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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철학 세미나 

─2020.08.13 발표 요약 

발표자: 송치호 

 

발표 범위: (책)<장회익의 자연철학 강의> p. 252~291, p. 540~555 

대담 동영상: (YouTube 영상)장회익의 자연철학 이야기: 6-1~4  

 

[역사 지평] 

- 이번 장의 주제는 통계역학이다. 역사적 순서를 볼 때 통계역학은 동역학의 가장 보편적 형태인 양자역

학이 태동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런데 통계역학은 학문적 성격 상 동역학이 전제된 후에 적용할 수 있다. 

- 통계역학과 관련한 아인슈타인의 논문(1905년): 정지 액체 속에 떠 있는 작은 입자들의 운동에 대하여  

- 볼츠만의 지도를 받고 싶었지만 그러하지 못한 슈뢰딩거 

- 볼츠만의 생애 (책 참조) 

 

[내용 정리] 

※핵심 개념: 열역학, 통계역학, 거시상태, 내부에너지, 엔트로피, 열역학 제2법칙, 온도, 자유에너지 

⚫ 동역학 

- 동역학: 어떠한 특성을 지닌 존재물들은 그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가(어떠한 변화의 원리에 의해서)? 

- 동역학의 예시: 고전역학과 양자역학  

- 물의 성질은 물을 구성하는 무수한 물 분자(H2O)의 무수한 전자들이 모여 이루어 내는 양자역학적 상태

에 기인한다. 

 

⚫ 온도와 통계역학 

- 같은 물 분자의 모임이더라도, 물은 액체뿐만이 아니라 고체(얼음)이 되기도 하고 기체(수증기)가 되기도 

한다. 

- 이러한 현상은 온도가 변해서라고 우리는 설명하는데, 그러면 과연 ‘온도’란 무엇인가? 

- 기존의 동역학(고전역학, 양자역학)으로는 온도를 설명하지 못한다. 

- 통계역학이 이러한 온도를 설명할 수 있다. (참고: 열역학) 

“(p.265)그래서 우리는 동역학을 바탕에 깔면서도 이를 넘어서는 또 다른 형태의 이론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통계역학이다. 통계역학은 19세기 후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볼츠만의 엔

트로피 개념이 확립된 이후 형성된 이론이지만, 그 이전에도 열역학이란 형태로 그 경험적 내용을 

체계적으로 서술해 온 역사를 지닌다. 아주 쉽게 구분하자면 온도를 우리가 이미 아는 개념인 양하

고 서술해나가는 이론이 열역학이라면, 온도를 더 기본적인 개념 즉 엔트로피를 통해 설명해내고자 

하는 이론이 통계역학이다.” 

 

⚫ 거시상태와 미시상태 

- 엔트로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상태와 미시상태를 이해해야 한다. 

- 미시상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동역학적 상태를 의미한다.  

(동역학: “우주 안의 물체들이 놓일 수 있는 가능한 미시상태(동역학적 상태)는 무엇이며, 이 미

시상태는 어떻게 변해나가는가?”) 

- 거시상태: 동역학적 상태(미시상태) 개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현상적(혹은 외형적)으로 구분되는 형상. 

(통계역학: “다수의 입자로 구성된 대상 계(거시적 체계 혹은 거시계) 거시상태는 무엇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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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상태는 어떻게 변해나가는가?”) 

- 예시: 물은 고체(얼음) 형상, 액체(물) 형상, 기체(수증기) 형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현상적으로 

구분되는 3가지 형상이 물이 가질 수 있는 거시상태이다. 그러나 물이 같은 거시상태(고체, 액체, 기체)에 

있어도 미시상태는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물을 구성하는 물 분자들의 배열이나 움직임 등에 기인한 다

양한 동역학적 상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미시상태의 개수는 얼음이 가장 적고, 그 다음으

로 물이, 그리고 수증기가 가장 많다. 

- 예시: 윷놀이에서, ‘도’, ‘개’, ‘걸’, ‘윷’, ‘모’가 윷 가치들의 거시상태이며, 이 거시상태를 이루는 서로 다른 배

열 하나하나가 ‘미시상태’이다. 그러므로 거시상태 ‘모’와 ‘윷’에는 미시상태가 하나씩 속하며, ‘도’와 ‘걸’에

는 각각 미시상태가 4개씩, 그리고 ‘개’에는 미시상태가 6개가 속한다. 

- 미시상태와 거시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 미시상태와 거시상태 (김재영 선생님) 

 

⚫ 엔트로피와 열역학 제2법칙 

- 통계역학적 서술을 하기 위해서 (거시상태와 더불어) ’내부 에너지’와 ‘엔트로피’를 알아야 한다. 

- 내부 에너지: 동역학에서 사용한 에너지의 개념을 다수의 입자로 구성된 거시적 체계에 적용한 것. 

- 엔트로피: 오직 거시 상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시상태가 지닌 형상이 얼마나 정교한 짜임새를 가

지는지의 척도. 

“(p.268)한 거시상태에 속하는 미시상태의 수가 많을수록 우연히 생겨나기가 쉬운 반면 그만큼 

덜 정교한 형상을 이루게 되며, 이 값이 작을수록 우연히 생겨나기가 어려운 대신 그만큼 더 저

교한 형상을 이루게 된다.” 

- 볼츠만의 엔트로피 정의: (한 거시상태가 지닌 엔트로피(S)는 그 거시상태에 속하는 미시상태의 수를 W

라고 했을 때) 𝑆 = 𝑘𝑙𝑜𝑔𝑊 (참고: 권말 부록 A.7) 

- 볼츠만 상수 k: 클라지우스에 의한 엔트로피와 표현을 일치시키기 위한 상수. 

- 대상 계의 짜임새가 정교할수록 그 계의 거시상태에 속하는 미시상태의 수가 적어지며, (볼츠만의 엔트로

피의 정의에 따라) 따라서 엔트로피의 값은 적어진다. 

- 전제(가정): “(p. 269)대상 계(고립계)가 놓일 수 있는 미시상태의 수는 매우 많으며 이들 하나하나에 대상 

계가 실제 놓일 확률은 모두 같다.” (통계역학의 기본 가정) 

- 예시: 접시에 담긴 소금 물 

- 열역학 제2법칙(변화의 원리): “(p.274)거시상태의 변화는 언제나 엔트로피가 작은 거시상태에서 엔트로피

가 큰 거시상태 쪽으로 일어난다… 엔트로피가 가장 큰 형상(거시상태)에 이르면 더 이상 형상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때 미시상태는 한 거시상태 영역에서 다른 거시상태 영역으로 혹은 동일한 거시상

태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변한다) 

- 참고-열역학 제1법칙: 고립계에서 대상 계가 지닌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다. 대상 계를 구성하는 입자

들은 그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통해 에너지가 이동할 수 있지만, 동역학의 원리에 따라 에너지가 새로 생

기거나 소멸되지 않는다(에너지 보존 법칙). 

 

⚫ 온도의 의미와 그 활용 (+자유에너지) 

- 물은 왜 얼거나 녹는가? 

- 고립된 물리계(방room 전체) = 관심 대상인 대상 계(예: 그릇에 담긴 물) + 대상 계와 에너지 교환이 가

능한 배경 계(예: 주변 공기) 

- 이때 대상 계만의 엔트로피는 그 배경 계의 관계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다룬 열역학 제2법칙(변화의 원리)에 따라, 대상 계와 배경 계 모두를 고려한 전체의 엔트로피는 늘어난

다. 그리고 대상 계와 배경 계는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도, 전체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왜냐하

면 전체 계는 고립된 물리계이기 때문이다. 

http://greenacademy.re.kr/%EC%9E%90%EC%97%B0%EC%B2%A0%ED%95%99-%EC%84%B8%EB%AF%B8%EB%82%98?pageid=1&mod=document&uid=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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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트로피는 내부에너지의 함수이다. 

- 엔트로피(S)와 내부에너지(U) 사이의 관계: 절대온도 𝑇 =
1

∆𝑆 ∆𝑈⁄
 

- 인류는 피부로 느낀 온도 T를 별도로 개념화해서 위의 관계(𝑇 =
1

∆𝑆 ∆𝑈⁄
)를 알기도 전에 그 단위와 기준점

까지 설정해 놓았다.  

“이것(𝑇 =
1

∆𝑆 ∆𝑈⁄
)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발견인데, 사람들은 아직도 이 발견의 중요성을 잘 인식

하지 못하고 있다.” 

- 예시: 뜨거운 냄비와 나의 손 

냄비의 절대온도가 손의 절대온도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𝑆

∆𝑈
(동일한 ∆𝑈의 경우에는 ∆𝑆)의 값은 

냄비의 그것이 손보다 훨씬 작다. 에너지의 흐름이 냄비에서 손으로 가야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

하므로(열역학 제2법칙), 에너지는 냄비에서 손으로 흐른다. 

- 예시: 수소원자 내의 전자 (참고: 𝐸𝑛 = −
13.6

𝑛2
, 𝑛 = 1,2,3,…, 단위는 eV) 

수소원자(대상 계)가 놓인 주변 계(배경 계)의 엔트로피를 S라고 하자. 수소원자와 그 주변의 전

체 에너지를 U라 하고 수소원자의 에너지가 Ei라면, 주변 계의 에너지는 U-Ei이다. Ei는 일반적으

로 U에 비해 매우 작은 값이다. 한편, 엔트로피(S)는 에너지(U)의 함수이다. 주변 계의 엔트로피

는 S=S(U-Ei)의 함수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매클로린 근사(혹은 테일러 근사, 권말 부록 A.12 

참조)를 적용하면, 주변 계의 엔트로피는 다음처럼 기술할 수 있다: 

𝑆(𝑈 − 𝐸𝑖) = 𝑆(𝑈) + (
∆𝑆

∆𝑈
)(−𝐸𝑖) +⋯ = 𝑆(𝑈) −

𝐸𝑖
𝑇
+⋯ ≅ 𝑆(𝑈) −

𝐸𝑖
𝑇

 

한편 주변 계의 미시상태의 개수를 W라 놓으면, 볼츠만의 엔트로피 정의에 따라, S=klogW이고, 

따라서 W=eS/k이다. 위의 매클로린 근사의 결과를 대입하면, W는 다음과 같다: 

𝑊 = 𝑊(𝑈 − 𝐸𝑖) = 𝑒
𝑆(𝑈−𝐸𝑖)

𝑘 = 𝑒
𝑆(𝑈)
𝑘

−
𝐸𝑖
𝑘𝑇 

그런데 앞서 한 거시상태에 대응하는 무수한 미시상태에서 대상 계가 놓일 수 있는 확률은 모

두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수소원자가 Ei라는 에너지를 가지게 될 확률은 주변 계의 미시상태

의 개수 𝑊(𝑈 − 𝐸𝑖)에 비례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수소원자가 Ei, Ej라는 에너지를 가질 때, 이

러한 에너지를 가질 확률을 각각 P(Ei), P(Ej)라고 하면, 이 두 확률의 비는 다음과 같다: 

𝑃(𝐸𝑗)

𝑃(𝐸𝑖)
=
𝑊(𝑈 − 𝐸𝑗)

𝑊(𝑈 − 𝐸𝑖)
=
𝑒
𝑆(𝑈)
𝑘

−
𝐸𝑗
𝑘𝑇

𝑒
𝑆(𝑈)
𝑘

−
𝐸𝑖
𝑘𝑇

= 𝑒
(
𝑆(𝑈)
𝑘

−
𝐸𝑗
𝑘𝑇

)−(
𝑆(𝑈)
𝑘

−
𝐸𝑖
𝑘𝑇

)
= 𝑒−

𝐸𝑗−𝐸𝑖
𝑘𝑇  

Ei와 Ej를 각각 바닥 상태(E1=-13.6eV)와 첫 번째 들뜬 상태(E2=-3.4eV)라고 가정하고, 상온(대략 

섭씨25도)에 해당하는 kT의 값인 1/40eV를 대입하면,   

𝑃(𝐸𝑗)

𝑃(𝐸𝑖)
=
𝑃(𝐸2)

𝑃(𝐸1)
= 𝑒^(−408) ≅ 0.0 

즉, 거의 0에 가깝다. 이는 상온에서 수소원자의 에너지는 거의 바닥 상태의 에너지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 클라지우스의 엔트로피 정의: ∆𝑆 =
∆𝑈

𝑇
 

“(p. 280)이 식은 온도 T를 알고 있는 물체에 열(에너지)이 ∆𝑈만큼 가해질 때 그 물체의 엔트로

피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산출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하지만 엔트로피 개념이 아직 없는 상황에

서 이 식을 엔트로피의 정의로 삼을 때, 우리가 <역사지평>에서 언급했듯이 엔트로피가 무엇인

지 도무지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그런 점에서 엔트로피 개념에 대한 볼츠만의 기여는 말할 수 

없이 크다.” 

 

 

⚫ 자유에너지와 ‘변화의 원리’ 

- 앞서 거시상태들 간의 전환을 말해주는 변화의 원리는 ‘자유에너지’라는 개념을 통해 서술할 수도 있다. 

- 고립된 전체 계=대상 계+배경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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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에너지 엔트로피 

대상 계 U S 

배경 계 U0 S0 

전체 계 U전체(=U+ U0) S전체(=S+S0) 

  ※배경 계의 절대온도(T): 𝑇 =
1

∆𝑆0 ∆𝑈0⁄
 

- (헬름홀츠)자유에너지: F=U-TS 

◆ 대상 계의 자유에너지를 F=U-TS라 하자. 자유에너지의 변화량은 다음과 같이 바꿔 쓸  

수 있다: ∆𝐹 = ∆(𝑈 − 𝑇𝑆) = ∆𝑈 − ∆(𝑇𝑆) = ∆𝑈 − 𝑇∆𝑆 = 𝑇(
∆𝑈

𝑇
− ∆𝑆) = 𝑇(∆𝑈

∆𝑆0

∆𝑈0
− ∆𝑆) 

  그런데 앞서 살펴본 열역학 제1법칙에 따르면, ∆𝑈
전체

= ∆(𝑈 + 𝑈0) = ∆𝑈+∆𝑈0 = 0이므로,   

∆𝑈 = −∆𝑈0가 된다. 따라서 위에서 풀어쓴 자유에너지의 변화량은 다음과 같다: 

∆𝐹 = 𝑇 (∆𝑈
∆𝑆0
∆𝑈0

− ∆𝑆) = 𝑇(−∆𝑈0
∆𝑆0
∆𝑈0

− ∆𝑆) = −𝑇(∆𝑆0 + ∆𝑆) 

한편, 거시상태 사이의 변화의 원리인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𝑆
전체

> 0이다. 따라서  

∆𝑆
전체

= ∆(𝑆0 + 𝑆) = ∆𝑆0 + ∆𝑆>0이 된다. 그리고 배경 계의 절대온도는 항상 양수이므로,  

∆𝐹<0이 된다. 즉, 대상 계의 자유에너지가 줄어드는 쪽으로만 발생한다. 이것이 거시상태 

사이의 변화의 원리이다. 

-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에너지는 온도의 함수이다.  

- 물의 경우, 0℃이하에서는 고체 형상의 자유에너지가 최소가 되기 때문에 얼음이 되는 것이고, 0℃ 이상

에서는 액체 형상의 자유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까닭에 (액체의) 물이 되는 것이다. 

- 상온에서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대상 계인 얼음과 배경 계인 얼음 주변의 공기를 상

정하자. 배경 계에서 대상 계로 유입되는 에너지를 ∆𝑈 , 그로 인해 증가하는 엔트로피를 ∆𝑆라고 할 때, 

이때 대상 계의 변화된 자유에너지는 ∆𝐹 = ∆𝑈 − 𝑇∆𝑆이다. 변화의 원리에 의하여, ∆𝐹 < 0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변 공기의 온도, 즉 배경 계의 온도 T는 𝑇 > ∆𝑈/∆𝑆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의의: “(p. 282)자유에너지 개념을 활용하면 고립된 계 전체의 엔트로피 변화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도 대

상 계 자체만의 에너지와 엔트로피, 그리고 주변의 온도만을 알면 대상 계의 변화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

할지를 알 수 있다.” 

- 인간의 진화과정 (책 참조) 

 

⚫ 심학 제 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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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및 성찰] 

※핵심 개념: 일반화된 자유에너지 

⚫ 활동의 원천인 자유에너지 

- (지구 상의 생물들처럼) 대상 계가 동일한 온도에서 계속 활동을 한다는 것은 더 낮은 자유에너지 상태

로 계속 전환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대상 계에 자유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유에

너지는 어디에서 오는가? 

- 대상계에 공급되는 자유에너지의 원천은 태양(혹은 태양에서 나온 햇빛)이다. 

“(p.286)그렇다면 햇빛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자유에너지를 조달해 주는가? 한 가지 확

실한 것은 햇빛이 그 진동수에 따라 ħ𝜔(=hf)라는 단위로 에너지를 전해준다는 것이며, 그래서 

빛이 닿는 지구 표면상의 물체에 얼마 만한 에너지를 전해주는지를 우리가 직접 측정해 그 값

을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햇빛이 지닌 에너지) 자체가 지구상의 어떤 존재물이 활용할 

‘자유에너지’는 아니다.” 

- 햇빛이 지구 상의 존재물에게 자유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 

A: ‘햇빛이 직접 지구상으로 일정량의 자유에너지를 실어다주는 것인가?’ 

B: ‘햇빛은 에너지만 전달해주는데, 이를 받은, 예컨대 엽록소와 같은, 특별한 기구가 이것을 다

른 존재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유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것인가?’  

- 결론적으로, A가 옳다. 

- 일반화된 자유에너지 이론 (Zhang, H.I., and Choi, M.Y. “Generalized formulation of free energy and 

application to photosynthesis”, 2018) 

- 자유에너지와 ‘변화의 원리’ (권말 부록 참조) 

𝑇를 지구 표면의 온도라고 하고, 𝑈𝑐와 𝑆𝑐은 각각 햇빛이 지구에 도달할 때 지닌 에너지와 엔트

로피이다. 햇빛이 지구에 도달할 때 햇빛이 가지는 자유에너지는 𝐹 = 𝑈𝑐 − 𝑇𝑆𝑐이다. 한편 𝑇의 온

도에서 지구 표면과 햇빛이 열적인 평형을 이룰 때, 햇빛이 지니는 에너지와 엔트로피를 𝑈와 𝑆

라 하자. 이때 햇빛이 가지는 자유에너지는 𝐹 = 𝑈 − 𝑇𝑆이다. 𝑈𝑐와 𝑆𝑐은 T라는 온도에서의 평형 

값들인 𝑈와 𝑆보다 크다. (𝑈𝑐 , 𝑆𝑐 )에서 (𝑈 , 𝑆)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해준다. 𝜂을 

지구에 입사한 햇빛의 단위 에너지 당 그것이 지닌 자유에너지의 비율이라 정의할 때, 다음과 

같다: (𝑥 ≡
ħ𝜔
𝑘𝑇

, 𝑦 ≡
𝜔2

𝜋2𝑐2𝐼(𝜔,𝑇𝑐)
, 𝐼(𝜔, 𝑇𝑐): 빛의 세기, 𝑇𝑐: 햇빛이 지구에 막 도달하는 순간의 햇빛의 온도) 

𝜂 = 1 −
1+𝑦

𝑥
log(1 + 𝑦)+

𝑦

𝑥
𝑙𝑜𝑔𝑦 −

𝑦

𝑥
log(1 − 𝑒−𝑥). 

이때 𝑇𝑐는 햇빛이 지구에 막 도달하는 순간의 햇빛의 온도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태양에서 

출발한 고온(태양의 표면 온도는 대략 5760K이다)의 햇빛이 지구까지 오는 과정에서 계속 식어

가다가 지구에 도달할 때 𝑇𝑐가 된 것이다.  𝜂의 값을 알기 위해서는 𝑇𝑐의 값을 알아야 하는데, 

그 값은 파장 680nm에 해당하는 적색광의 경우 대략 1350K의 값으로 나온다(이는 두 가지 방

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자세한 과정은 권말 부록(p.552~554)에 상세히 나와 있다). 우리는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햇빛의 파장(혹은 진동수)별 세기, 즉 𝐼(𝜔, 𝑇𝑐)를 관측할 수 있으면, 그 햇빛의 

가용률 𝜂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그것이 지구 표면에 전달해주는 자유에너지의 총량을 구하게 

된다. 이를 테면, 파장 680nm의 적색광의 경우에는, 𝜂이 대략 0.764이다. 즉, 지구에 도달하는 

적색광의 햇빛은 그것이 지닌 에너지의 76.4%가 활용 가능한 자유에너지라는 것이다. 효율이 

가장 높은 광합성이나 태양광 발전기를 활용한다 해도, 최대 그 빛이 지닌 에너지의 76.4%만을 

활용할 수 있는 자유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양자역학(동역학)과 비교했을 때 통계역학의 특징: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경우 처음 상태의 설정은 배경 

계의 온도 하나 확인함으로써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