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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D PERSON PROBLEM RELATIONIST APPROACHINTRO BUNDLE THEORETIC APPROACH

Relational Quantum Mechanics (R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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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논제 
모든 물리계의 상태는 다른 물리계에 상대적으로만 기술될 수 있다. 
(Rovelli 1996) 

• 다른 해석과의 관계 

• 에버렛 해석 (The Many world interpretation) 

• 양자역학에 대한 정보이론적 해석 (Qubism) 

• ‘RQM is essentially a “refinement” of the textbook 
Copenhagen interpretation.’ (Laudisa & Rovelli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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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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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QM에 가장 적합한 존재론은 무엇인가? 

• 관계적 존재론: 모든 물리적 존재자는 관계이거나 관계에 기반한다. (Ontic structuralism) 

• 핵심 논거: 관계적 존재론을 수용하면, RQM 내에서도 일관되고 상대적이지 않은 물리세계
에 대한 기술이 가능하다. 

• 관계적 존재론이 관계론적 양자역학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은 다소 사소한 주장 아닌가? 

• RQM을 위한 관계적 존재론이 구체적 형태로 제시된 적이 없다.  

• RQM의 존재론은 상대주의적으로만 이해될 수 있으며 관계주의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주
장이 제기되었다. (Ruyant 2018) 

• 관계적 존재론의 경쟁 이론 중 하나인 속성-다발 이론이 RQM을 위한 존재론으로서 제기되
었다. (Oldofredi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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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penhagen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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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의 물리계 S의 상태(pure state)는 힐버트 공간 ℋ상의 벡터 |𝚿⟩S에 
의해 표상된다. |𝚿⟩S = ⍺1|ψ1⟩ + ⍺2|ψ2⟩ + … + ⍺n|ψn⟩ 이고, 각 |ψi⟩ 는 

ℋ상의 연산자 M의 eigenvector라고 가정한다. (∑⍺i = 1) 

• S의 상태는 다음 두 규칙에 따라 진화한다: 

• (규칙 1) S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𝚿⟩S 는 슈뢰딩거 방정식 (H|𝚿⟩ = 𝑖ℏ∂|𝚿⟩/∂t)에 따라 진화한다. 

• (규칙 2) S에 대한 M의 측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𝚿⟩S 는 |⍺i|2 의 확률로 |ψi⟩로 ‘붕괴(collapse)’ 된다. (본(Born)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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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ird Person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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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Alice

S

• (규칙 1)과 (규칙 2)가 충돌할 때엔 어떻게 하는가? 

• Alice 는 연구실 안에서 전자(S)의 x축 스핀 상태를 측정하고 기술한다.  

• Bob은 연구실 밖에서 Alice와 S의 상태를 측정 없이 기술한다. 

5

# INTRO THIRD PERSON PROBLEM BUNDLE THEORETIC APPROACH RELATIONIST APPROACH

Alice’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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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t1 에 S가 다음의 상태로 준비되어있다고 해보자.  

• |𝚿⟩S(t1) = a|0⟩ + b|1⟩  

• |0⟩ 과 |1⟩은 x-spin observable 𝛔x 의 두 eigenstate들이다. 

• |a|2 + |b|2 = 1 을 만족한다.  

• 시점 t2에 Alice 는 S를 𝛔x에 대해 측정하고, (규칙 2)와 일관되게 S가 
|1⟩ 의 상태에 있음을 확인한다. (|1⟩ 로 ‘무너짐’.) 

• |𝚿⟩S(t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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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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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b은 S와 Alice의  
초기상태, |Alice⟩(t1)를 알고 있다.  

• |𝚿⟩S+Alice(t1) = |𝚿⟩S(t1) ⊗ |Alice⟩(t1)  

= (a|0⟩ + b|1⟩) ⊗ |Alice⟩(t1)  

• 하지만 Bob은 t1 과 t2 사이에 Alice나 S를 측정하지는 않는다.   
그 결과 (규칙 1)에 따라 t2 에서의 S+Alice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𝚿⟩S+Alice(t2) = a|0⟩ ⊗ |Alice, 0⟩ + b|1⟩ ⊗ |Alice, 1⟩ 

• |Alice, i⟩ = Alice(의 측정기계)가 S의 상태를 |i⟩라고 기록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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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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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b은 t2 에서의 S의 상태를 기술하기 위해 |𝚿⟩S+Alice(t2) 에서 
Alice의 상태를 trace out하여 다음을 얻을 수 있다. 

• |𝚿⟩S(t2)= TrAlice(|𝚿⟩S+Alice(t2)) 
=|a|2|0⟩⟨0| + |b|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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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Tales of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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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ce에 따르면, t2 에서 S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 |𝚿⟩S(t2) = |1⟩                                         (1) 

• Bob에 따르면, t2 에서 S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 |𝚿⟩S(t2) = |a|2|0⟩⟨0| + |b|2|1⟩⟨1|       (2) 

• 누구 말이 맞는가?  

• RQM의 대답: Alice에 상대적으로는 (1), Bob에 상대적으로는 (2). 

• 일반화: 물리계의 양자역학적 상태는 관찰자 상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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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le Ontologies for R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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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존재론적 질문 

• What is there? 

• What grounds what?  

• 물리적(구체적) 대상들에 대한 존재론 

• 기체론 (Substratum Theory) 

• Universals + Bare particulars (Bare substrata) 

• 다발 이론 (Bundle Theory) 

• Universals or Tropes 

• 관계주의 (Ontic Structuralism, Priority Relationism) 

• Relations or Relation-tropes

10



# INTRO THIRD PERSON PROBLEM BUNDLE THEORETIC APPROACH RELATIONIST APPROACH

Oldofredi’s Bundle Theoretic Approach to R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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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QM에서 물리계는 속성(보편자)들의 부분전체론적 다발로 이해되어야 한
다: (i) 특정 종류의 입자들을 규정하는 내재적 속성들은 변하지 않는 값을 갖
는다. (ii) 외재적 속성들은 관찰자에 상대적으로만 명확한 값을 갖는다. (iii) 양
자역학의 문맥의존성(conextuality) 때문에, 한 물리계의 모든 관측가능량들
이 동시에 명확한 값을 갖지는 못한다.” (Oldofredi 2021: 18) 

• “… 주어진 물리계의 속성들이 모두 [동시에] 명확한 값을 갖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한 입자는 동시에 잘 정의된 위치와 운동량 값을 갖지는 못할 것이다. 그
러나 대상들은 ‘having position’ 과 ‘having momentum’ 이라는 속성들을 
지닐 수 있다.” (Oldofredi 2021: 15)

<X, x> <Y, y>

<Z, z>

<A, a>

<B, b> <C, c>

<X, ?> <Y, y>

<Z, z>

<A, a>

<B, b>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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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for Oldofredi’s Bundle Theory

12

• 과학적 문제 
한 물리계 S는 어떤 Hermitian operator M의 eigenstate에 
있을 때, 그리고 오직 그 때에만 M과 관련된 속성을 지닌다. 
(The Eigenvalue-Eigenstate link) 

• 철학적 문제 
having position 과 having position x 의 관계는 색깔-빨강
의 관계와 유사하다. (Determinable-determinate 관계) 후
자를 지니지 않으면서 전자를 지닐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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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ist Approach to R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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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주의 (Ontic Structuralism; Priority Relationism) 
관계(또는 관계적 사실, relation-tropes)가 가장 근본적 존재
론적 카테고리이며, 다른 모든 존재자들은 관계에 존재론적으
로 의존한다.  

• 관계주의를 수용하면 RQM 내에서도 관찰자 의존적이지 않은 
물리세계 기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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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 Facts and Relational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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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관찰자 의존적 
개별적 사실

 [B, vB, t][A, vA, t]

관찰자 독립적 
관계적 사실

[(A, B), vAB, t] 

[S, |1⟩, t2] [Alice, |Alice, 1⟩, t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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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al Facts in R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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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와 Alice 사이의 관계적 사실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 S+Alice의 물리적 상태에 의해.  

• According to S or Alice: 

• |𝚿⟩S+Alice(t2) = |1⟩ ⊗ |Alice, 1⟩                                            (3) 

• According to Bob: 

• |𝚿⟩S+Alice(t2) = a|0⟩ ⊗ |Alice, 0⟩ + b|1⟩ ⊗ |Alice, 1⟩        (4) 

• RQM 내에서 물리세계에 대한 일관된 관찰자 독립적인 기술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 

• “…모든 것 (아마도 개별자에 관련된 것)은 특정한 시점에서만 평가되어야 한다. 우리는 
서로 다른 관찰자들의 관점을 하나의 그림 안에 통합하려고 시도해서는 안된다.” 
(Ruyan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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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Relations between S and A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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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x, y) iff |𝚿⟩x+y(t2) = |1⟩x ⊗ |Alice, 1⟩y relative to x and y 

• R(x,y,z) iff |𝚿⟩x+y(t2) = a|0⟩x ⊗ |Alice, 0⟩y + b|1⟩x ⊗ |Alice, 

1⟩y relative to z 

• Q는 2항 관계, R은 3항관계이다. S와 Alice가 Q를 만족하
면서 동시에 (Bob과 함께) R을 만족한다고 말하는 것에는 
어떠한 모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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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bist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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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Cubist Representation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 RQM-complete 

• Consistent  

• Observer-independent

•
(External to S and Alice)

Bob

AliceS
(Internal to S and Alice)

R

Q

• 관계적 사실들을 중심으로 물리계를 기술하면 RQM에서도 물리세계에 대한 일관된 관찰자 독립적 기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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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bist Representation of E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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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x,y,z) iff |𝚿⟩x+y(t) = 1/√2(|0⟩x ⊗ |0⟩y  + |1⟩y ⊗ |1⟩x) relative to z 

• Entanglement가 항상 제 3의 관찰자를 필요로 하는가?  
그렇지 않다.  

• P*(x,y) iff |𝚿⟩x+y(t) = 1/√2(|0⟩x ⊗ |0⟩y  + |1⟩y ⊗ |1⟩x) relative to x, y 

• EPR 케이스의 특징: EPR 입자들은 자신들에 상대적으로도 entangled 되어있다.

•
Charlie

ba

P

P*(Internal to a and b)

(External to a an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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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bist Relationism

19

• [P(x,y,z)], [R(S,Alice)] 등과 같은 양자역학적 관계적 사실들
이 가장 근본적 물리적 존재자들이다. 이 관계적 사실들은 물리
계나 그것들의 상태에 존재론적으로 선행한다. 

• 이 관계적 사실들은 관계-트롭(relation-trope) 으로 간주될 
수 있다.  

• Cubist Relationism 
모든 물리적 존재자는 관찰자 독립적인 관계-트롭이거나 관찰
자 독립적인 관계-트롭(들)에 전적으로 기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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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ons to Cubist Relatio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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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ion-trope들은 물리계와 상태들에 의해 정의되었다. 

• E.g., Q(x, y) iff |0⟩x ⊗ |Alice, 0⟩y relative to x and y 

그렇다면 물리계와 상태들이 relation-trope들보다 더 근본적
인 것 아닌가?  

• c.f. ∆S2 = -∆t2 + ∆x12 + ∆x22 + ∆x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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