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앙작 엮팍억| 대맏 야인슈타인과 보억의 논쟁 

깅성환 

(대진대 철학과) 

이 글은 양자 역학에 대한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논쟁올 EPRJ l 논 

문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점올 

밝힌다. 첫째， 새 양자론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반대 노선은 하이젠베 

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관한 논문을 받기 전에 그가 여러 물리학자 

와 주고받은 편지 속에 이미 들어 있다. 툴째， 제5회 솔베이 대회에서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논쟁은 아인슈타인의 불만이 불확정성 원려 자 

체보다 이를 포함한 새 양자론의 완전성을 겨냥한다는 것올 보여준다. 

셋째， 제6회 솔베이 대회에서 아인슈타인은 불확정성 원리의 한계를 

겨냥해 광자 상자 사고 실험을 제시하지만 보어의 반딱올 받고 그 후 

로 불확정성 원리 자체에는 의문을 표시하지 않는다. 넷째， 아인슈타 

인， 포돌스키， 로센용 공동 논문에서 상태 합수가 제공하는 양자 역학 

적 기술이 불완전하다고 논중한다. 다섯째 보어는 EPR 논문에 대해 

대상과 측정 장치의 조절 불가능한 상호 작용올 강조하면서 EPR 실 

험에서 둘째 계가 고유의 분리된 실재성을 가진다는 것을 거부한다. 

여섯째， 아인슈타인 자신은 언어 문제 때문에 포톨스키가 쓴 EPR 논 

문에 대해 분리가능성 원리라는 핵심이 질식되었다고 반용한다. 그렇 

다면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논쟁은 아인슈타인이 양자론의 완전성을 

거부함으로써 분리가능성 원리를 방어하는 반면， 보어는 분리가능성 

원리를 거부함으로써 양자론의 완전성을 방어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1 ) 아인슈타인(A. Einstein), 포륜스키(B. Podolsky). 로챈(N. Rosen)의 공동 논문， 
”물려적 설재의 양자 억한직 기술온 완전한 것으로 산주펀 수 있는가?(Can 
Quantum-Mech때ical Description of Physical Rcality Bc Considered Complete?)" 
블 가려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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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PR 논문 이전 시기에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논쟁(1927-1930) 

1.1. 새 양자론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반응 

20세기 물리학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의 완성으로 뉴턴(1. 

Newton) 이래 유지된 고전 물리학에 변혁을 일으킨다 상대성 이론 

은 아인슈타인(A. Einstein )이 거의 혼자 완성했지만 양자 역학은 

플랑크(M. Planck), 보어(N. Bohr) , 하이젠베르크(W. 하이젠베르크)， 

슈뢰딩거(E. Schröclinger) 등 유명한 여러 물리학자의 업적에 힘입 

어 완성되었다. 1925년 여름 하이젠베르크는 이미 양자론으로 가는 

행렬 역학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1926년 말 슈뢰딩거는 양자론으로 

가는 파동 역학 루트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1926년 초에 

아인슈타인은 하이젠베르크， 슈뢰딩거와 그들의 양자 현상 연구에 관 

해 펀지를 주고받았으며2) 1926년 봄과 같은 해 8월에 각각 베를린 

을 방문한 하이젠베르크와 슈뢰딩거를 직접 만나 보았다. 

아인슈타인은 이 펀지 교환과 만남에서 받은 인상을 정리하여 새 

양자론에 대한 반대 반응을 보였다. 아인슈타인은 1926년 3월 13일 

로렌츠(H. Lorentz)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기가 하이젠베르크-보른 

이론을 연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자기 본능은 여전히 그 

들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에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인슈타 

인은 1927년 1월 에렌페스트(P. Ehrenfest)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기 

마음은 슈뢰딩거 류에 통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3>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아인슈타인에 대한 한 가지 소문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점이 있다 그 소문은 양자론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불만이 

주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인 

슈타인은 1927년 4월에 가서야 하이젠베르크에게서 불확정성 원리에 

관한 논문의 사본을 받았다 4) 그리고 위의 편지 교환은 모두 이 시 

2) Fine, A.(1986), p. 26. 
3) Fine, A.(1986), p. 2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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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전에 이루애진 것이고， 이 면지들 속에는 이미 새 양자론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비판 노선이 제시되어 있다.5)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헛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 소문은 어떻게 생 

겨났을까? 이 소문은 주로 보어가 1949년에 쓴 글{j)에서 자기와 아 

인슈타인의 논쟁을 회고한 데서 비롯했다. 그리고 이 회고의 내용은 

주로 제5회， 처16회 솔베이(Solvay) 연구소 물리학 대회에서 자기와 

아인슈타인이 주고받은 논쟁에 관한 것이다. 

1.2. 제5회 솔베이 대회에서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논쟁 

제5회 솔베이 대회는 1927년 10월 브뤼셀(Brussel)에서 열렸다. 

이 대회가 열리기 전에 아인슈타인은 이미 로렌츠로부터 대회에서 

참가 연설을 해달라고 부탁받고 있었다. 아인슈타인은 같은 해 3월 

13일 로렌츠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기는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대신 

슈뢰딩거를 추천했다. 그 후 아인슈타인은 로렌츠로부터 다시 강력한 

개인적 설득을 받고 양자 통계학에 관해 연설을 하기로 동의했다. 그 

러나 이 연설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대신 아인슈타인은 대회 

마지막 날 토론에서 몇 가지 주장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보어의 반 

박이 있었다 

아인슈타인은 만일 상태 함수가 개별계의 속성들을 발견할 확률올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파속의 붕괴(the c이lapse of wave 

packet) 현상은 특정의 원거리 작용(action -at-a-distance)을 나타내 

는 것이라고 논증했다. 이 붕괴는 그 파동 함수가 일정한 공간에 연 

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어떤 입자가 두 장소에서 동시에 효과를 낳 

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므로 이 현상은 특정의 비국소적 메커니즘을 

나타내고 이는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상대성을 위배한다. 더욱이 아인 

4) Fine, A.(l 986), p. 28. 
5) 파인은 이 비판 노선올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Fine, A.(1986), p. 28. 
6) Bohr, N.(1987), pp. 32-66에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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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인은 배위 공간(configuration space)에서 다업자계의 표현은 두 

가지 문제， 즉 어떻게 아인슈타인-보즈(Bose) 통계를 얻을 것인가와 

어떻게 좁은 공간에서만 작용하는 힘을 정식화할 것인가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했다.7) 이 문제들은 불확정성 원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양자론의 완전한 개체적 해석 대 통계적 해석과 관련된 것이 

다. 아인슈타인은 이 문제 제기를 통해 상태 함수가 깨별계의 완전한 

기술올 제공한다는 점에 반대하고 있다. 

아인슈타인의 이 주장은 대회에서 개별계의 더 완전한 기술 가능 

성에 관한 비공식 토론을 야기했다. 이 때 보어에 따르면 아인슈타인 

은 쌍슬릿 실혐의 경우 입자가 스크린의 어느 지점에 착륙하는지와 

입자가 어느 슬릿을 통과했는지를 둘 다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어는 불확정성 공식올 이용해 한 측정 

(슬릿에서 측정)이 후속 행동(입자의 착륙 지점)을 교란한다는 점을 

증명했다쩌 

보어의 회고에 따르면 이 증명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재반웅은 과 

연 우리가 신이 주사위 놀음을 한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어야 하느냐 

것이었다찌 그리고 2주 후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 좀머펠트(A 

Sommerfeld)에게 보낸 펀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양자론이 통 

계 법칙들의 정확한 이론일지는 모르지만 개별 기본 과정들에 대해 

서는 부정확한 관점인 듯하다 "10 ) 

양자 역학의 역사와 철학 연구자 파인(A. Fine)은 이 사실들올 근 

거로 양자론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주된 불만이 불확정성 원리와 관 

련되어 있다는 통념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제5회 솔베이 대 

회에서 아인슈타인의 주관심은 그 후와 마찬가지로 양자론이 개별계 

에 관한 완전한 이론인가 하는 문제였다는 것이 파인의 해석이다 11 ) 

파인은 이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1928년 5월 아인슈타인과 슈뢰딩 

7) Fine, A.(J 986), pp. 28-29. 
8) Bohr, N.(J987), pp. 41-47. 
9) Bohr, N.(I987), p. 57. 
9) Fine, A.(I 986), p. 29에서 재인용 
11) Fine, A.( 1986), pp.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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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주고 받은 편지를 제시한다. 

1928년 5월 30일 슈뢰딩거는 아인슈타인에게 보낸 면지에서 양자 

론에서 위치와 운동량 개념이 근사적으로만 적용된다는 한계를 지적 

하면서， 근사적으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개념들 

이 궁극적으로 새 개념들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편지 속에는 보어가 아인슈타인에게 전해 달라고 한 의견도 포함되 

어 있었는데， 보어는 슈뢰멍거의 새 개념 개발 주장에 강력히 반대하 

면서 인간의 개념화 능력은 옛 개념들이 상한선이므로 이 개념들로 

경험올 구성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1928년 5월 31일 슈뢰딩거에게 보낸 편지에 

서 옛 개념들을 대체하자는 슈뢰딩거의 생각에 완전한 동의를 표시 

하면서 하이젠베르크-보어의 최연 철학 또는 종교가 매우 교묘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 지지자들에게 편안한 베개를 제공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 2) 

아인슈타인의 이 주장은 파인의 해석처럽 불확정성 원리 자체보다 

이를 포함한 새 양자론의 완전성 여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1930년 10월에 열린 제6회 솔베이 대회에 

서 불확정성 원리 자체에 의문올 제기하고 보어의 반박올 받는다. 

1.3. 제6회 솔베이 대회에서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논쟁 

1930년 제6회 솔베이 대회에서도 아인슈타인은 토론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이때 아인슈타인은 제5회 대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개별계의 완전한 기술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불확정성 원리의 한계를 겨냥해 광자 상자(photon box) 사고 
실험을 제시했다 1 :1I 

아인슈타인은 불확정성 원리의 모순을 도출하기 위해 자신의 일반 

상대론 공식， E=mc2을 도입했다. 이 공식에 의해 질량의 변화를 측 

12) 아인슈타인과 슈뢰딩거의 펀지 내용은 Finc, A.( 1986), p. 29. 
13) Bohr, N.( 1987), pp. 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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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면 에너지의 변화도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이 변화가 일 

어나는 정확한 시간이 통시에 측정될 수 있다면 시간파 에너지의 불 

확정성 관계는 부정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의 광자 상자는 완전 반사 

하는 내부 벽을 가지고 용수철 저울에 걸려 있으며 내부에 시계를 

하나 가지고 있다. 이 상자는 복사로 가득 차 있고， 시계 장치에 의 

해 작통되는 하나의 셔터를 가지고 있다. 일정한 순간에 시계 장치가 

이 셔터를 열어 하나의 광자를 방출한다. 이 순간에 상자 안 복사의 

총 에너지의 변화 때문에 질량의 변화가 동시에 표준자에 기록된다. 

그리하여 에너지와 시간의 두 가지 측정이 임의의 정확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불확정성 관계는 부정되었다는 것이 아인슈타 

인의 결론이다. 

하루 밤을 툰 눈으로 지새운 보어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려가 

중력장 내에서 시계와 그 위치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는 점올 깨달았다. 즉 상자의 질량의 변화는 상자의 위치의 변화와 

용수철에 대한 상자 무게의 밸런스의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보어는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관계가 이 실험 

과 일치한다는 점을 계산했다.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고안한 실험에 

의해 자기 발동올 찍힌 셈이었다. 그 후로 아인슈타인은 불확정성 원 

리 자체에는 의문을 표시하지 않았다 14) 

2. EPR 논문 시기에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논쟁(1935) 

2. 1. EPR 논문의 논증 

1935년 3월 25일 r물리학 리뷰(Physical Review).J 의 편집진은 아인 

슈타인， 포툴스키(B. Podolsky), 로젠(N. Rosen)의 이름으로 된 짧 

은 논문올 접수했고， 1935년 5월 15일 이 논문을 같은 잡지에 실었 

다. 이 논문의 제목은 “물리적 실재의 양자 역학적 기술은 완전한 것 

14} Fine, A.(I986},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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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5) 였다. 이 논문은 저자들의 이릅 앞 자를 

따서 EPR 논문이라 불렸고， 그 후 수많은 주석과 양자론에 대한 재 

해석을 낳았다 우선 EPR 논문의 논증부터 간추려 보자. 

EPR 논문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EPR 논문의 전략은 1부에서 

(1) 상태 함수에 의해 제공된 실제의 양자 역학적 기술이 완전하지 
않거나 (2) 두 물리량에 대응하는 연산자들이 교환되지(commute) 

않올 경우 두 불리량은 동시적 실재성올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보이 

고， 2부에서 만일 양자 역학적 기술이 완전하다고 가정하면 두 물리 

량이 동시적 실재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입A로써， 이 결론이 1부 

에서 (2)와 모순되므로 남는 최종 결론은 (1)이라고 논증하는 것이다 

1부에서 저Ã}들은 우선 “완전성 조건”과 “실재성 조건”을 세운다， 

완전성 조건은 어떤 이론이 완전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서 물리적 

실재의 각 요소는 물리 아론 속에 대웅물(counterpart)을 가져야 한 

다는 것이다. 실재성 조건은 이 완전성 조건에서 물리적 실재의 요소 

를 규정하는 조건으로서 우리가 어떤 계를 어떤 방식으로도 교란하 

지 않고 확실하게， 즉 l의 확률로 어떤 물리량의 값을 예측할 수 있 

다면 이 물리량에 대응하는 물리적 실재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저자들은 교환되지 않는 연산자들을 가진 어떤 계의 

한 쌍의 물리량은 동시적 실재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보인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함수에 의해 주어진 상태에 있 

는 입자의 운동량은 양자 역학의 파동 방정식에 의해 일정한 값을 

가진다. 그러므로 이 방정식에 의해 주어진 상태에 있는 입자의 운동 

량이 실재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이 방정식에 의해 주어 

진 상태에 있는 입자의 좌표의 값은 예측할 수 없고 직접 측정에 의 

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측정은 입자를 교란하고 따라서 그 

상태를 변경한다. 즉 좌표가 정해진 후에는 입자가 더 이상 이 방정 

식에 의해 주어진 상태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양자 역학에서 

얻올 수 있는 결론은 입자의 운동량이 알려져 있을 때 그 좌표는 물 

리적 실재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15) Einstein, A., Podolsky, B., Rosen‘ N.(1935), pp. 77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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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은 이 결론을 더 일반화하여 양자 역학에서 만일 두 물리량 

에 대응하는 연산자들이 교환되지 않을 경우 한 물리량의 정확한 인 

식은 다른 물리량의 정확한 인식을 배제하며 뒷 불리량을 실험적으 

로 결정하려는 어떤 시도도 그 계의 상태를 변경해 앞 물리 량의 인 

식올 파괴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저자들은 만일 두 툴리량이 동시 

에 일정한 값을 가진다면 이 값들은 완전성 조건에 따라 완전한 기 

술의 일부가 될 수 있는데 위의 과정이 이와 반대 경우를 보여주므 

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주장한다.(1) 상태 합수에 의해 제 

공된 실재의 양자 역학적 기술이 불완전하거나 (2) 두 물리량에 대 
웅하는 연산자들이 교환되지 않을 경우 두 물리량은 동시적 실재성 

올가질수없다. 

2부에서 저자들은 양자 역학적 기술이 보통 완전한 것으로 간주된 

다는 점을 지적한 후 그렇다면 위의 두 물리량이 동시적 실재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중명한다. 이 증명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수있다. 

시간 t=O에서 t=T까지 상호 작용하고 그 후로는 상호 작용하지 

않는 두 계가 있다고 가정하자 첫째 계에 대해 수행된 두 가지 서 

로 다른 측정의 결과 툴째 계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상태 함수를 가 

진 상태에 남올 수 있다. 그런데 측정 시에는 두 계가 더 이상 상호 

작용하지 않으므로 첫째 계에 대해 수행된 측정의 결과 둘째 계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상태 합수를 동일한 실재 (첫째 계와 상호 작용 후의 툴째 계)에 부 

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계가 각각 하나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교환되지 않는 두 물리량이 운통량과 좌표라고 하면 우리는 첫째 계 

의 입자의 운동량올 측정함으로써 둘째 계의 입자의 운동량을 확실 

하게 예측할 수 있고， 첫째 계의 입자의 좌표를 측정함으로써 둘째 

계의 입자의 화표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 실재성 기준에 따르면 

앞의 경우 운동량이 실재성올 가진다고 할 수 있고， 뒤의 경우 좌표 

가 실재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물리량은 동일한 실재， 

즉 첫째 입자와 상호 작용 후의 둘째 입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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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태 함수가 물리적 실재의 완전한 기술을 제공한다고 가 

정하면 교환되지 않는 연산자들을 가진 두 물리량은 동시적 실재성 

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l부에서 나온 결론 

중 (1)의 부정은 유일한 대안인 (2)의 부정을 낳은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실재에 대한 양자 역학적 기술이 불완전하다고 

결론을 내렬 수밖에 없다. 

이상의 논증에서 여러 주석가들이 주목하는 점은 교환되지 않는 

연산자들을 가진 둘째 계의 두 툴리량의 동시적 실재성이 첫째 계의 

두 물리량의 측정에 의해 확실하게 예측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 

으로 양자 역학에서는 둘째 계의 관련 물리량들도 그 자체로 교환되 

지 않고 따라서 동시에 측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과학사와 과학 철 

학 연구자 하워드m.Howard)에 따르면 EPR 논문의 논중이 성립하 
기 위해서는 추가의 가정이 필요하다. 그 가정은 분리 가능성 원리 

(separability principle)c}. 분리 가능성 원리는 공간적으로 분리된 

어떤 두 계도 그 자신의 분리된 실재 상태를 가진다는 것이다 16) 이 

러한 해석은 EPR 논문에 대한 보어의 반응과 아인슈타인 자신의 반 
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2.2. EPR 논문에 대한 보어의 반웅 

1935년 6월 29일 EPR 논문에 대한 보어의 반웅이 r네이처CNature)J 

편집자에게 도착했고， r물리학 리뷰j에 발표되었다. 이 논문의 제목 

은 EPR 논문과 같다 17) EPR 논문에 대한 보어의 반웅의 요지는 
EPR 논문의 저자들이 제안하는 실재성 기준 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특히 보어가 문제 삼는 애매한 표현은 이 기준에 포함된 “어떤 계를 

어떤 방식으로도 교란하지 않고”라는 것이다. 

보어는 이 표현이 애매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양자론 영역 

에서 측정 장치의 예를 다소 길게 설명하는데， 이 설명의 요지는 양 

16) Howard, D.(1985), pp. 174-175. 
17) Bohr‘ N.( 1935), pp. 69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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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론 영역에서 물리량들은 적절한 측정 장치와의 관계 속에서만 일 

정한 값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업자에 

속하는 교환되지 않는 연산자들을 가진 두 물리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틀을 동시에 설치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업자는 우리가 어떤 

측정 장치를 설치하는가에 따라 두 물리량의 일정한 값을 따로 가질 

수는 있지만 두 값을 통시에 가질 수는 없다. 

“물론 방금 생각해 본 것(EPR 실험-글쓴이)과 같은 경우 문제 

의 계가 측정 과정의 마지막 중요한 단계에서 역학적 교란을 당하 

는 일은 없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그 계의 미래 행동에 관한 예 

측의 가능한 유형들을 규정하는 조건들에 영향올 미칠 가능성은 
본질적으로 남는다 " 18) 

여기서 보어는 첫째 계의 측정이 둘째 계를 물리적으로 교란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 측정이 우리가 기술하려는 실재의 일 

부인 특정 조건， 즉 측정 장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 영향 

이 바로 보어가 말하는 양자론 영역에서 대상과 측정 장치 사이의 

조절 불가능한 상호 작용이다‘ 

하워드에 따르면 보어의 이 주장은 결국 EPR 실험에서 둘째 계가 

고유의 분리된 실재성을 가진다는 것을 거부한 셈이다. 그리고 보어 

가 이러한 반웅을 한 까닭도 EPR 논문에 분리 가능성 원리가 명백 

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워드의 해석은 EPR 논문에 대해 

아인슈타인 자신이 보인 반웅을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 19) 

2.3. EPR 논문에 대한 아인슈타인 자신의 반응 

EPR 논문에 대한 보어의 반응이 나오기 전에 아인슈타인은 1935 
년 6월 17일 슈뢰딩거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8) Bohr, N.(l 935), p.700 
19) Howard, 0.( 1985),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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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의 이유 때문에 이 <EPR 논문-글쓴이)는 토론올 거친 후 

포톨스키에 의해 쓰여졌다. 그러나 이 논문온 내가 본래 원했던 

대로 잘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말하자변 박식함 때문에 핵심이 

질식되었다‘’20) 

아인슈타인이 ‘질식되었다.고 말한 EPR 논문의 핵심은 무엇일까? 
아인슈타인은 이 편지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불완전성 개념 

올 두 상자와 한 공의 예로 설명한다. 즉 “공이 첫째 상자 안에 있 

을 확률이 1/2이다”가 완전한 기술이 아니라는 주장과 완전한 기술 

이라는 주장이 가능한데， 전자의 주장에 따르면 “공이 첫째 상자 안 

에 있다(또는 있지 않다)"가 완전한 기술이고， 후자의 주장은 상자를 

열기 전에는 공이 결코 두 상자 중 어느 하나 속에 있지 않다는 주 

장과 같다. 아인슈타인은 이 두 주장이 표현 양식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올 탈무드주의자(Talmudist)라고 규정하면서 보충 

원리， 즉 분리가능성 원리(seperation principle)2 1 )를 사용하지 않으 

연 탈무드주의자가 된다고 경고한다. 분리가능성 원리는 “툴째 상자 

가 어떤 내용물을 가지든 첫째 상자(분리된 부분계)와 관련되어 일어 

난 일과는 무관하다"22>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그 다음으로 같은 편지에서 양자론으로 관심을 돌려 

여기서 완전성과 불완전성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만일 항 

수가 실재하는 계의 실재하는 상태와 1:1 상관한다(coπelate)연 양자 

론에 의한 실재의 기술은 완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기술은 불완전하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EPR 실험의 가 
장 중요한 내용은 한 계 A의 서로 다른 두 물리량올 측정하기로 선 

택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계， B에 서로 다른 두 합수를 부여할 수 있 

다는 점이다. 그리고 나서 아인슈타인은 B의 실재하는 상태는 내가 

20) Finc, A.( 1986), p. 35에서 재인용‘ 
21 ) 하워드는 아인슈타인이 사용한 분리가능성 새님이 약간 애매하지만 자기 

가 사용하는 분려가놓성(separability)과 국재성(Ioca lity)의 구분을 처음 분명 
히 밝힌 개념이라고 본다. Howard, 0.(1985), p. 185. 이하 ‘separation’도 
‘분리가능성’이라고 번역한다. 

22) Howard. 0 .( 1985), p. 17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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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 대해 수행하는 측정의 종류에 의존할 수 없다는 분리가능성 원 

리를 도입하여 양자론에 의한 실재의 기술이 불완전하다는 결론을 

곧바로 이끌어낸다.앙) 

분리가능성 원리의 귀결은 B가 A에 대해 우리가 수행한 어떤 일 

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자신의 고유한 실재하는 상태를 가지 

며， 따라서 우리가 A에 대한 측정을 토대로 B에 부여한 서로 다른 

두 함수틀은 B의 통일한 실재하는 상태와 상관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 그러나 위의 완전성 조건에 따르면 만일 함수가 B의 실재하는 

상태의 완전한 기술을 제공한다면 이 함수는 B의 실재하는 상태와 

1:1 상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완전성 조건은 분리가능성 원리의 

귀결과 모순된다. 

하워드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의 이 논증은 EPR 논문의 논증과 중 
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EPR 논문의 논층은 이론에 상대물을 
갖지 않는 실재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양자론의 불완전 

성을 직접 증명하려 한다. 이에 비해 아인슈타인의 논증은 분리가능 

성 원리를 명백히 도입하고 이 원리의 귀결과 완전성 조건 사이의 

모순을 드러냄으로써 양자론의 불완전성을 간접 증명하려 한다. 따라 

서 하워드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이 질식되었다고 말한 EPR 논문의 
핵심은 분리가능성 원리다24) 

그렇다면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논쟁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 

다. 아인슈타인은 양자론의 완전성을 거부함으로써 분리가능성 원리 

를 방어하는 반면， 보어는 분리가능성 원리를 거부함으로써 양자론의 

완전성올 방어한다징) 

23) Howard, 0 .(1985), p. 180. 
24) O. Howard, “Einstein on Locality and Separability," pp. 180-183. 
25) O. Howard, “Einstein on Locality and Separability," p.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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