률의 분포로부터 두 개의 두 상태 계의 상태를 나타

내는 상태연산자(×  도행렬)의 독립인 성분 15개를 구할 수 있다

15) 이와 같이 그 기 값을 알면 응하는 상태를 결정할 수 있게 해 주는 물

리량들의 집합이 ‘정보상으로 완 한 물리량들’(informationally complete 

observables)이다.



김 재 152

(  ×    ). 이 때,    는 왼쪽으로 방출된 자에 

한 세 방향의 편극의 확률분포이고,       는 왼쪽으로 방출된 

자와 오른쪽으로 방출된 자 사이의 상  함수 분포를 가리킨다. 를 

들어, 왼쪽으로 방출된 자는 45°편 을 지나고(and), 오른쪽으로 방출

된 자는 시계방향의 원편 을 지나는 갯수를 세면, 이 상 함수 분포

를 정할 수 있다. 이 확률분포들은 곧

Tr ⊗  , Tr ⊗  , Tr ⊗ 

과 같이, 각각 부분계에서만 정의된 연산자들의 곱에 한 기 값을 구하는 

것에 해당한다. 다행히 이 15개의 행렬은 모두 일차독립이다. 가장 유명한 

는 EPR-Bohm의 사고실험인데, 두 입자가 쪼개져서 좌우로 진행할 때에 

〈  ⊗  〉  
〈  ⊗  〉     

〈  ⊗  〉     

이면, 즉 완 히 반 로 엇물린(anti-correlated) 상태이면, 체 복합계는 

스핀 한짝(singlet) 상태에 있음을 유도할 수 있으며, 그 역도 성립한다. 

일반 으로 오른쪽 계에 개의 직교상태들이 가능하고, 왼쪽 계에 

개의 직교상태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와 같이 되므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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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와 같은 동시확률의 분포로부터, 상태연산자의 각 행렬요소를 결정할 수 

있다.

우터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 체계의 상태를 결정하기 해 부분에 

해서만 측정을 하면 충분하다”는 과 “이 동시 측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

는 독립 인 확률분포의 수가 정확히 복합계의 상태연산자를 구성하기 

해 필요한 수와 같다”는 이다. 

(3.4) 복합계의 상태와 상태의 순수성 문제

IIQM에서 각각의 계의 상태 신에 부분계들 사이의 엇물림을 더 근원

인 것으로 보는 근거는 이 게 부분계들 사이의 엇물림만으로부터 복합

계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밸런타인에 따르면, 

복합계 사이에 엇물림이 있으려면, 두 부분계가 모두 비순수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논리 /수학 으로 증명할 수 있다.16) 

[정리*] 두 부분계  어도 하나가 순수상태에 있다면, 그에 응하

는 부분 상태 연산자는 반드시 체 상태 연산자의 인수가 된

다. 즉, D가 단  자국류 연산자이고,

   TrD  ,    TrD
일 때,       이면,   ⊗  이다. 

밸런타인은 이 정리를 바탕으로 “부분의 상태들로는 체의 상태를 결정

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 순수상태로 기술되는 부분계는 체계의 나머

지 부분과는 엇물림이 없다.”고 지 하고 있다. 이는 얼핏 보면 우터나 머

민의 ‘증명’과는 양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이에는 요한 차이

가 있다.17) 부분계  하나라도 순수상태에 있으면, 복합계에서 각 부분계 

16) 이 정리의 증명은 Ballentine (1990) pp.163-164 참조.
17) 이 에 하여 휴즈(Hughes, 1989)는 “복합계의 상태연산자로부터 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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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단순곱이 아닌 엇물림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1) 비순수상태에 있

는 부분계들로 구성된 복합계에는 그 복합계가 순수상태이든 아니든 단순

곱이 아닌 엇물림이 있을 수 있다. 역으로 그러한 복합계를 구성하는 부분

계는 모두 비순수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는 머민이 “내  엇물림”이라 이

름붙인 것에 해당하며, 특정의 상계의 ‘상태’란 다름 아니라 이 상계를 

구성하는 임의의 부분계들에 한 동시확률의 분포(즉, 엇물림)의 총체이

다. 그런데 이 동시확률의 분포들로부터 심있는 상계의 상태를 일의

으로 결정하려면, 부분계들 사이에 반드시 단순곱이 아닌 엇물림이 있어야 

하며, 따라서 부분계들은 비순수상태로 기술되어야 한다. (2) 앞의 정리의 

 다른 함의로서, 다음과 같은 을 지 할 수 있다. 심 있는 특정계가 

순수상태에 있다면, 이 특정 계를 부분계로 하는 확장된 복합계에서 볼 때

에, 이 특정계와 나머지 부분 사이에는 단순곱이 아닌 엇물림이 있을 수 

없다. 단순곱이 아닌 엇물림이 있다 는 없다는 사실 자체는 객 인 것

이다. 따라서 객 인 사실로서 상계가 어떤 방식으로든 외  엇물림이 

있다면, 그 상계는 필연 으로 순수상태일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외

으로 엇물려 있는 개별 상계의 상태는 근본 으로 그리고 기약 으로 

비순수상태이다.”18) 

요컨 , 머민의 IIQM의 논리  구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정리*]  상태연산자(비순수상태)의 볼록결합이 무수히 가능

하다는 에 의거한다면, 동함수가 아니라 상태연산자( 도

행렬)야말로 상에 한 근본 이고 객 인 서술이 된다.

(2) 그런데 임의의 상계의 상태연산자는 그 상계를 쪼개어 얻

은 부분계들에 한 동시확률의 분포로부터 일의 으로 결정할 

수 있다.

분계의 상태연산자는 일의 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부분계의 상태연산자로

부터 복합계의 상태연산자를 일의 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부분계가 

모두 순수상태에 있을 때 뿐”(p. 250)이며, “복합계에 한 명제 에는 부

분계에 한 명제들의 연언과 동등하지도 않고 그러한 연언을 함축하지도 

않는 명제가 있을 수 있다.”(ibid.)는 을 지 하고 있다. 
18) Mermin (1996/8)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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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동시확률의 분포는 객 인 실험 측을 통해 조작 으로

(즉, 상 빈도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그러므로 물리 인 실재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동함수가 아

니라 바로 동시확률의 분포, 즉 엇물림이다. 

(3.5) 측정의 문제

머민이 상태함수라는 개념을 엇물림 는 동시확률의 분포로 바꿔 놓은 

것은 단순히 새로운 정식화가 아니다. 우선 양자역학을 가르칠 때 양자역

학에 본질 으로 내재해 있지 않은 요소, 즉 의식의 문제나 우주  이성 

따 의 념을 철 하게 제거하고, 양자역학 본유의 문제만을 다룰 수 있

는 틀을 제시하려는 노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더 나아가면 이는 상태함수

의 실재성 문제 등에 해서 나름의 안을 제시할 수 있는 출발 이 된다. 

머민이 이러한 의 이동으로부터 “측정의 문제”나 이른바 “양자 비국소

성의 문제” 등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19) 이제 IIQM이 어떻게 

측정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하는지 상세하게 살펴보자.

양자역학의 측정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표 화할 수 있다. 양자역학에서 

상태는 힐버트 공간의 벡터로 표 되며, 이는 곧 두 상태의 첩(겹침)도 

법한 상태가 된다는 을 수학 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령 상계 S의 

상태가 

〉 〉 〉
와 같이 두 상태의 첩으로 표 된다고 하자. 여기에서 {〉 〉}은 

물리량 A의 고유벡터이며, 그에 응하는 고유값은 각각  라고 하자.

양자역학의 기본가설에 따르면, 물리량 A를 측정하면 가능한 값은 그 

고유값이며, 특정 고유값이 나오게 될 확률은 개 계수의 값 제곱과 

같다. 즉

19) 여기에서는 EPR-Bohm 사고실험과 련된 비국소성의 문제는 다루지 않

고 측정의 문제에만 집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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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   ,       Pr  

그런데 측정을 통해 가령   ′  의 결과를 얻고 난 뒤에 아무런 다른 

작용을 가하지 않고 상과 측정장치를 내버려 둔다면, 다시 물리량 A를 

측정할 때 그 값은 확률 1로 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간에 어떤 일이 일

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측정을 통해   ′  라는 결과를 얻었다면, 

상계의 상태는 〉가 되어야 한다. 디랙은 이것에 해 측정을 통해 상

계의 상태가 새로운 고유상태로 도약한다고 표 했고, 폰노이만은 이를 상

태 변화에 한  다른 (즉 슈뢰딩거 방정식에 따른 변화와 별개로 가정

해야 하는) 규칙 내지 가설로 상정했다. 

이제 측정의 표 인 상황을 측정 장치의 상태를 포함하여 살펴보자. 

상계 S와 측정 장치 M이 측정의 상호작용을 하면, 립( 비) 상태 

〉에 있던 측정 장치는 상계의 첩 상태와 얽히게 된다. 즉

〉⊗〉  〉⊗〉 

〉⊗〉  〉⊗〉
힐버트 공간의 벡터는 선형이므로,

〉⊗〉  〉⊗〉 〉⊗〉  ′〉
가 된다. 이 순수상태를 도행렬(상태연산자)로 나타낸 뒤, 측정 장치의 

만을 보기 해 상계의 상태에 해 부분 자국합을 취하면

≡ Tr  ′〉〈 ′   〉〈   〉〈   
            

 ,    
 ,    〉〈,   〉〈

즉, 측정의 상호작용이 있은 뒤 측정 장치의 은 가능한 측정값들에 

한 비순수 상태로 나타낼 수 있다. 만일 비순수 상태에 해 지식의 결함 

해석을 용할 수 있기만 하다면, 이 수식은 측정 장치의 이 가능한 

두 값  하나에 있지만, 다만 찰자가 그에 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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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기 때문에 그 값이 확률  로 주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측정의 문제는 곧 상태에 한 (양자역학 ) 확률분포로부터 측정값에 

한 (고 ) 확률분포를 얻는 것에 해당하며, 측정 장치의 은 첩 상

태에 있지 않고 특정 고유상태에 있지만 단지 찰자가 그것을 모르기 때

문에 확률  서술이 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비순수 상태가 일의 이지 않으므로 ‘지식

의 결함 해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측정의 문제가 해

결되지 않는다. 측정의 문제는 측정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계의 첩 상

태가 측정 장치의 에 한 상태로 옮겨간다는 데 있지 않다. 표 으

로 측정의 문제는 상계이든 측정 장치이든 결국 첩 상태가 나 에는 

첩이 아닌 ‘고유상태’로 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있다.

IIQM은 바로 이 에서 표 인 근과 갈라선다. IIQM에서 측정은 

단지 상계와 측정 장치 사이에 얽힘이 있다는 것이고, 이로부터 엇물림

이 일의 으로 정해진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측정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계와 측정 장치 사이에 엇물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로 서술되는 측정 장치의 상태는 일의 으로 결정된

다. 

IIQM에서 측정과정 자체에서 나타난다고 주장되는 “ 속붕괴”나 “투사

가설”의 문제(CIQM)는 엇물림의 에서 보면 사라져 버린다. 측정과정

은 표본( 상계)과 측정장치 사이에 뻔하지 않은 외  엇물림을 주는 것이 

되는데, 앞의 [정리*]에 따르면, 그와 동시에 상계는 반드시 비순수상태

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게 되는 것은 그 상계의 ‘상태’를 구성하는 내  

엇물림이 측정과정에서 주어지는 물리  상호작용(가령, 슈테른-게를라흐

의 비균질 자기장) 때문에 외  엇물림으로 연속 으로 바 어 간 것에 지

나지 않는다.20) 상태의 유니타리 변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엇물림 자체

20) 이는 다음과 같은 유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상자 안에 노란색 바둑알

과 연두색 바둑알과 빨간색 바둑알이 들어 있어서 나름 로 섞여 있는 것

이 상계의 상태인데, 여기에 상자 한 면을 열고 란색 바둑알이 들어 있

는 다른 상자를 붙인 뒤에, 원래의 상자와 새로운 상자를 합한 체 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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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에서는 불연속 인 것은 없다.

IIQM에서 측정 장치의 상태가     로 서술된다는 것은 

측정 장치가 실제로는   아니면 에 있지만 단지 측정자의 지식이 부

족해서 그에 한 확률이 각각 이나 가 된다는 말이 아닌 것처럼, 

상계의 상태도 그에 응하여 실제로는     아니면   에 있는데 측

정자의 지식이 부족한 것뿐이라는 해석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기 때문에 

IIQM은 엇물림만이 물리  실재가 되고 ‘엇물리는 것’은 물리  실재가 아

님을 주장한다. 여기에서 측정장치의 역할을 하는 부분계에서 거시 인 

별 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순 히 인류의 우연  역사에 

있다는 것이 머민의 생각이다. 인류의 생존을 해서 요구되는 ‘측정장치’

에는 인류의 평균  시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정도의 분해능만을 필요로 

했다는 것이다.

측정의 문제에 한 머민의 을 한마디로 말하면, “물리학이 비의식

의 세계를 다루는 도구이고, 양자역학에 유일한 심이 엇물림(동시확률의 

분포)이라면, 양자역학에서 ‘측정의 문제’는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이다.21) 

그 다고 ‘측정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측정과정에서 나타나

는 ‘지식’의 문제는 양자역학이 다룰 수 있거나 다루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

라, 의식과정  지식획득 는 인지 등과 같이 심리학이나 인지과학 같은 

역에서 다루어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측정의 문제’는 여 히 해결하

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지만, 물리학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없다. 더더욱 양자역학의 성격을 교육 으로든 철학 으로든 제 로 이해

하기 해서는 그러한 비물리학 인 문제를 물리학  문제와 철 하게 구

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IIQM의 주장이다.

섞어 주면, 체 으로 새로운 상태가 만들어진다. 상태를 ‘내  엇물림’으

로 환원했으므로, 새로운 상자나 원래의 상자는 당연히 순수상태에 있을 수 

없다. 체 인 상태는 순수상태일 수도 있고 비순수상태일 수도 있다. 
21) Mermin (1998), p.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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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IQM의 난점들: 의식, 객관적 확률, 상태 개념

안  해석으로서의 IIQM이 갖는 의미를 제 로 이해하기 해 SIQM

의 핵심 인 과 비교하여 검토하는 것이 유익하다. SIQM의 가장 

요한 기   하나는 서술주체 역과 상 역 사이의 명확한 경계선이다. 

SIQM은 모든 동역학  서술이 상서술로서의 상태서술뿐 아니라 메타서

술로서의 사건서술도 함께 다루고 있다는 에 주목한다. SIQM을 가장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은 메타동역학(meta-dynamics)의 이

다.22) 이에 따르면, 하나의 서술체계로서 동역학은 서술 상에 한 정보를 

얻기 해 두 가지 다른 서술을 필요로 한다. 상태서술은 동역학의 형식체

계 안에서 “무엇이 어떠하다.”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다. 상을 정의하는 

주어  요소인 ‘동역학  특성’은 가령 해 토니언으로 요약되는 ‘무엇’이

며, 이 상이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술어  요소인 ‘상태’는 양자역학에

서 힐버트 공간의 벡터나 상태연산자( 도행렬)로 기술된다. 사건서술은 실

험실  상황에서 어떤 물리량을 측정한다면 어떤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인

22) 1933년 폴란드의 논리학자 알 드 타르스키는 논리학의 근본 인 문제  

 하나 던 거짓말쟁이의 역설을 해결하기 해 “형식언어의 진리개

념”(Der Wahrheitsbegriff in den formalisierten Sprachen)에서 상언어

와 메타언어를 구별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가 형식화된 연역  과학의 언

어를 탐구할 때 그것에 해 말하는 언어와 그것 안에서 말하는 언어를 항

상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탐구의 상이 되는 과학과 탐구가 

그 안에서 수행되는 과학을 구별해야 한다. 자의 언어의 표 들과 그 사

이의 계들은 후자의 언어에 속하며 메타언어라 부른다. 이러한 표 들의 

서술, 복잡한 개념들의 정의, 특히 연역  이론을 구성하는 것에 연 된 개

념들의 정의, 이 개념들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 등은 우리가 메타이론이라

고 부르는 두 번째 이론의 과제이다.” 메타언어는 상언어로 이루어진 언

명들을 서술하는 한 단계 의 언어이다. 장회익 (1990/2012)은 과학이론에 

한 메타  서술로서 메타과학을 제안했다. 과학이론의 여러 담론들이 

상언어로 기술된다면, 메타과학은 그 과학 자체에 한 메타언어로 기술된 

담론이다. 메타과학이 과학에 한 담론인 것과 마찬가지로 메타동역학은 

동역학에 한 담론을 가리키며, 메타과학의 하부분야이다. 더 상세한 것은 

김재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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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한 상세한 서술이다. 사건서술에 한 이론으로서의 ‘측정의 이론’

은 동역학이론에서 본질 인 요소  하나가 되지만, 이를 동역학  서술

로 환원할 수 없다. 양자역학에서 나타나는 ‘측정의 문제’란 사건서술의 문

제를 상태서술로 환원하려는 시도에서 비롯한 의사문제이다. SIQM은 상

태서술과 사건서술을 명료하게 구분함으로써 양자역학의 해석과 련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 2 에서 말한 IIQM의 ‘희

망사항’들을 SIQM와 비교하여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23) 

첫째, 객  실재와 측자의 지식 사이의 경계선이 불분명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는 SIQM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바이다. 머민의 은 고

인 실재 념, 즉 서술주체와 무 하게 스스로 그러한 실재 세계의 념을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를 단순히 상 역과 서술주체

역 사이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한다는 요구로 이해할 수 있다. 

SIQM에서도 CIQM과 달리 서술 상과 서술주체의 역은 선명하게 구별

해야 함을 주장한다.

둘째, 동역학 이론의 상태서술은 교량규칙이나 해석규칙과 무 하게 이

루어져야 한다는 머민의 요건은 SIQM과 통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동

역학, 즉 동역학에 한 메타이론으로서의 메타동역학에서는 ‘측정의 이론’ 

는 ‘해석규칙 는 교량규칙’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한다. 좁은 의미의 동

역학은 ‘측정의 이론’과 무 하게 정식화되어야 하지만, 그 다고 해서 메

타동역학  측면에서 ‘해석규칙’까지도 폐기해야 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그런 에서 이 희망사항에 해서는 SIQM과 IIQM의 입장이 

다르다. 

셋째, 머민은 양자역학의 확률  특성은 세계 자체가 그 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제 로 된 동역학은 개별계를 기술하는 데에도 

23) IIQM을 SIQM과 명료하게 비교하기 해서는 IIQM과 무 하게 SIQM의 

주요 주장들을 정리하고 이를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의 주된 목 은 IIQM을 SIQM과 비교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IIQM의 주장을 비 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양자역학에 한 안  

해석에 한 함축을 끌어내는 데 있다. 그런 에서 여기에서의 비교는 

IIQM에서 제안된 희망사항들이 SIQM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강조

이 있다. 더 본격 인 비교분석은 이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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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 자체가 그 게 되어 있다”는 표 에서는 

양자역학이 기술하는 세계가 애 부터 ‘비결정론 인 세계’인 양 간주하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으며, 객  확률을 말하는 사람들 에도 일부에서는 

이런 태도를 엿볼 수 있다. SIQM에 따르면, 상태는 “특정한 해석규칙에 

근거하여 문제의 성질에 한 측정결과로 특정한 측정값을 산출할 확률분

포를 제공함으로써, 물리 상에 한 경험  측을 가능  하는 일종의 

수학언어”24)이며, 이 “상태가 함축하는 확률  분포는 상계가 소유한 값

들에 한 분포가 아니라, 측정장치상에 지시 의 형태로 나타난 결과로

서의 측정값들에 한 분포”25)이다. SIQM의 에서 볼 때, ‘객  확

률’이라는 표 은 보른의 해석규칙이 제공하는 확률분포를 상계가 소유

한 물리량의 값들의 분포로 이해하는 통 인 념의 꺼기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더 면 하게 보면, 머민의 요구사항은 단지 앙상블 해석이 필연

이지 않으며, 오히려 단 하나의 개별계에 해서도 확률분포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SIQM의 규약 -조작  념과 배치되지 않

는다. 

넷째, 고 인 역 같은 것을 상정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는 희망사항

은 측정과 련된 부분에서 양자역학의 형식체계 이외의 것을 도입하고 싶

지 않기 때문에 제안된 것이다. SIQM에서 볼 때, 기존의 해석들  양자

역학의 형식체계 이외의 것을 도입하는 여러 근들은 모두 사건서술에 해

당하는 부분을 상태서술과 혼동하고 있다. 양자역학  서술에서 사건서술

이 형식체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방식을 도입해야 하

는 것이다. 폰노이만- 러의 린스턴 해석에서 측정의 과정을 확률보존  

시간 개와 구별하여 별개의 시간 개로 상정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

다. IIQM에서 엇물림이 더 근본 임을 강조하면서 그 별도의 방식을 완

히 없애려 한 것은 사건서술조차 상태서술의 틀 안에서 하기 해 사건서

술을 송두리째 제거하려는 것이며, 이는 벼룩 잡자고 가삼간 태우는 것

이다. 

다섯째, 양자역학을 통하여 물리  실재를 완 히 기술할 수 있으며, 아

24) 이 원 (1997) 112쪽.
25) 이 원 (1997)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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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슈타인의 국소성도 성립한다고 가정한 뒤에, 이것이 물리  실재로 여길 

수 있는 것에 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살펴보자는 머민의 생각은 SIQM과 

같은 이다. 

여섯째, 머민은 양자역학의 해석은 객  확률의 해석에 기 를 두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양자역학의 해석 문제에 한 SIQM의 다음과 

같은 과는 차이가 있는 입장이다. 즉, 동역학으로서의 양자역학이 가지

고 있는 비라 라스  서술양식이 의미하는 것은 상태서술과 사건서술 사

이의 교량규칙이 규약 이라는 이다. 우리는 객  확률의 논의를 메타

동역학의 에서 본 상태서술과 사건서술 사이의 연 구조의 논의로 간

주할 수 있을 것이다. 

IIQM은 양자역학의 형식  체계에서 가장 근본 인 개념이 엇물림, 즉 

부분계의 동시확률의 분포임을 받아들이면 측정의 문제와 같은 해석상의 

난 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원론 으로 볼 때 성공 인 것

처럼 보인다. 특히 IIQM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해석에 한 여섯 가지 

희망사항을 잘 충족시키고 있으며, 그 희망사항  요한 일부에 공감하

는 SIQM의 입장에서 볼 때 IIQM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IIQM

은 몇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의식의 문제, 객  확률의 

개념 설정 문제, 상태 개념의 필요성 문제이다. 이제 이러한 어려움들 에

서 앞의 두 문제를 간단히 살펴본 뒤에, 상태 개념의 필요성 문제에 집

하여 논의를 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해 SIQM이 어떻게 도움을  수 

있을지 살펴보자. 

(4.1) 의식의 문제

IIQM에서는 불가피하게 의식의 문제가 등장한다. 이것은 어떤 에서 

물리 인 것과 의식 인 것의 이원론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Birman (2009)는 IIQM이 해결해야 할 쟁 으로서 심신이원론의 문제를 

들고 있으며, Barrett (2009)도 IIQM이 심신이원론을 극 으로 정하

는 것은 아니라 해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진단한다. 즉, “IIQM은 명

시 으로 세계에 한 이원론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IIQM이 물

리  세계의 인과  닫힘을 존 한다는 에서 이 이원론은 온건한 이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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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어도 원론 으로는 뇌도 양자역학으로 서술될 수 있다.”26) 

이에 한 머민의 답은 ‘실재’의 개념과 ‘물리  실재’의 개념을 분리하

고 ‘엇물리는 것’이 물리  실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측정을 통해 

물리  실재로서 ‘엇물림’은 확정할 수 있지만, 정확히 무엇이 엇물리는 것

인지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메타동역학의 에서 볼 때 IIQM에서 나타나는 의식의 문제

가 반드시 심신이원론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측정의 문제를 해명하기 

해 양자역학이 다룰 수 없거나 다룰 필요가 없는 의식의 문제를 별도의 

난제로 제쳐 두는 것이 곧 의식이라는 범주를 존재론 으로 반드시 정해

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IIQM에서도 의식을 양자역학  엇물림을 

이용하여 해명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발 된 근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요해질 수도 있다.

오히려 더 요한 것은 IIQM에서 나타나는 의식의 문제 는 심신이원

론의 문제가 측정에 한 해명에서 일차 이지 않다는 이다. IIQM은 측

정의 문제가 단지 물리  상호작용의 문제가 아니라는 을 역설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실질 으로 측정의 문제를 의식의 

문제로 환치하고 있으며, 그 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심신이원론에 한 존

재론  가정이라는 부담을 안게 된다. 그러나 상계와 측정 장치라는 계 

사이의 동시확률의 분포가 명료하게 정해진다는 에서 물리  상호작용에 

한 서술은 일단 완결된다. 이로부터 어떤 종류의 지식 내지 정보를 얻는 

것은 물리학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메타동역학 인 문제이다. 메타동역

학의 에서 볼 때, 지식 내지 정보를 얻는 서술주체는 단지 ‘정보를 모

으고 사용하는 체계’(information gathering and utilizing system, 

IGUS)이다. 모든 동역학에서는 이러한 서술주체가 암묵 이나마 반드시 

상정되어야 하지만, 상 역에 하여 항상 수동 이며, 정보의 흐름은 일

방 이다. 따라서 서술주체를 상정한다는 것만 가지고 이 상황에서 심신이

원론을 반드시 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IIQM이 의식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은 양자역학의 해석이 물리학의 형식이론 체계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메타동역학  과제임을 잘 보여 다.27) 

26) Birman (2009),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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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객관적 확률의 문제

IIQM에서는 ‘동시확률의 분포’라는 개념이 가장 요하다. 그러나 막상 

머민은 ‘확률’이라는 문제를 구체 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머민이 확률에 

해 말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뿐이다.

(1) 확률이라는 개념은 지식의 결함이 아니라 개별계의 객  성질이다.

(2) 엇물림은 동시확률의 분포이다.

(3) 조건부 확률은 물리  실재가 아니다.

(4) 지식의 문제는 확률의 문제와 연 되어 있다.

머민은 “양자역학의 해석의 문제”를 개별계에 한 원 인 ‘객  확

률’의 개념을 기 로 하여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머민에 따르면, 이 객

 확률이 도 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열쇠는 양자역학이다. 고 물리

학에서 나타나는 확률의 개념은 고려하고 있는 상계에 하여 그 상세한 

27) 측정의 문제를 물리학 이론의 틀 안에서 해결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있으며 

상당한 성과가 있지만, 그것은 여기에서 고려할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IIQM에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의식의 문제 는 심신이원

론에 한 부담을 통해, 측정의 문제가 동역학의 형식체계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메타동역학의 문제임을 주장하는 SIQM이 논리 으로 그럴듯함을 

알 수 있다는 이다. 한 이 목에서 IIQM과 SIQM이 다른 근임이 

분명해진다. IIQM에서는 물리  상호작용으로서의 측정을 인정하는 신 

상태연산자의 무지해석을 부정하고 엇물리는 것의 물리  실재성을 부정함

으로써 소  ‘측정의 문제’가 진정한 문제가 아님을 주장한다. 그 기 때문

에 IIQM에서는 의식의 문제가 별개의 문제로 제기되며, 심신이원론의 부담

을 떠안게 된다. 이와 달리 SIQM에서는 측정의 문제가 메타동역학의 문제

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IIQM에서의 의식의 문제나 심신이원론 문제를 

다른 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식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IIQM의 근을 메타동역학의 에서 보는 것이 유용하다는 을 

강조하기 함일 뿐이다. 양자역학의 해석 문제와 심신문제는 일단은 분리

시켜 논의하고, 이 두 문제의 연 과 본격 인 의식의 문제는 이 의 범

를 벗어나므로, 별도의 더 체계 이고 포 인 근을 통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을 지 해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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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변화를 우리가 아는 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확률, 다시 

말하자면 서술주체의 무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주  확률’이며, 콜모고로

가 정식화한 표 인 확률이론은 이 주  확률의 이론이다. 그러나 

양자역학이 제기하는 확률  성격은 양자역학으로부터 알 수 있는 실제 세

계에 이미 확률  특성이 내재해 있다는 객  확률이다. 주  확률이 

‘실증주의자들의 확률’이라면, 객  확률은 ‘실재론자들의 확률’이다.28) 

IIQM의 주된 주장  하나는, 만일 주  확률 신에 객  확률을 

인정한다면, CIQM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들이 해결된다

는 것이다. 이것은 엄 하게 말하자면 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떠

넘기기가 된다. 즉 문제의 근원이 양자역학에 있는 게 아니라 객  확률

의 의미와 해석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머민이 말하는 것처럼, 양자역학

의 성격을 이해하는 문제를 그보다는 훨씬 어려운 문제인 개별계의 객  

확률의 의미라는 문제나 서술주체의 성격을 이해하는 문제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이는 특히 양자역학의 교육이나 양자역학 자체에 

한 개념  이해의 측면에서 진일보이다.

이에 한 주된 비 은 이러한 주장이 자칫 순환논증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양자역학의 해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모두 객  확

률의 개념으로 떠넘긴 뒤에, 다시 객  확률의 개념에 해 말해 주는 

것은 양자역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29) 그러나 이는 

피상 인 근이다. 객  확률은 주체의 지식의 정도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 역학이 아니라 양자역학에서의 논의를 참조해야만 하지

만, 양자역학이 직  객  확률이 개념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고, 단지 양

자역학과 충돌하지 않도록 확률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30) 이는 확률 수, 

확률 해석학, 확률측도이론 등의 세부 인 근을 통해 범 하게 논의되

28) 더 상세한 논의는 Jauch (1976), Strauss (1979), Hall (1989) 등 참조.
29) Birman (2009), pp.15-17.
30) 양자역학에서 출발하여 확률개념을 확장하려는 시도는 그 (Wigner, 

1932)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는 Jauch (1968), Varadarajan (1962; 

1968/1970), Davies & Lewis (1970), Bub (1974), Davies (1976), 

Beltrametti & Cassinelli (1981), Busch, Grabowski & Lahti (1995), 

Stulpe (1997) 등에서 계속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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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으며, 내포에는 차이가 있지만 개 ‘양자확률’이라는 이름으로 다루

어졌다. 가령, 란다우(Landau, 1996)는 양자확률의 문제를 비가환 수의 

에서 이해하고자 하며, 홀(Hall, 1989)은 동시확률의 개념을 통해 양자

확률에 한 안  이해를 제시했다. 양자논리학에서는 확률측도의 문제

가 “명제-상태 체계”(proposition-state system)의 틀에서 논의되고 있다. 

휴즈(Hughes, 1989)는 조건부 확률의 개념을 확장시켜 일반화된 확률함수

(generalized probability function)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양자확률론을 

제시하고 있다. 루고베츠키(Prugove ki, 1977)는 정보이론에 토 를 두

고 양자확률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그런데 ‘확률’의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수학  이론이 다룰 문제가 아

니라 동역학  서술로부터 정보와 지식을 얻어내는 과정으로서의 메타동역

학  문제이다. 머민은 측정을 통해 측정자 는 서술주체가 상에 한 

정보를 획득하는 순간부터의 모든 것에 하여 양자역학이 말해야 하는 의

무가 없음을 주장하지만, 실질 으로는 ‘측정과정’에서 일어나는 메타동역

학  문제에 해서는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머민의 

은 이제까지 양자역학을 동역학 으로만 이해하고 그 메타동역학  층 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린 셈이지만, 다음 단계에서 구체

인 메타동역학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곧 양자역학의 논의와 충돌하지 

않는 소  양자확률의 이론을 구축하는 것에 해당한다. SIQM의 에서 

확률이론은 상 역과 서술주체 역 사이의 연 을 맺어주는 방식이다.

(4.3) 동역학 구조 속의 상태 개념

머민의 논의에서 더 심각한 난 은 IIQM의 양자역학이 동역학이론으로

서의 양자역학이 아니라는 이다. 엇물림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

가라는 문제에 해 IIQM이 말해 주는 것이 없다. 양자역학이라는 동역학

이 갖는 가장 요한 역할을 재의 상태로부터 미래의 상태를 일의 으로 

산출하고, 이 상태서술로부터 가능한 사건서술의 확률분포를 측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양자역학의 수학  형식이론에서 상태를 힐버트 공간의 벡터로 서술하

든지 아니면 상태연산자로 서술하든지 가장 요한 은 상태의 시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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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20년  후반에 슈뢰딩거의 동역학이 

크게 환 받은 이유는 보어-조머펠트의 고 양자론은 물론 보른- 울리-

요르단-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시간  추이의 

서술을 한 기본 틀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라 라스는 확률의 철학

 논의에서 동역학의 인식론  함의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우주의 재 상태가 그 이  상태의 결과인 한편 그 미래 

상태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지성  존재가 있어서, 자연

을 움직이게 하는 모든 힘과 자연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요소의 치를 

알 수 있다고 하자. 이 지성 인 존재가 한 그러한 데이터를 분석해

낼 만큼 충분히 엄청난 지성을 지니고 있다면, 그는 우주의 가장 거

한 천체로부터 가장 보잘것없는 원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운동을 

하나의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모호한 것은 아무 것도 남지 

않게 되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도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될 것

이다.”(강조는 인용자)31)

즉 세계에 한 인식과 측의 능력에서 동역학의 가장 요한 도구는 

바로 상태라는 개념이다. 라 라스가 말하는 지성  존재가 풀어내는 하나

의 수식이란 다름 아니라 동역학의 방정식이며, 이는 곧 상태를 시간의 함

수로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이를 엇물림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자. 

먼  우주의 재 엇물림이 그 이  엇물림의 결과인 한편 그 미래 엇물림

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동역학을 사용하는 어떤 지성  존재가 

풀어내는 방정식이 엇물림을 시간의 함수로 산출할 수 있게 해 까? 

앞에서 살펴본 의식과 확률이 IIQM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시된다

면, SIQM은 사건서술과 상태서술의 구분을 통해 이 문제를 실질 으로 

해결하고 있다. 의식은 동역학  문제가 아니라 메타동역학  문제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심신이원론을 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확률이라는 문제

31) Laplace (1840), p.4. 첫 문장의 랑스어 원문은 “Nous pouvons 

considérer l’état actuel de l’univers comme l’effet de son passé et la 

cause de son futur.” 는 다른 본에서 “Nous devons donc envisager 

l’état présent de l’univers comme l’effet de son état antérieur et 

comme la cause de celui qui va suivr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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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양자역학이라는 동역학의 형식  체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

니다. 결국 IIQM에서 나타나는 의식과 확률의 문제는 이것이 동역학  상

태서술의 상이 아니라 메타동역학  사건서술의 상이라는 을 명료하

게 드러내 다. 

IIQM은 의식과 확률의 문제를 물리학에서 해결할 필요가 없는 상 의 

문제로 구별했지만, 명시 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미래의 어떤 논

의에 의하여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SIQM은 명시 으로 의식과 확률의 문제가 상태서술과 사건서술의 구분을 

통해 어떻게 해결되는지 말해 주고 있다.

IIQM이 상태라는 개념을 잉여 인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엇물림의 개념

으로 치하고자 한 것은 상태서술을 제거하고 이를 모두 사건서술로 바꾸

려는 것이다. 상태 개념은 단순히 모든 가능한 엇물림들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다. 상태서술은 가능한 사건들의 확률분포와 무 하게 수학 으로 처음 

상태와 나  상태를 일의 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계 설정이며, 라 라스의 

지성  존재가 할 수 있는 최 한의 서술이다. 이러한 상태서술로부터 사건

서술을 가능하게 해 주는 해석규칙  하나는 산출된 상태로부터 가능한 

사건들의 확률분포를 얻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역학의 형식  체계에서 상

태 개념을 제거한 채로 엇물림만을 남겨놓는다면 상태의 변화에 해서는 

아무 것도 말할 수 없게 된다. 엇물림들로부터 상태를 역추산할 수 있다 해

도 이는 동역학 으로 상태의 변화를 추 하기 한 경계조건을 정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의식과 확률의 문제가 메타동역학  사건서술의 문제라면, 동역학  상

태서술은 먼  상태로부터 나  상태를 일의 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동역학

의 고유한 내용이다. 따라서 상태라는 개념을 송두리째 엇물림으로 치하

려는 것은 사건서술만으로 상태서술을 신 할 수 있으리라는 잘못된 믿음

에서 비롯된 것이다. 양자역학이라는 동역학의 서술에서 상태서술이 담당하

는 역할과 사건서술이 담당하는 역할을 명료하게 구별한다면, 엇물림은 사

건서술의  다른 방식이며 실질 으로 상태서술을 치할 수 없다는 이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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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이제까지 우리는 IIQM의 희망사항들과 핵심 인 주장들을 검토하고, 그 

기반이 되는 SSC 정리를 살펴본 뒤에, IIQM에서 나타나는 의식의 문제, 

객  확률의 개념 설정 문제, 상태 개념의 필요성 문제를 논의했다. 

IIQM에서는 상태 개념을 힐버트 공간의 벡터 신 상태연산자로 확장

해야 함을 주장하고, 상태연산자가 부분계에 국한하여 정의된 물리량들의 

동시확률 분포, 즉 엇물림으로부터 일의 으로 결정된다는 (SSC 정리)

을 이용하여, 결국 상태 개념 신 엇물림이 더 근본 임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앞에서 논의한 여섯 가지의 희망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IIQM에서 나타나는 의식과 확률에 한 

문제는 다름 아니라 양자역학에서 동역학  상태서술과 메타동역학  사건

서술을 구분해야 한다는 을 부각시킨 것이며, 동역학으로서의 양자역학

에서는 그것이 상태연산자가 되었든 힐버트 공간의 벡터가 되었든 상태에 

한 서술을 생략할 수 없다. IIQM이 엇물림이 상태서술을 신할 수 있

다고 말하는 것은 동역학에서 상태서술의 역할과 사건서술의 역할을 혼동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IIQM은 CIQM에 한 안으로 주목할 만한 주장들을 내 놓긴 

했지만, 가장 요한 해석의 측면들을 의식과 객  확률에 한 논의에 

떠넘긴 것으로 보이며, 특히 측과 설명에 련된 동역학의 통 인 역

할에 한 기 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SIQM은 이러한 난 을 벗어

나게 해 주는 의미 있는 근이며, 실질 으로 IIQM에서 제시되는 안 

해석의 희망사항들을 잘 만족하고 있다. 

이후의 논의에서는 IIQM에서의 의식의 문제와 확률의 문제를 더 체계

으로 상세하게 살펴보고, 한 IIQM을 통해 새로운 각도에서 고찰되는 

비국소성과 실재성의 문제를 SIQM의 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며, 이를 

통해 미래의 한 안  해석의 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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