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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시공간 팽창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양자중력공간 가

설을 제시하였다. ‘모든 관성계내의 광속은 일정하다’는 사실을 통해 ‘시공간 팽

창도’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의 기본적인 구조를 제안하였으며 이

가설에 따르면. 공간은 ‘시공간 팽창도’를 4번째 축으로 하는 4차원 공간의 모습

이 된다. ‘시공간 팽창도’에 의해 공간은 자체적으로 퍼텐셜 에너지를 가지게 되

어 ‘기운(breath)’의 내면 구조를 이루고 ‘시공간 팽창도’가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공간에서는 중력이 발생한다. ‘시공간 팽창도’의 양(+)의 차이는 빛으로 전환되어

광자의 내면 구조를 이루고 4차원 공간 자체는 빛을 전달하는 에테르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시공간 팽창도’에 의해 생성되는 시공간의 퍼텐셜 에너지가 중력을

발생시키고 또한 광자를 이루는 근본 골격이 된다는 것이 양자중력공간 가설의

핵심이다. 이와 같은 공간의 기본 구조에 대한 가설을 바탕으로 공간의 또다른

형태인 ‘수축된 공간 구조’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고 이것이 마음과 영체를 이루

는 구조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 구조를 근거로 한다면 영의 세계에 대한

물리학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키워드 : 양자 중력, 시공간, 빛, 에테르, 기, 마음

Abstract

  The new concept 'the degree of space-time expansion' and Quantum Gravity Space 
Hypothesis are introduced in this paper. The above concept 'the degree of space-time 
expansion'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velocity of light is constant in every inertial 
system. Based on the above concept,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space consis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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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 dimensional space system and 'the degree of space-time expansion' plays as the 
fourth axis of space system. The space has a potential energy by 'the degree of 
space-time expansion'. This potential energy of space-time is presumed to constitute 
the real nature of Qi (Breath). If 'the degree of space-time expansion' inside of the 
space-time continuum is elevated gradually according to its inner location change, this 
space-time continuum can express its potential energy as gravity. If the space 
structure has a positive difference of 'the degree of space-time expansion' from the 
surrounding space's, it can express its character as light. Therefore four dimensional 
space itself is presumed to be Luminiferous Aether, a medium for the propagation of 
light. The key point of Quantum Gravity Space Hypothesis is that the potential 
energy of space-time generated by 'the degree of space-time expansion' is presumed 
to compose both gravity and light. Based on this four dimensional space, 'constricted 
space' which is another type of space is introduced and this 'constricted space' is 
presumed to build up a fundamental structure of mind and spiritual body. Based on 
this new concept 'constricted space', modern physics can approach a spiritual realm.
Key words : quantum gravity, space-time, light, aether, qi, mind

서 론

아인슈타인은 만년(晩年)에 만일 중

력과 전자기력의 통일 이론이 가능하

면 비결정론적 양자론의 문제점을 극

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아인슈

타인은 그 후 생애를 통하여 여러 가

지 방법으로 중력과 전자기력의 통일

이론을 만들고자 시도를 하였으나 결

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하였다.1)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전자기력, 약력, 강력

을 통합한 통일장이론이 형성되었고

이제 중력의 통일만을 앞두고 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론에 의

하면 광속보다 더 빠른 속도는 없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동료이자 전기

작가인 바네시 호프만은 일반상대성이

론이 나온 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

다. “광속은 상수가 아니다. 이것이 의

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중력은 광속을

느려지게 한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에

의해 자기모순에 빠졌다.”2) 인플레이

션 이론에 의하면 초기 급팽창의 속도

는 빛보다 빠르다.3) 또한 실험에 의해

발견된 체렌코프 복사 역시 광속보다

빠르다.4) 따라서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특수상대성이론은 광속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하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잡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특수상대성이론에

있어서 정지한 기준계에서 움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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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움직이는

기준계에서 정지한 기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상대적인 움직임으로 인

식하여 그 나타나는 현상들을 서로 동

일하게 보았다. 그 결과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본 움직이는 우주선의 겉보

기 크기의 변화가 그림1과 같이 나타

나는 것으로 여겼다.5)6)

속도의 증가

관찰자

그림1. 속도 증가에 따른 우주선 크기 변화

그러나 본 논문을 통하여서 정지한

기준계에서 움직이는 기준계를 바라보

는 경우와 움직이는 기준계에서 정지

한 기준계를 바라보는 경우, 그 시간

과 공간의 팽창 수축의 문제가 전혀

동일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임을 살

펴보게 된다. 즉, 그림1은 잘못된 추론

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묘한 사항의 교정은 아인

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양자역학과의

통합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막혔던 담

을 헐어주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단

서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른바 공간의

4번째 축이라 할 수 있는 ‘시공간 팽

창도’라는 개념을 도출할 수 있게 한

다. ‘시공간 팽창도’라는 개념의 도출

은 공간의 기본 구조를 4차원 공간 구

조로 새롭게 인식하도록 이끌며, 초끈

이론7)으로 대표되는 기존 양자중력

이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양자중력

공간 가설을 유도하게 하여, 4차원

(영의)공간, 중력의 양자론적 재해석,

풀리지 않던 여러 양자역학적 문제,

‘기운(Breath)’에 대한 이해, 마음, 영

체, 마음의 힘에 대하여 함께 논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영의 세계를 과학적

으로 규명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게

된다.

본 론

1. 시간과 거리 상대성의 재(再)고찰

특수상대성이론에서 시간 간격을 측

정하는데, 빛 시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빛 시계는 광자를 이용하여 시

간 즉, 시계의 주기를 측정하기 위하

여 고안한 장치이다. 빛 시계의 구조

는 아주 간단하다. 그림2에서 보인 것

과 같은 모습으로 거울과 광자 발생-

감지기를 설치한다. 여기서 광자 감지

기에 광자가 감지되는 동시에 자동적

으로 또 다른 광자가 광자 발생기에서

생성되어 나온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과정이 연속적으로 계속된다고 가정한

다(이것이 동시가 아니더라도 큰 문제

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시

간 차이를 보정해 주면 되기 때문이

다. 여기서는 사고 실험의 직관성을

돕기 위해 ‘동시’라는 상황을 선택했

다). 이와 같이 광자가 연속적으로 나

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 장치는

매우 훌륭한 빛 시계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광자가 광자 발생기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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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거울에서 반사되어 광자 감지기

로 한번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빛

시계의 기준 시간 즉, 시계의 주기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림2. 빛 시계의 구조

거울

광자

광자 발생기 광자 감지기

이제 A기준계와 B기준계에 그림3과

같이 각각 빛 시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자. 만약 이때 A기준계는 정지해 있

고 B기준계가 우측 방향으로 등속관

성운동을 하고 있다 할 때 A기준계와

B기준계의 빛 시계의 상황을 살펴보

기로 하자.

그림3. A기준계와 B기준계의 빛 시계

:빛 시계는 각자 기준계에서 본 모습임

상호 관찰

B기준계

A기준계

이동

정지

첫째, 정지한 A기준계의 관찰자가

A기준계의 빛 시계를 바라보았을 때

빛이 움직인 거리 간격(abc의 거리 간

격)은 변함없이 일정하고 빛이 움직인

시간 주기(abc의 시간 주기)도 변함없

이 일정하다. 관성 기준계 내의 빛의

고유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그림

4).

a

A기준계

그림4. A기준계에서 A기준계를 관찰

b

c

둘째, 움직이는 B기준계의 관찰자가

움직이는 B기준계의 빛 시계를 바라

보았을 때 빛이 움직인 거리 간격(abc

의 거리 간격)은 변함없이 일정하고

빛이 움직인 시간 주기(abc의 시간 주

기)도 변함없이 일정하다. 관성 기준

계 내의 빛의 고유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그림5).

그림5. B기준계에서 B기준계를 관찰

B기준계

a

b

c

셋째, 정지한 A기준계의 관찰자가

우측으로 움직이는 B기준계의 빛 시

계를 바라보았을 때 빛이 움직인 거리

간격(abc의 거리 간격)은 팽창되고 빛

이 움직인 시간 주기(abc의 시간 주

기)도 팽창됨이 관찰된다. 결국 관성

기준계 내의 빛의 고유 속도는 일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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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유지된다(그림6).

그림6. A기준계에서 B기준계를 관찰

B기준계

ca

b

넷째, 우측으로 움직이는 B기준계의

관찰자가 정지한 A기준계의 빛 시계

를 바라보았을 때 빛이 움직인 거리

간격(abc의 거리 간격)은 수축되고 빛

이 움직인 시간 주기(abc의 시간 주

기)도 수축됨이 관찰된다. 결국 관성

기준계 내의 빛의 고유 속도는 일정하

게 유지된다(그림7).

A기준계

그림7. B기준계에서 A기준계를 관찰

a

b

c

여기에서 설명의 이해를 보다 명확

하게 하기 위하여 그림2와는 약간 다

른 빛 시계의 모형을 사용하여 위의

내용들을 다시 검토하자.

그림8의 빛 시계의 광자는 광자 발

생기에서 발생하여 거울을 향해 수직

으로 진행하였다가 반사되어 광자 감

지기를 향해 수직으로 진행하여 감지

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됨으로 훌륭

한 빛 시계를 형성한다.

그림8. 빛 시계의 다른 구조

거울

광자

광자 발생-감지기

a c

b

이제 A기준계와 B기준계에 그림9와

같이 각각 빛 시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자. 만약 이때 A기준계는 정지해 있

고 B기준계가 우측 방향으로 등속관

성운동을 하고 있다 할 때 A기준계와

B기준계의 빛 시계의 상황을 살펴보

기로 한다. 여기서 각자의 기준계에서

각자의 빛 시계를 바라볼 경우는 동일

한 모습으로 보임으로 설명을 생략하

기로 한다.

상호 관찰

B기준계

A기준계

그림9. A기준계와 B기준계의 빛 시계

:빛 시계는 각자 기준계에서 본 모습임

이동

정지

a

b

c

a

b

c

첫째, 정지한 A기준계의 관찰자가

우측으로 움직이는 B기준계의 빛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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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바라보았을 때 빛이 움직인 거리

간격(abc의 거리 간격)은 팽창되고 빛

이 움직인 시간 주기(abc의 시간 주

기)도 팽창됨이 관찰된다. 결국 관성

기준계 내의 빛의 고유 속도는 일정하

게 유지된다(그림10).

B기준계

그림10. A기준계에서 B기준계를 관찰

a

b

c

둘째, 우측으로 움직이는 B기준계의

관찰자가 정지한 A기준계의 빛 시계

를 바라보았을 때 빛이 움직인 거리

간격(abc의 거리 간격)과 빛이 움직인

시간 주기(abc의 시간 주기)가 그림10

과 비슷하나 방향이 반대로 되어 팽창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11).

A기준계

c

그림11. B기준계에서 A기준계를 관찰

b

a

따라서 거리 간격과 시간 주기의 팽

창수축에 있어서 빛 시계 모형에 따라

다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와 같이 거리 간격과 시간 주기를 반

영하는 abc의 거리가 줄어들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모형에서는 그림7과 같이

수축된 형태로 나타나나 그림8과 같이

거리 간격과 시간 주기를 반영하는

abc의 거리가 더 이상 줄어들 수 있는

여유가 없는 모형에서는 그림11과 같

이 방향이 반대로 되어 팽창된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방향이 반대되어 팽

창된 형태는 방향이 바르면서 수축된

형태와 동일한 뜻으로 해석하여야 함

을 알 수 있다.

이를 수학적인 모형 그림12로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정수 3과 1의 차이

와 1과 -1의 차이에 있어서, 앞의 것

은 3에서 1로 줄어든 것이고 뒤의 것

은 1과 -1로 줄어들어 1과 -1의 절대

치는 같고 부호만 반대로 되었다. 1과

-1이 절대치가 같아 서로 동일한 것으

로 잘못 해석할 수도 있으나 부호가

서로 반대이므로 동일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 , -1)과 (3 , 1)은 서로

다른 것 같이 보이나 실제로는 다같이

2의 차이로서 수평좌표에서 위치만 바

뀐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차이만을

고려할 경우 이 둘은 동일한 것이 된

다.

0 1 2 3-1

그림12. 수학적 동치(同値) 관계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그림11

의 방향이 반대로 되면서 팽창된 형태

는 그림7의 수축된 형태의 또 다른 표

현임을 알 수 있으며 결국 같은 결과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지한 기준계에서 움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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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계를 보는 경우와 움직이는 기준

계에서 정지한 기준계를 보는 경우,

그 시간과 공간의 팽창 수축의 문제는

서로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비례 관

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시간의 흐름이 다른 공간 존재

우리는 여러 자료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속도)이

다른 공간이 존재함을 짐작할 수 있

다. 버뮤다 삼각지에서 실종되었던 한

조종사는 그 경험을 마치 시간이 멈춰

버린 듯한 공간을 날고 있었다고 증언

하였다. 다른 예로 신선들이 바둑을

두는데 한 나무꾼이 잠시 구경을 하다

가 돌아와 보니 자기의 도끼 자루가

썩어있더라는 이야기도 있다. 성경의

시편 90장 4절에는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

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였으며 베드

로후서 4장 8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기록되

어있다. 이는 바로 시간의 흐름이 다

른 공간이 실존함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은 광속(특

수상대성이론)이나 질량(일반상대성이

론)과는 전혀 관련성 없이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지 상태에서도 다양한 시간의 흐

름을 가진 공간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

은 광속 가까이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

의 느려짐을 살펴봄으로 알 수 있다.

광속 가까운 속도로 등속관성운동을

하는 물체에 있어 다양한 시간의 느려

짐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관성의

법칙이 이러한 시간의 흐름에도 적용

된다고 보면 등속관성 운동하는 상태

에서 경험되었던 다양한 시간의 흐름

(시간의 느려짐)들이 동일한 관성운동

상태에 있는 정지 상태의 공간에서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론과 일

반상대성이론은 시간의 흐름이 상대적

으로 다른 공간을 직접 다루고 있다.

뮤
온

지구

자

그림13. 뮤온의 이동

특수상대성이론의 가장 좋은 예로

소립자 뮤온8)을 들고 있다(그림13).

뮤온은 수명이 불과 1백만분의 2초밖

에 되지 않으며 지구 대기 상층부에서

생성돼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지표면

을 향해 떨어진다. 뮤온이 광속으로

운동한다고 해도 살아 있는 동안 낙하

거리는 겨우 0.6km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보통 뮤온은 지표면까지 쉽게

도달한다. 뮤온의 입장에서는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낙하하기 때문에 뮤온

의 주변 공간이 수축되어 짧아지게 됨

으로 1백만분의 2초라는 짧은 시간 속

에서도 지표면에 도달하게 된다(주변

공간수축). 그러나 지표면의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뮤온 자체의 시간의 흐름

이 느려져(시계가 느리게 가) 지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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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달한다하더라도 1백만분의 2초라

는 시간밖에 경과하지 않게 된다(시간

지연, 시간 팽창). 광속 가까이 움직이

는 뮤온은 시계가 느리게 가는 공간을

스스로 형성하여 타고 다니는 셈이다.

일반상대성이론에서는 중력을 시공

간의 휘어짐으로 설명하고 있다. 바로

시공간의 휘어짐 내면에는 시간의 흐

름의 연속적 변화라는 요소가 그 뼈대

로 자리 잡고 있다. 지구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고도 2만km 궤도를 돌고

있는 GPS 위성에 실린 원자시계는 지

구 지오이드면의 원자시계보다 하루

45.7마이크로초만큼 빨리 진행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9) 이는 지구 지오이

드면의 시간의 흐름이 고도 2만km에

서의 시간의 흐름보다 느리다는 뜻이

다. 따라서 일반상대성이론과 실제 우

주의 관찰 결과는 시간의 흐름이 상대

적으로 다른, 정지 상태의 공간의 존

재를 말해 주고 있다.

3. '시공간 팽창도'의 도입

나무꾼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면,

신선이 바둑을 두고 있는 공간은 상대

적으로 시간의 흐름이 느린(시간이 느

리게 가는) 정지 상태의 공간에 해당

한다. 이는 나무꾼이 잠시 동안 신선

이 사는 공간에서 바둑을 구경하고 난

후 본인이 사는 공간으로 돌아왔는데

도끼 자루를 보니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 썩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시간의 흐름이

느린 공간 내에서의 신선들이 바둑을

두는 움직임이나 구경하는 나무꾼의

움직임이다. 이들의 움직임은 우리가

사는 공간에서의 움직임과 동일하여

행동의 어색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에베레스트산 정상(표고 8848m)에

놓인 시계는 지오이드면을 기준으로

한 시계에 비하여 100년에 300분의 1

초만큼 빨리간다.10) 그러나 에베레스

트산을 등반하는 등산가가 자기 몸의

움직임이 추위와 산소 부족 등의 원인

외에 시간의 흐름이 빨라져 평소보다

손발이 더 빨리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

다는 말을 전혀 듣지 못했다. 시편 90

장 4절의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

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

임이니이다” 는 말씀과 같이 천국이라

는 공간의 시간의 흐름은 우리보다 느

린 것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천국을

직접 보고 온 사람들은 천국 내의 생

활이 정상적인 움직임의 모습이며 느

린 움직임의 모습은 아니라고 간증한

다. 파인만은 그의 물리학 강의에서

중력장 안의 시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시 뜨거운 판 위의 벌레에

게로 돌아가 보자. 그가 사용하는 자

는 온도에 따라 길이가 변하지만, 자

뿐만 아니라 벌레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이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거나 줄어

들기 때문에 거리를 측정하고 있는 벌

레는 자의 길이가 변한다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다. 중력장 안에 있는 시계

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높은 곳에

있는 시계는 빠르게 가지만 시계뿐만

아니라 사람의 심장박동이나 생각의

속도까지 모두 똑같은 비율로 빨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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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이 사실을 실험적으로 확

인할 수가 없다.”11)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시간의 흐름이 다른 공

간이라도 그 공간 속에 속해 있는 사

람 자신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움직임

에 전혀 어색함을 느끼지 못하게 된

다. 이와 같이 움직임이란 현상은 속

도와 관계되어 있음으로 ‘공간은 그

공간에 속한 사물 또는 현상의 움직임

의 고유 속도(자신이 느끼는 속도)를

보존한다.’라 할 수 있다(고유속도보

존).

시간의 흐름이

2배 느린 공간

L

L

2L

표준 공간

(외부관찰자 공간)

공간

경계

시계:1초

(a)

(b)

시계:0.5초
(c)

시계:1초

그림14. 시간의 흐름과 움직임

시간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2배 느린

정지상태의 공간 내의 시계의 초침은

외부 관찰자의 공간 내의 시계의 초침

보다 2배 느리게 움직인다(그림14). 따

라서 같은 움직임이라 해도 외부 관찰

자의 공간에서 1초 동안 움직이는 움

직임이 시간의 흐름이 2배 느린 공간

내에서는 0.5초가 걸린다. 그런데 시간

의 흐름이 2배 느린 공간 내의 움직이

는 물체는 외부 관찰자의 공간에서 움

직이는 움직임과 전혀 동일한 느낌으

로 시간의 흐름이 2배 느린 공간 내의

시계로 1초 동안 움직이게 됨으로, 결

국 움직인 거리를 볼 때 외부 관찰자

의 공간에서의 같은 1초 동안 움직인

거리에 비해 2배 증가하게 된다. 이는

결국, 시간의 흐름이 2배 느린 공간

내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관점에서 1초

동안 거리 L를 움직인다는 것이 외부

관찰자의 관점에서 보면 1초 동안 2L

의 거리를 움직인 것이 된다. 이러한

움직임의 특징을 요약하면 ‘느린 동작

으로 보폭을 넓게 하여 빠르게 이동하

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시계

(b)는 시계(a)보다 2배 느리게 가며

시계(c)는 시계(a)와 같은 시간을 가리

킨다. 결국 시간 1초와 거리 L은 유지

한 채 화살표의 길이만 2배 늘어난 형

태이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2배 느리게

흐르는 정지상태의 공간은 내부 물체

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2배 팽창되어

늘어난 공간이 된다. 물체의 움직임은

세 방향으로 형성됨으로 공간도 세 방

향으로 2배 동일하게 팽창된다. 시간

의 흐름이 느려진 공간을 시간이 팽창

된 공간이라 하면, 시간이 2배 팽창된

공간은 자연히 공간 거리도 2배 팽창

된 공간이 되어 고유속도를 보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시간의 흐름이 2배

느린 공간이 아닌 n배 느린 공간에서

도 동일하게 성립한다.

뮤온의 이동을 다시보자. 뮤온이 광

속에 가까운 속도로 지표면을 향하여

떨어질 경우 지구에 서 있는 관찰자의

관점에서 보면 뮤온의 시계의 초침은

느리게 간다. 그리고 뮤온이 바라보는

지구 위에 고정되어 있는 자의 길이는

수축이 일어난다.12) 만약 뮤온 자신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향해있는 자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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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있다고 하자. 그럴 경우 지구

위에 고정된 자를 기준으로 비교된 뮤

온 자신의 자의 길이는 (앞의 ‘1. 시간

과 거리 상대성의 재(再)고찰’이란 항

목에서 논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팽창된다. 따라서 뮤온이 광속에 가까

운 속도로 움직일 경우 뮤온 자신의

시간도 상대적으로 팽창되며 뮤온 자

신의 자의 길이도 상대적으로 팽창된

다.13)14)15) 이때 뮤온 자신의 시간 팽

창 정도와 뮤온 자신의 공간 팽창 정

도(길이 팽창 정도)는 정확하게 일치

하게 된다. 뮤온 자신의 공간 팽창 관

점에서 보면, 뮤온은 팽창되어 늘어난

자신의 공간을 타고 자신의 보폭을 충

분히 넓게 하여 유초 신경섬유의 란비

에르 결절(신경 신호가 결절에서 결절

로 바로 뛰면서 전달되기 때문에 속도

가 현저히 빨라진다)과 같이 건너뛰면

서 빠르게 움직여 1백만분의 2초 만에

지표면에 도달한다(고유공간팽창). 따

라서 공간에 있어서 시간팽창(느린 동

작의 결과를 낳음)과 공간팽창(빠른

이동의 결과를 낳음)은 서로 짝을 이

루는 현상으로, 공간수축은 주변 공간

의 상대적 현상으로 해석된다.

맥스웰의 방정식을 정리하여 전자기

파의 파동방정식을 유도할 때, 그중

에 관한 식은




 
 


 

 

라고 쓸 수 있다.

반면 그림15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파동 방정식을 보면




 
 





 

 

가 된다.

그림15.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

따라서 맥스웰이 예언한 전자기파의

속도는

 


 ×

와 같이 광속 는 상수(constant)의

모습으로 나온다.16) 즉, ‘모든 관성계

에서의 광속불변의 법칙’은 파동 방정

식의 형태에서 이미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다.17)

여기서 속도 는 파동의 위상의 움

직임의 속도를 의미한다. 전자기파의

파동의 위상의 움직임을 매개하는 매

질인 에테르가 만약 존재한다할 경우,

그 위를 진행하는 전자기파의 위상속

도는 항상 일정하다 말할 수 있다. 그

러나 현재 에테르의 존재 유무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에테르의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광속 는 모든 관성계에서 동일한 값

을 갖는다.’, ‘광속 는 서로 다른 관성

계에서도 바뀌지 않는 불변량이다.’라

는 표현이다.18) 만약 전자기파의 매질

인 에테르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관성계 공간을 채우고 있는 매질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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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등속관성운동 상태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매질 위에서 함께 등

속관성운동상태(곧 매질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지 상태)에 있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전자기파의 속도는

항상 광속 로 일정하게 된다. 만약

전자기파의 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역시 기존 인정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광속불변의 법칙이 성립

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으로써, 관성계

내에서 등속관성운동상태에 있는 관찰

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전자기파의

속도는 광속 로 항상 일정하게 된다.

따라서 전자기파를 전달하는 매질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관성계 내에서

광속은 항상 일정하다’ 말하는 것이

정확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는 어떠한 관성계 공간이

라 할지라도 그 공간에 속해있어 동일

한 관성운동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내

부 실험자가 내부 광속을 측정하면 항

상 로 일정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공간은 그 공간에 속한 사

물 또는 현상의 움직임의 고유 속도

(자신이 느끼는 속도)를 보전한다’는

말과 맥락을 같이 한다.

시

간

팽

창

공간 팽창

률

광속

공간

시간

그림16. 광속불변법칙과 '시공간 팽창도'

이는 다음 결론을 유도한다. 시간이

팽창된 관성 상태의 공간 내에서 그

공간에 속해 있는 실험자가 빛의 속도

를 측정했을 때 항상 광속 로 일정하

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공간 역시 같은

비율로 팽창되어야 하며, 시간이 수축

된 관성 상태의 공간 내에서는 반대로

공간 역시 같은 비율로 수축되어야 한

다(그림16). 이러한 관성 상태의 공간

의 동일한 시간의 팽창과 공간의 팽창

으로 인하여 그 공간 내의 광속은 항

상 로 일정하게 된다. 시간 팽창 정

도와 공간 팽창 정도는 항상 동일함으

로 이를 줄여 ‘시공간 팽창도’라 한

다.

그러나 이를 외부 관찰자가 볼 경우

빛의 속도는 '시공간 팽창도'에 비례

하여 광속 보다 크거나 작게 나타나

게 된다(광속은 모든 관성계 내에서

볼 때 로 항상 일정하나 여기서는 관

성계 내부의 관점이 아닌 관성계 외부

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다). 빛이 어떤

공간에 소속되어 그 공간을 지나고 있

을 때 빛이 소속된 공간의 틀 자체를

잡아 늘이면 그 공간의 틀 속에 있는

빛의 진행 역시 (외부 관찰자의 관점

에서 보면) 잡아 늘려지기 때문이다.

이때 내부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빛의

진행이 잡아 당겨져 늘어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즉, 고유속도는

보존되어 광속 를 그대로 유지한다.

실험적으로 광속보다 빨리 달리는 것

이 발견되었으며 체렌코프 복사효과

(1934년 소련과학자 체렌코프에 의해

발견, 195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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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이다.19)

a b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공간

그림17.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공간과 

순간 이동

또한 이와 같은 원리로 볼 때 그림

17과 같이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공

간20)(광속으로 달리는 광자가 차지하

고 있는 공간과 블랙홀의 특이점에 해

당하는 공간은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공간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절대

무한대로 잡아 당겨져 늘어난 시공간

에 해당한다)이 존재하여 어떤 물체나

현상이 그 공간의 내부를 통과할 경우

a에서 b로 이동할 때 시간이 흐름이

정지되어 있기에 a에서 b로 가는 동안

시간이 전혀 가지 않음으로 결국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순간이동을 하게 된

다.21) 실제로 1997년 인스브루크대학

의 안톤 자일링거가 이끄는 물리학 연

구팀과 로마대학의 프란체스코 데 마

르티나가 이끄는 연구팀에 의해 광자

하나를 순간이동시키는데 성공했다.22)

시간의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 약간

주의할 점이 있다. 이는 시간 주기의

개념과 경과 시간의 개념이 정반대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시간의 흐름이

2배 느린 공간

L

L

2L

표준 공간

(외부관찰자 공간)

공간

경계

시계:1초

(a)

(b)

시계:0.5초
(c)

시계:1초

그림18. 시간 주기와 경과 시간의 차이

앞에서 다룬바있는 그림18의 화살표

는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자취를 나타

내는 것이며, 위아래의 시간을 나타내

는 수치는 움직이는 물체를 외부 관찰

자가 따라가면서 본 움직이는 물체에

놓여있는 시계의 시간이다. 위쪽 화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의 흐름이

2배 느린 공간(시공간 팽창도가 2배

큰 공간) 내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측

정된 수치는 외부 관찰자의 시계의 시

간보다 1/2로 적게 측정된다. 반면, 아

래쪽 화살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부

관찰자가 소속된 시간의 흐름이 정상

인 공간(시공간 팽창도가 정상인 공

간, 표준 공간) 내의 움직이는 물체를

측정한 수치는 외부 관찰자의 시계와

같은 시간으로 측정된다. 그림18에서

단위 시간 주기의 팽창이란 1초에 해

당하는 위쪽 화살표 길이의 상대적 증

가를 의미하며, 단위 경과 시간의 수

축이란 시간의 흐름이 2배 느린 공간

(시공간 팽창도가 2배 큰 공간) 내를

움직이는 물체가 가진 시계를 외부 관

찰자가 볼 때의 외부 관찰자의 시계 1

초에 해당하는 상대적 시간을 의미하

며, 위쪽 화살표에 있어서 시간 0.5초

를 가리킨다. 단위 시간 주기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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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화살표의 길이는 늘어나는 반면,

단위 경과 시간은 줄어듦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시간의 주기와 단위 경과

시간은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시간의 주기가 늘어나면

외부 관찰자가 관찰하는 내부 시계의

초침은 같은 비율만큼 적은 수치를 가

리키게 된다. 이것이 경과 시간이 의

미하는 바이다.

시간과 마찬가지로 공간에 관한 개

념 또한 살펴보면, 단위 공간 거리 간

격이 커짐을 공간의 팽창이라 한다.

공간이 팽창되면 외부 관찰자의 잣대

로 측정되어지는 팽창된 공간의 거리

의 상대적 수치는 증가한다. 반면 공

간 내부 관찰자가 있어 내부 잣대로

외부 주변 공간의 거리를 재면 외부

공간의 상대적 거리 수치가 줄어듦을

확인하게 된다. 이와 같이 줄어든 것

을 길이 수축이라 하여 특수상대성이

론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

변 공간의 수축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단위 시간 주기의 팽창 정

도와 단위 내부 공간 거리의 팽창 정

도가 일치함을 이용하여 시공간 팽창

도라는 개념을 정의하였다. 그런데 단

위 시간 주기의 개념과 단위 시간 경

과의 개념이 반비례 관계에 있음으로

단위 시간 주기의 개념을 단위 시간

경과의 개념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시간이 줄어들면 동일한 비율로 공간

이 늘어나고 공간이 줄어들면 동일한

비율로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시간과

공간이 상호 연결되며 혼합되어 시간

과 공간의 구별이 없어진다. 이는 민

코프스키 4차원 시공간의 도입을 허용

하며, 로렌츠 변환과 불변량 ‘간격

(interval)’을 허용함으로 일반상대성이

론을 성립하게 한다.23)

단위 시간 주기의 개념을 단위 시간

경과의 개념으로 전환함으로써 시공간

팽창도라는 개념이 민코프스키 4차원

시공간 개념으로 전환될 수 있음은 다

음과 같은 수학적 골격을 통해서 짐작

할 수 있다.

단위 시간 경과를 경라하고 단위

시간 주기를 주라 하자. 그러면

경  주


이 된다. 이는

log 경   log 주 

log 경   log 주    …… ①

그런데 단위 시간 주기 주는 단위 공

간 거리 과 동일한 비율로 항상 팽창

또는 수축 관계에 있음으로 선형적인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주   ,  비례상수
이다. 따라서 ①의 식은

log 경   log   

이 된다. 여기서

log 경   , log  

로 바꾸면

   

이 되어, 민코프스키 4차원 시공간의

기본 개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구조로

변환된다. 따라서 일반상대성 이론의

단위 시간 경과의 의미를 단위 시간

주기의 의미로 전환시키게 될 때 자연

스럽게 시공간 팽창도의 개념이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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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리라 짐작할 수 있다. 즉, 시공간 팽

창도의 개념과 일반상대성이론과는 서

로 상호 모순이 없으며 다만 서로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볼 때, 4차원 시공간 구

조는 ‘시공간 팽창도’라는 제5의 시공

간 속성(3차원 공간만을 보았을 때는

제4의 공간 속성)을 자체적으로 가지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시공간 팽창도'의 개념은

대폭발 우주론에 있어서의 우주의 시

공간 팽창의 개념과 유사하다. 현대

우주론에 있어서 우주가 특이점에서

시작하여 시공간이 급팽창되어 지금의

우주가 되었다 말한다24). 우주의 시공

간 팽창은 연속적으로 팽창되어지는

동(動)적인 개념인 반면, 시공간 팽창

도는 시공간이 어느 정도 팽창된 상태

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靜)적인 개

념에 해당한다.

그림19. 시공간 격자 모형

시간 팽창도와 공간 팽창도가 항상 같

음으로, 격자 모양으로 시공간의 팽창

도를 함께 나타낸 그림19와 같은 시공

간격자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시공

간격자 모형의 외곽선은 해당 ‘시공간

팽창도’를 가진 공간의 범위를 말하며,

격자의 간격은 시간 팽창도와 공간 팽

창도의 크기를 동시에 함께 나타낸다.

이는 해당 공간에 대한 외부 관찰자의

관점을 나타낸다. 격자의 간격을 변화

시킴으로 시공간 팽창도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시공간연속체를 묘사할 수 있

다. 일반적인 공간 구조에서 있어서,

격자 간격이 클수록 ‘시공간 팽창도’가

큼을 나타낸다. 본 모형은 시간의 팽

창과 공간의 팽창을 격자의 간격으로

동시에 표현함으로 ‘느린 동작의 빠른

이동’의 특징적인 움직임을 표현하게

된다. 따라서 본 모형은 3차원 공간에

시공간 팽창도를 함께 나타내게 되어

공간을 4차원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3차원 공간에 4번째 축인 ‘시공간 팽

창도’를 함께 고려하는 공간 개념을 ‘4

차원 공간’이라 한다. 여기서 4번째 축

을 ‘깊이’라고도 표현한다(창1:2, 창

7:11, 엡3:18-19).

4. 중력의 형성과 시공간의 휘어짐

그림20. '시공간 팽창도'가 다른 두 공간상

의 등속관성운동 (표준공간에 있는 외부 관

찰자가 해당공간을 바라본 관점)

또 다른

표준 공간(A)

시공간 팽창도가 

2배 큰 공간(B)

속도 

증가

그림20에서 B공간은 A공간에 비해

‘시공간 팽창도’가 2배 크다. 이는 외

부 관찰자의 관점에서 본 모습이다. A

공간과 B공간은 연이어져 있으며 A공

간에서 B공간으로 어떤 물체가 등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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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운동을 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외

부 관찰자가 볼 경우 물체의 움직임은

그림20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속도의

증가로 나타난다(왼쪽 그림을 비교해

볼 때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시공

간 팽창도’가 2배 크다는 것은 해당

시공간을 이루고 있는 좌표축의 틀을

시간과 공간 방향으로 잡아 당겨 2배

로 늘어나있다는 뜻이다).

 가속도

형성

그림21. '시공간 팽창도'의 연속적 차이

의 변화와 가속도(힘) 형성 원리

그림21과 같이 '시공간 팽창도'가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간들이 연속적

인 구조물을 형성할 경우 그 내부를

어떤 물체가 등속관성운동을 하게 되

면, 외부 관찰자의 관점에서는 그 운

동은 가속 운동을 하는 것이 되어 힘

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팽창되

어 있는 시공간 자체가 힘의 근원이

된다. 이때, 내부 물체의 등속관성운동

은 그 물체에 다른 힘이 주어지지 않

는 이상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관성의 법칙). 따라서 공간은 ‘시공간

팽창도’라는 속성으로 말미암아 공간

은 자체적으로 퍼텐셜 에너지를 갖게

된다. 이러한 퍼텐셜 에너지는 중력,

전자기력, 약력, 강력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힘으로서 이 4가지 힘을 구성

하는 근본 골격으로 짐작된다.

그림22. 등속관성 운동하는 내부 물체(화살표)

의 관점

또 다른 표준공

간내부에서 외부 

표준 공간 관찰

시공간 팽창도가 2배 큰 

공간 내부에서 외부 표준 

공간을 관찰

주변

공간

수축

그림20의 시공간격자 모형은 외부

관찰자 입장에서 살펴본 것이다. 이를

등속관성운동을 하는 내부 물체의 관

점에서 재구성하면 그림22와 같다. 그

림22는 내부 등속관성 운동하는 물체

의 관점이라 화살표의 길이(속도를 뜻

함)는 같다. 등속관성 운동을 함을 뜻

한다. 그런데 외부 공간을 바라볼 때,

왼쪽 그림과 같이 또 다른 표준 공간

의 내부에서 외부 표준 공간을 바라보

는 것은 별 변화 없이 동일하다. 그러

나 ‘시공간 팽창도’가 2배 큰 공간 내

부에서 외부 표준 공간을 바라볼 때에

는 오른쪽과 같이 외부 공간이 수축되

어 보인다(시공간격자 간격이 수축되

어 있다). 즉, 주변 공간의 수축이 일

어난다. 이와 같은 원리로 뮤온입자는

긴 거리를 짧게 만들어(공간을 수축시

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23. '시공간 팽창도'가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시공간연속체에서의 중력 형성

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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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대성이론과 실제 관찰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공간은 그림23과

같이 지구 중심 방향으로 ‘시공간 팽

창도’가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직적

인 공간 구조물(대략적인 골격임, 세

부적 칸의 조정은 정밀한 계산에 의해

보정되어야 함)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3과 같은 구조의 공간 구

조물 내에서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향

하는 힘이 형성된다. 또한 이러한 공

간 구조물 내에서의 물체의 운동은 그

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게 표현

되며 등속관성 운동을 하는 내부 물체

의 관점에서는 그림22의 시공간격자

모형을, 외부 관찰자의 관점에서는 그

림20의 시공간격자 모형을 경험할 뿐

아니라 가속 운동을 관찰하게 됨으로

써, 이러한 공간은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2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으로 중력을 들 수 있

다.

그림24. 중력에 의한 자유낙하

중력에 의한 자유낙하(그림24)를 외

부 관찰자의 관점에서 보면 가속 운동

을 하는 것이나 자유낙하를 하는 당사

자는 아무 힘이 작용하지 않는 등속관

성운동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25)

그러므로 일반상대성이론의 시공간

휨의 개념을 참고하여 볼 때 그림23과

같은 공간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힘이

바로 중력의 특성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림25. '시공간 팽창도'가 연속적으로 증가

하는 시공간연속체에서의 빛의 휨 현상

빛의 휨

그림25의 시공간격자 모형과 같이

‘시공간 팽창도’가 아래쪽으로 갈수록

연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빛이 위와

같이 비스듬하게 진행할 때, 빛 자체

는 곧바로 달린다 하나(내부 관찰자

입장) 아래쪽으로 향한 팽창된 공간의

연속적인 배열 상태로 인해 아래쪽으

로 힘이 작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중

력)를 나타내어 빛은 아래로 휘어진다

(외부 관찰자 입장). 따라서 ‘시공간

팽창도’의 연속적인 변화는 시공간을

휘게 하는 원인이 되므로 일반상대성

이론에서 다루는 시공간 휨의 내면에

는 ‘시공간 팽창도’의 연속적인 변화라

는 개념이 깔려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5. 시공간의 퍼텐셜 에너지와 ‘기운’

‘시공간 팽창도’는 공간의 2중적인

모습(내부 물체는 등속관성운동을 유

지, 외부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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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또는 감소 초래)을 보이는 특성

으로 인해 공간 구조물은 그 4차원 공

간구조로 말미암아 자체적으로 퍼텐셜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소위, 많이 당

겨져 늘어난 시공간이 퍼텐셜 에너지

가 크다는 말이다(공간과 더불어 시간

도 함께 잡아 당겨져 늘어나므로 퍼텐

셜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시공간이 퍼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을 잘 대변하는 구체적인 예로,

가속기 내의 움직이고 있는 전자에 있

어서 추가적인 속도증가를 위해 에너

지 요구량이 증가되는 것을 들 수 있

다.26) 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전자가 가속될 때 함께 가속되며 움직

인다. 전자라는 물질과 함께 가속되는

공간의 시간은 느려지고 공간 내부적

으로 광속은 불변함으로 해당 공간 역

시 팽창된다. 즉, 전자가 차지하고 있

는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반면 가속된 전자가 차지하는

공간의 내부 관찰자의 입장에서 볼 때

주변 공간의 시간 주기와 공간 거리

간격은 상대적으로 수축되어짐으로,

가속된 공간을 보다 더 가속시키기 위

하여 취해지는, 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 내부의 일정량의 에너지 증가의

요구도, 요구되어지는 수축된 주변 공

간의 입장에서는, 가속된 공간의 시공

간이 팽창된 비율만큼 더욱 큰 에너지

를 요구받게 된다.

시공간 팽창도에 따른 공간의 특성

만으로 고려해볼 때, 시공간 팽창도는

진동수에 비례하고(제6항. 시공간 팽

창도의 의미와 특성 참조), 양자 에너

지  ∝ 이므로 시공간 팽창도는

양자 에너지에 비례하게 된다.

따라서 시공간 팽창도가 커지는 만큼

공간이 지니는 퍼텐셜 에너지도 커지

는 것이다. 또한,

   ( : 질량,  : 광속)

이므로 양자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

게 되므로

따라서 질량 증가는 시공간 팽창도의

증가에 비례하게 된다. …………… ②

그런데 가속된 전자를 특수상대성이론

에 비춰볼 때

    ,   



( :정지한 빛 시계의 주기,  : 움직

이는 빛 시계의 주기)

이다.27)

여기서 


는 시간 주기의 팽창 정도

를 말함으로, 감마인자 는 시간 주기

의 팽창 정도를 말한다. ………… ③

    ,  



이다. 여기서


는 질량의 증가를

말함으로, 감마인자  역시 질량의 증

가를 말한다. ……………………… ④

그런데 시간 주기의 팽창 정도는 시공

간 팽창도를 의미함으로 ③과 ④에 의

해 질량의 증가는 시공간 팽창도의 증

가에 비례하게 된다. ……………… ⑤

따라서 시공간 팽창도에 따른 공간의

특성으로 본 결과(②)나 특수상대성이

론에 의해 나온 결과(⑤) 모두 질량의

증가와 시공간 팽창도의 증가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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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한다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특수상대성이론으로 본 가속된 전자의

에너지 요구량 증가를, 가속된 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

의 증가에 따른 에너지 요구량의 증가

로 재해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공간 팽창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공간 구조물과 주변 공간 사이에

는 서로의 ‘시공간 팽창도’가 차이 남

으로 인해 (열원 주위로 주변 공기 온

도의 연속적 차이의 분포를 형성하듯

이) 미묘한 연속적인 ‘시공간 팽창도’

차이의 변화 분포를 형성하게 되어 힘

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림26).

주
변  
공
간

시
공
간

팽
창
도

공간

공
간

구
조
물

주
변  
공
간

그림26. 공간 구조물 주변의 힘 형성

힘힘

성경 욥기 34장 14절에는 “그가 만

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

(breath)을 거두실찐대” 하였고, 시편

33장 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

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breath)으로 이루었도다”하여

성경에서는 기운(breath)의 존재를 언

급하고 있다.

‘시공간 팽창도’는 시공간의 퍼텐셜

에너지를 반영하고 주변 공간에 힘을

형성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므

로, ‘시공간 팽창도’로 말미암은 시공

간의 퍼텐셜 에너지의 개념은 ‘기운’의

존재를 설명 가능하게 한다.

6. ‘시공간 팽창도’의 의미와 특성

허수 

실수

그림27. 복소평면

복소평면을 보면 그림27과 같이 허

수와 실수는 상호 수직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수직관계의 형성은 실수에

대한 허수의 특징이다.

그림28. 4차원 시공간과 시공간 팽창도














3차원 공간은  ,  ,  세 실수축으

로 이루어져 있다(그림28). 세 실수축

 ,  ,  각각의 허수축은 세 축에 수

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축이어야 한

다. 따라서 축에도 수직이어야 하고,

축에도 수직이어야 하고, 축에도 수

직이어야 한다. 따라서 제4의 축을 시

간이라 보았을 때, 과연 시간은 축에

도 수직으로 흐르고 축에도 수직으

로 흐르며, 축에도 수직으로 흐른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의 축이 허수

축이 되는 것이다. 또한 시간축이 3차

원 공간 축과 수직을 이루며 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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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있음은 민코프스키에 의해 이

미 잘 알려져 있다.28)

시공간 팽창도를 라 할 경우, 시공

간 팽창도 는 공간축 의 팽창도,

공간축 의 팽창도, 공간축 의 팽창

도 , 그리고 이들 세 공간축에 수직관

계에 있는 시간축 의 팽창도를 각각

의미하는 1차원적인 값이다(그림28).

4차원 시공간에 있어서 시공간 팽창

도의 의미와 특성을 다시 살펴보자.

시

간

주

기

팽

창

거리 간격 팽창

시공간 

팽창

그림29. 시공간 팽창과 시공간 팽창도

시공간 팽창은 그림29에 설명한 바

와 같이 4차원 시공간을 시간과 공간

방향으로 잡아 당겨 늘여놓은 것과 같

기 때문에 4차원 시공간 내에서 일어

나는 현상도 같이 잡아 당겨져 늘어남

으로 내부의 고유 속도는 항상 일정하

게 유지된다. 광속 역시 모든 관성계

내에서의 속도는 항상 일정함으로, 4

차원 시공간이 잡아 당겨져 늘어난 시

공간 내의 광속(내부 고유 속도) 역시

항상 일정하게 된다.

시공간 팽창도가 커진(시공간이 팽

창된) 공간의 특성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다. 시간 주기와 공간 거리의 간

격 양쪽이 다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뮤온 입자의 운동에서 살펴본 것과 같

이, 시간 주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는 관점과 공간 거리의 간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관점으로 동시에 살펴

볼 수 있다. 내부 관찰자의 관점에서

내부 시간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면,

주변 공간의 수축으로 외부 공간 거리

의 잣대의 수치가 증가하여 겉보기 속

도의 증가를 초래한다. 외부 관찰자의

관점에서 외부 거리에 초점을 맞추면,

관찰하고자 하는 공간의 시간의 주기

가 팽창되어 경과 시간은 줄어들게 된

다. 따라서 겉보기 속도의 증가를 초

래한다. 아울러 외부 관찰자의 관점에

서 외부 거리에 초점을 맞추면, 관찰

하고자 하는 공간의 거리는 팽창되어

보폭을 넓게 하여 성큼 성큼 움직이는

것 같이 되어 겉보기 속도의 증가를

초래한다. 따라서 앞의 세 가지 측면

에서 살펴보아도 4차원 시공간이 팽창

되어 시공간 팽창도가 커진 공간 속의

물체의 속도는 시공간 팽창도가 커진

비율만큼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5차원 시공간이라 하였을 때

5번째 축에 해당하는 시공간 팽창도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는 4차원 시공간

좌표 자체를 얼마나 잡아 늘이고 줄였

느냐를 뜻하는 좌표축 자체의 팽창 수

축 정도를 말한다고 여겨진다. 많이

팽창되었으면 양(+)의 방향으로 ‘깊이’

가 깊다 하고 많이 수축되었으면 음

(-)의 방향으로 ‘깊이’가 깊다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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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0. 시공간팽창도와 진동수, 속도 관계

시공간

팽창도 

2배 큰

공간

시공간

팽창도

정상인

공간

등속도 이동 파동사람

그림30처럼 시공간격자 모형을 사용

하여 시공간 팽창도가 서로 다른 공간

을 비교해 보자. 위쪽 라인의 시공간

격자 모형은 시공간 팽창도가 2배 큰

공간을 나타내고, 아래쪽 라인의 시공

간격자 모형은 시공간 팽창도가 정상

인 공간을 나타낸다. 왼쪽 라인은 전

체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사람을 그려놓았고 가운데 라인은 등

속도 이동 측면에서 묘사한 것이며 오

른쪽 라인은 파동 측면에서 묘사한 것

이다.

먼저 가운데 라인의 등속도 이동에

대하여 살펴보자. 위쪽 라인 시공간

팽창도가 2배 큰 공간의 속도에 초점

을 맞춘다. 위쪽 라인 공간의 내부 관

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경과 시

간은 일정한데 아래쪽 라인의 공간에

의해 거리를 비교해 보면 2배의 거리

를 이동한 것이 된다. 따라서 ‘속도=거

리/시간’이므로 속도는 2배 증가한다.

아래쪽 라인의 내부 관찰자의 입장에

서 보면 본인의 이동 거리는 일정한데

위쪽 라인의 공간에 의해 경과 시간을

비교해 보니 1/2 만을 경과하였다. 따

라서 ‘속도=거리/시간’이므로 속도는 2

배 증가한다. 따라서 시공간 팽창도가

2배 큰 공간에서는 속도가 2배 증가한

다. 그러므로 시공간 팽창도의 증가와

속도 증가는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

오른쪽 라인의 파동에 대한 경우를

살펴보자. 위쪽 라인 시공간 팽창도가

2배 큰 공간의 진동수에 초점을 맞춘

다. 위쪽 라인 공간의 내부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경과 시간은 일

정한데 아래쪽 라인의 공간에서의 파

동으로 비교해 보면 2번의 파동 물결

에 해당한다. 따라서 ‘진동수=파동 물

결 횟수/시간’이므로 진동수는 2배 증

가한 것이 된다. 아래쪽 라인의 내부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한 번

의 파동 물결에 해당하나 위쪽 라인의

공간에서의 시계로 비교해 보니 시간

은 1/2밖에 진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진동수=파동 물결 횟수/시간’이므로

진동수는 2배 증가한 것이 된다. 따라

서 시공간 팽창도가 2배 큰 공간에서

는 진동수가 2배 증가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간 팽창도의 증가와 진

동수의 증가는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

여기서 그림30을 단순히 그림만으로

보았을 때 위쪽 라인 공간의 진동수가

아래쪽 라인 공간에 비해 1/2로 작은

것으로도(파장이 2배 큰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오히려 2배 큰 쪽으로 방향

을 잡음은 첫째, 속도 면에서 위쪽 라

인 공간이 2배로 분명히 증가함으로

시공간이 2배 큰 공간이 퍼텐셜 에너

지가 더 큰 공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이

며 둘째, 실험적으로 가속기 내의 가

속된 전자의 시공간 팽창도가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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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에너지를 요구하는 량이 더 커

져 있는 것으로 보아 그만큼 퍼텐셜

에너지가 더 큰 공간이라 인정되기 때

문이다.

위와 같이 관점의 차이에 의해 전혀

반대되는 결과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의 속성에 있어서 시

간 주기의 증가와 시간 경과의 증가가

정반대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시간 주

기’의 용어나 ‘시간 경과’의 용어가 단

순히 ‘시간’이란 용어로 통합되어 혼돈

되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시공간 팽창도의 증가를 시

공간의 퍼텐셜 에너지 측면에 맞추어

고려할 때, 진동수의 증가를 반영하여

서로 비례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다.

7. 새로운 양자중력공간 가설 형성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간은

‘시공간 팽창도’라는 제4의 공간 축을

가진 4차원 공간으로 추정된다.

1919년 독일 물리학자 테오도르 칼

루자는 3차원 공간의 개념을 뿌리치고

일반상대성이론을 4차원 공간(5차원

시공간)으로 확장시켰을 때, 중력과

전자기력이 하나로 통합됨을 증명하였

다.29) 그러나 당시 4번째 공간 차원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설명하지를 못하였

다. 본 논문은 4번째 공간 차원이 4차

원 시공간 좌표 자체의 팽창 수축의

정도의 개념으로 존재한다고 추정한

다. 즉, 시공간 좌표 자체를 잡아 당겨

늘린 정도가 4번째 공간 축에 해당하

는 것으로 여기며 이를 ‘깊이’라는 단

어를 빌려 표현하고 있다.

아무것도 없는 듯한 공간도 자체적

으로 '시공간 팽창도'라는 속성을 가

지는 것으로 추정됨으로 기본 단위 시

공간 구조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따

라서 5차원 시공간(4차원 공간)을 기

본 단위 입자화시킬 경우, 공간 상호

간에 있어서 ‘시공간 팽창도’의 차이가

힘을 발생시킴으로 양자중력공간 가설

의 가장 기본 단위라 할 수 있는 곡률

입자30)를 형성하게 된다.

정지해 있을 때의 빛 시계와 속도

로 움직이고 있을 때의 빛 시계 사

이의 시계 주기를 계산해보자(그림31).

P Q R

그림31. 움직이는 빛 시계의 주기

T

거울 사이의 간격 TQ를 이라 할 경

우, 정지해 있을 때의 빛 시계의 주기

는

  



이다. 한편 속도 움직이고 있을 때의

빛 시계의 주기를 라고 놓자. 그러

면 그림31에서 PT사이의 거리는

  이고 PQ사이의 거리는

   , 그리고 TQ사이의 거리는

이므로 피타고라스의 정리

    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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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가 나온다.31)

따라서 빛 시계에 있어서 정지해 있

을 때의 시계의 주기 와 속도 로

움직이고 있을 때의 시계의 주기 사

이에는

  

의 관계가 성립하고 있다. 여기에서

감마인자 는 움직임 자체로 인해 형

성되는 시계의 주기의 변화율을 반영

한다.

여기서 광자 자신의 시계의 주기를

살펴보자. 광자는 광속 의 속도로 움

직임으로   ∞가 되어   ∞가 되

어 광자 자신의 시간은 멈추어 있다.

즉, ‘시공간 팽창도’로 보면 절대 무한

대로 팽창되어 있다.

참고로,       , 를 임의

의 유한수라 하여, 단위영 을 정의해

주면 는 단위 무한대로 정의가 된

다. 단위영 의 정의로 인해 ∞는

 


,  


, 


, 


, 

등으로 구별되

어 진다. 또한 0+0+0+…의 값은 단순

히 수렴 값 0이 아니라

× 

 × 


  (:임의 유한수)

이 되어 0이 포함된 임의의 유한수임

을 알게 된다. 0+0+0+…이 0으로 고정

된다면 무한으로 인한 많은 모순점이

발생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선분

1cm를 무한히 자르게 되면 그 조각은

0cm으로 되나 반대로 0cm의 길이를

가진 조각을 아무리 무한대로 모아도

1cm가 되지 않음을 들 수 있다. 단위

영 의 개념 도입은 물리학에서 아무

런 모순 없이 0으로 나누는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으며 ∞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광자가 정지해 있는 경우의

시계의 주기는 어떨까? 움직이는 광자

가 정지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이다.

그런데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는 파동의 원리에서 탄생하여 입자에

적용된 것으로 해석된다.32) 하이젠베

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의 근본은 파동

과 입자의 혼합a에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이른바, 회색). 따라서 양자를 논

할 경우 양자가 파동의 측면과 입자의

측면이 혼합되어 섞여 있다고 볼 경우

(이른바, 회색)에는 당연히 하이젠베르

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적용되어야 된

다. 그러나 양자를 순수 파동으로 보

았을 경우는 순수 파동의 모습으로 보

이고, 순수 입자로 보았을 경우는 순

수 입자의 모습으로 뚜렷하게 구별되

어 보인다 할 경우33)(이른바, 흰색 아

니면 검은색일 경우, 회색이 되지 않

음, 회색이 되어야 불확정성 원리가

적용됨)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의 적용 여부는 조금 더 고려되어

야 할 부분이라 여겨진다. 플랑크의

a 양자 물리학에서는 분산되지 않는 웨이브 패킷을 통해 입자를 표현하였다. 이를 두고 파동과 입

자의 혼합이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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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론,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 컴프

턴의 효과를 통해, 틀림없이 파동이었

던 빛이 또한 순수한 입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34) 본 논문은 이러한 입자

론의 연장선상에서 양자역학을 곡률입

자를 통한 입자론의 관점으로 재해석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양자 역학

에 있어서의 파동을 입자 이동에 따른

2차 현상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파동

과 입자를 혼합되어 있지 않고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으로 보는 것이다. 비록

보어의 상보성 원리와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코펜

하겐 해석이 양자역학의 주류를 형성

하고 있으나 본 논문은 오히려 환원주

의적 해석에 가깝다.35)

최근 하버드대-롤랜드 과학연구소

공동연구팀과 하버드-스미소니언 천체

물리학 연구팀은 보즈-아인슈타인 응

집상태를 이용하여 빛을 멈추어 서게

하는데 성공하였다.36) 또한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함병승 선임연구원(양자정

보통신팀장)과 미국 공군연구소 필립

헤머 박사 등이 참여한 한·미 공동연

구팀에 의해 빛을 고체 물체 안에 가

둬 정지시키는 실험에 성공하였다.37)

  ∞이므로   ∞  ∞가 되어,

 유한의 양(+)의 실수라는 결과가

나온다. 즉, 정지해 있는 광자의 시간

의 흐름은 어떤 유한한 양(+)의 실수

를 가지게 된다. 시간의 흐름을 조금

더 확장하여 ‘시공간 팽창도’의 개념으

로 살펴볼 경우 정지한 광자의 자체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는 주변 공간과

비교할 때, 양(+)의 방향으로 임의의

유한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시공간 팽창도의

양(+)의 차이가 빛으로 전환되어 나타

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라는 결론도 나오나 이 경우

는 하나님께 속한 권능의 빛에 해당한

다고 추정된다.38) 말4:2, 계21:23)

또한 광자의 빛의 속성이 주변공간

과의 ‘시공간 팽창도’의 양(+)의 차이

에 의한 결과로 추정되기에, ‘시공간

팽창도’를 속성으로 갖는 4차원 공간

그 자체는 바로 빛을 전달하는 매질,

에테르39)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빛은

'시공간 팽창도'라는 제4의 축을 따라

공간 내에서 소위 ‘시공간 팽창도’의

위상으로 이루어진 시공간 입자를 형

성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그

림32).

시공간

팽창도

3차원 공간빛

그림32. 빛과 공간(에테르)

다음으로 고전역학에서 양자역학으

로 넘어가는 중간시기에 있었던 내용

들을 보도록 하자. 이 시기는 아인슈

타인의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

는다” 주장하며 코펜하겐 학파와의 치

열한 이론적 싸움이 있었던 때로 유명

하기 때문이며 이때를 기점으로 코펜

하겐 해석을 지지하는 그룹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환원주의적 해석40)을

하는 그룹으로 나누어진 시기이기에

이에 대한 고찰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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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그림33. 전자의 충돌

전자

원자핵

+

-

당시 러더포드의 원자 모델(원자핵

주위로 전자가 행성궤도처럼 돌고 있

다는 모델)이 알려졌을 때 한 가지 문

제점이 발생하였다. 전자가 궤도를 돌

면서 그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나 고전

역학적으로 보면 전자가 회전하여 가

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빛을 방출하면

서 에너지를 잃게 되므로 원자핵에 전

자가 끌려들어가 더 이상 회전을 못하

게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그림33). 즉,

전자가 회전하는 동안 유지된 원자의

크기가 순식간에 작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주변의 물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가 항상 크기를 일정하게 유

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

게 된다.41)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어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우면서 플랑크

의 에너지 양자가설이나 아인슈타인의

광량자 가설에 잘 맞으며 수소의 스펙

트럼 관찰결과와 잘 맞는 불연속적인

전자 궤도를 가지는 원자모델을 세웠

다. 가설1 ; 원자는 전자가 회전하는

정해진 궤도들을 갖고 있다. 일정하게

회전을 할 경우에는 전자는 빛을 방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를 정상 상

태라 한다. 가설2 ; 전자가 한 궤도에

서는 다른 궤도로 전이할 때 빛(광량

자)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가설3 ;

전자가 안정된 궤도를 돌고 있을 때

(정상 상태), 전자는 고전론에 따라 행

동한다. 이러한 보어의 가설에 기초를

둔 원자 모델은 그 이론적 계산이 여

러 가지 실험 결과와 일치함을 보였

다. 1915년 프랑크와 헤르츠는 실험을

통하여 보어의 원자 모델에서 예상한

것처럼 전자의 에너지가 불연속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이

업적으로 프랑크와 헤르츠는 1925년

노벨상을 받았다. 또한 보어의 원자

모형을 기초로 계산한 결과는 수소 스

펙트럼 실험에서 얻어진 리드버그 상

수와 정확하게 일치하였으며, 보어의

원자 모형을 기초로 계산한 원자의 크

기도 실험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하였

다.42) 이는 보어의 가설이 수소 원자

의 경우 옳았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왜 전자의 궤도가 불연속인지, 왜 불

연속적인 에너지만을 요구하는지, 전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랐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 속에서 하이

젠베르그, 슈뢰딩거, 보른, 디랙 등 많

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하여 현재의 양

자역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43)

그런데 보어가 원자 모델을 형성하

면서 세웠던 앞의 세 가지 가설은 시

공간의 휨이라는 우주공간에 적용되는

거시적 관점을 곡률입자의 도입을 통

해 원자 레벨의 미시적 관점에서 원자

핵 주변 시공간의 휨이라는 관점으로

똑같이 적용시키게 될 때 근거가 충분

히 제공되어 진다. 전자는 원자핵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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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형성된 휘어진 시공간을 돌기 때

문에 원자핵 주위를 회전하면서도 에

너지를 잃지 않고 원자핵으로 끌려들

어가지도 않게 되는 것이다.44) 따라서

슈뢰딩거의 파동방정식에 의한 전자구

름이라는 현대의 원자 모델 이면에(전

자를 파동으로 보는 관점 이면에), 곡

률입자의 도입으로 미시적 레벨의 시

공간 휨라는 시공간 입자적 관점에서

원자 모형을 아울러 볼 수 있게 된다.

슈뢰딩거 방정식의 파동 방정식은

복소수 파동함수이다.45)

    

여기서 의 시간 함수에 해당하는

 를 복소평면에 그래프로 그려보

면 다음과 같다(그림34).





 

그림34. 복소평면상의 의 시간 함수

그런데 4차원 민코프스키 공간에서

로렌츠 변환에 대한 불변량인 간격은

    

  

와 같다. 이는 시간 좌표를 허수 축

으로 놓으면 공간과 시간은 서로 혼합

되며 상호 변환가능하게 된다. 시간과

공간은 더 이상 구분되지 않고 시공간

으로 섞이게 된다. 즉 4차원 민코프스

키 공간에서의 위치 4차원 벡터는

      라 정의된다. 이러한

의미로 볼 경우 상대성이론이 적용되

는 4차원 민코프스키 공간은 복소평면

을 형성하며 공간과 시간은 상호 허수

() 관계를 이룬다.46)

따라서 거시세계에 적용되는 4차원

민코프스키 공간에서도 시간축과 허수

관계를 이루는 것이 공간축이므로, 결

국 이를 원자 레벨의 미시세계에 적용

시킬 경우, 시간축의 허수 관계를 이

루고 있는 것이 공간축이 되므로 슈뢰

딩거 방정식의 복소수 파동함수 는

시간과 공간과의 문제로 귀착된다. 

의 시간 함수  의 는 1, 2, 3, 4

초 흘러가는 시간의 진행(그림34에 있

어서 각운동)으로 보고 그림34의 가로

축 의 주기적 변화는 1, 2, 3, 4초 시

간의 진행이 될 때 주어지는 1, 2, 3,

4초 각각에 해당하는 초당 상대적 경

과 시간 크기(외부관찰자 관점, 시간

의 팽창 변화, 예를 들어 시간의 주기

가 2배 늘어났으면 0.5초, 3배 늘어났

으면 0.33초를 뜻함)의 주기적 변화로

보며, 세로축 의 주기적 변화는 그

때의 상대적 공간 거리의 주기적 변화

(외부관찰자 관점, 공간의 팽창 변화)

로 보면(시공간 팽창도가 증가시 초당

경과 시간은 줄어들고 공간 거리는 늘

어남으로 그 리듬을 정확하게 따르고

있음으로), 이는 정확하게 시간과 공

간 양쪽에 관여하는 시공간 팽창도의

파동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복소수 파

동함수 는 4차원 공간상의 ‘시공간

팽창도’의 위상 파동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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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5. 전자의 이중 슬릿 실험

최근에 슬릿의 실험에서 전자를 하

나씩 투사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전자

를 하나씩 투사시키면 스크린 벽에 그

림35와 같이 ‘빽빽하게 밀집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즉, ‘전자가 많

이 투사되어 날아온 곳과 그렇지 않는

곳’이 생기게 된다.47) 이러한 실험 결

과를 통해 막스 보른은 슈뢰딩거의 파

동함수의  이 입자 한 개씩 날아오

는 전자의 개수에 대한 분포(확률밀

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파

동함수 는 입자를 발견할 확률의 파

동(확률밀도의 진폭)으로 해석하였다.

보른은 이와 같은 ‘슈뢰딩거 방정식의

확률적 해석’으로 1954년도에 노벨 물

리학상을 수상한다.48)49)

그런데 막스 보른이  이 확률밀

도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유체 흐름의

연속방정식을 통해  는 유체 밀도

와 같음을 알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즉  을 유체 밀도의 개념을

빌려와 확률밀도로 해석하게 되었

다.50)

그러나 여기에 시공간 팽창도의 개

념을 적용할 경우 파동함수 를 확률

의 개념이 아닌, 원래의 유체역학적인

개념 쪽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시공

간 팽창도는 해당 시공간의 시간과 공

간 양쪽을 관여하고 공간 좌표 자체의

조밀성을 결정하게 됨으로, 결국 그

공간 내에서 입자들이 내부적으로는

균일하게(확률이 동일하게) 분포되고

있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볼 때 시공

간 팽창 정도에 따라 불균일하게 분포

하는 것으로 보이게 됨으로 결국 확률

적 해석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보른의 확률적 해석은 시공간

팽창도의 변화로 말미암는 공간 좌표

자체의 조밀성 변화(시공간 팽창의 변

화)로 재해석된다.

중력파는 휜 시공간의 잔물결과 같

다. 중력파가 통과하면 공간 자체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한다.51) 공간 자체

의 수축과 팽창은 시간 주기의 수축과

팽창을 동반함으로 중력파 역시 4차원

공간상의 시공간 팽창도의 위상 파동

으로 재해석된다.




∝
 ∝

에너지원

그림36. 에너지원과 에너지 입자

A B

어떤 에너지원이 있을 경우 에너지

원 주변에는 에너지의 장(field)이 형

성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력, 전자

기력이며, 빛의 조도도 포함시킬 수

있다. 중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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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전자기력은

  



이며, 빛의 조도는

조도 

광도

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거리의 제곱

에 반비례한다. 이 역자승의 법칙들은

이러한 힘들이 그림36과 같이 에너지

원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 공간으로 에

너지 입자가 퍼져나가면서 에너지장이

형성된다고 가정할 때 성립하게 된다

(중력, 전자기력, 빛은 모두 곡률입자

로 설명된다). 이는 에너지는 일의 다

른 모습이며, 일은 단위거리를 움직이

게 하는 힘과 비례하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는 움직이는 거리가 고정되어

있을 경우 힘과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플랑크의 양자

론에 의하면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

고 의 에너지를 가진다.52) 또한 전

자기파는 광속으로 위상 파동이 이동

한다.53) 따라서 에너지원으로부터 양

자화된 에너지 입자들이 양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형태이다(cf. 장의 양자

론54)). 일정거리 에 떨어져 있는 양

파 껍질 같은 구면의 총에너지를 계산

해 보자. 구면에 위치한 양자화된 에

너지 입자 하나의 에너지의 크기는





에 비례한다. 반면에 구의 표면적

은 에 비례하여 커지기 때문에 구면

에 존재하는 입자의 수도 에 비례하

여 커진다(에너지 입자의 크기가 일정

하다고 볼 때). 따라서 거리 위치에

배치된 구면의 총에너지는




×  

로 처음 에너지원(에너지원이 구(球)

라고 가정)의 표면으로부터 나오던 총

에너지와 같아진다. 따라서 처음 에너

지원으로부터 나온 양자화된 에너지

입자 하나가 거리 만큼 퍼져나갈 때

는 입자의 수가 배로 늘어나며 낱낱

의 입자 하나의 에너지는 



만큼 줄

어든다 할 수 있다. 이는 역으로 



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 개가

합해지면 의 에너지를 가지는 입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따라

서 양자 에너지는   이므로, 진동

수 를 가진 n개의 입자가 하나의 입

자로 합쳐지면 n배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되므로 결국 진동수 n를 가

진 입자가 된다. 이는 에너지원 자체

의 표면적은 적기 때문에 작은 표면을

통하여 많은 에너지 입자가 나오기 위

해서는 여러 입자가 하나의 입자로 합

쳐져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시
공
간

팽
창
도 3차원 공간

그림37. 4차원 질량-에너지 보존 가설

가

나
다

그런데 진동수는 시공간 팽창도를

반영함으로 위의 내용은 그림37과 같

이 4차원 공간상으로 확장된 질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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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볼 수 있다. 이

는 4차원 질량-에너지 보존 가설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에너지 입자가 시공

간 팽창도의 방향인 ‘깊이’ 방향으로

축적됨을 의미하는데, 입자 n개가 하

나로 모이면 진동수가 n배 증가하여

에너지가 n배 증가함을 뜻함으로 양자

역학의 터널링 현상을 파동이 아닌 입

자적으로 설명 가능하게 한다. 이는

일정한 밀도를 가진 물질이 겹칠 경우

밀도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원

리로 추정된다.

또한 이를 파동의 측면에서 보아 3

차원 공간상의 입자의 갯수의 합을 파

동의 중첩으로 생각할 때 진폭의 증가

로 해석 가능함으로 결국 이는 양자에

있어서 진동수 증가와 진폭 증가의 상

호 교환 가능을 의미하게 된다.

에너지원에서 광자가 나오는 경우

빛을 내게 된다. 그런데 광자가 처음

나올 때의 진동수가 가시광선 범위에

있다가 그림36과 같이 어느 순간 가시

광선 범위보다 파장이 넓은 광자(에너

지가 보다 낮은 광자)로 쪼개질 경우

색깔을 잃어버리게 되고 색깔을 띠지

않는 여러 광자로 분리하게 된다. 따

라서 가시광선 범위에 들어있는 진동

수를 가진 광자가 유지되는 영역을 불

꽃이라 정의할 수 있다(그림38).

가시광선 

범위의 

진동수를

가진 광자

가시광선

범위를

벗어난

진동수를

가진 광자

에너지원

불꽃

그림38. 광자의 쪼개짐과 불꽃

불꽃의 형성 원리를 위와 같이 추정

하게 됨으로 불꽃을 이루는 구성 요소

는 광자(주변 공간과 양(+)의 차이를

보이는 시공간 팽창도를 가진 시공간

입자)자신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성경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

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하였

고,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연히 불수레와 불

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

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하여 떨기

나무에 붙은 타지 않는 불꽃과 같은

종류의 영적인 불꽃이 있음을 기록하

고 있다. 그런데 가시광선 범위의 진

동수를 가진 높은 시공간 팽창도를 가

진 시공간 입자들의 모임을 불꽃이라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우

리가 흔히 보는 불꽃은 위의 현상과

물질을 매개체로 한 빛의 산란이 함께

존재함으로써 쉽게 관찰할 수 있게 되

는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앞으로 설명되어질 바와 같이

마음의 힘이 시공간 팽창도와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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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 입자들

의 겹침으로 큰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생성되어 에너지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게 됨으로 상온핵

융합기술의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게

되며 또한 본 양자중력공간 가설을 통

해 그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55)56)

따라서 ‘시공간 팽창도’라는 제4의

공간 축을 가지는 4차원 공간의 기본

단위 입자인 곡률입자를 정의함으로써

중력자 겸 광자를 설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영적 현상들을

함께 설명할 수 있게 된다.

8. 마음의 물리적 구조와 특성

우리 몸에서 마음이 존재하는 부위

에 대하여 3가지 설이 있는데, 첫째는

뇌에 있다는 것, 둘째는 심장에 있다

는 것, 셋째는 몸 전체에 퍼져 있다는

것이다. 이중 본 논문은 몸 전체에 퍼

져 있다는 설을 지지하며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옛날의

추억을 떠올리게 될 때, 단지 두뇌에

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심

장 부위에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온 몸 전체에서 옛날의 감각이 기억되

어 생생한 느낌으로 와 닿아 손발에

힘이 주어지고 심장은 뛰고 흥분하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 과거에 대한 내

용, 감정, 감각, 근육의 긴장상태 등이

함께 떠올려진다. 이로써 마음은 온

몸에 펼쳐져 있는 형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57) 최면상태에서 마음을 평온하

게 유지하며 마음으로 팔의 움직임을

상상하여 이미지를 그리면 팔은 마음

에 상상한대로 움직인다.58) 따라서 인

체의 해부조직학적 구조 이전에 마음

에 의해서 몸이 조정되고 움직이는 것

으로 추정된다. 환지통은 잘려나간 신

체 부위에서 느끼는 만성 통증을 말하

는데 환상지를 가진 환자의 80-90%에

서 나타난다.59) 또한 잘려나간 사지가

움직이는 것을 본인이 느낄 때도 있

다.60) 잘려나간 팔다리의 움직임과 감

각을 느끼는 것은 결국은 마음이므로

팔다리에 해당하는 마음 구조물이 소

실되지 않고 있어 팔다리가 아직 있음

을 느끼며 팔다리의 움직임을 느끼며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음은 온몸에 펼쳐져있

는 온몸과 같은 모양을 가진 구조물로

추정된다. 사람은 ‘나’를 지칭할 때 자

신의 마음을 가리켜 ‘나’라고 표현한

다. 그런데 사람이 죽은 후 육체와 분

리되어 나오는 영체를 볼 경우 살아있

을 때의 ‘나’의 모습과 동일한 형태를

갖고 나온다. 이로 보건데 마음은 온

몸과 같은 형태로 온 몸에 펼쳐져 있

는 존재로 추정되며, 마음은 영체의

다른 표현인 것으로 짐작된다. 참고로

영체란 진리가 담긴 마음에 영혼불멸

의 속성이 합쳐져 어떤 체(體)를 이루

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1)

옛 문서에 “만 가지 선을 행하고 악

을 버리면 성(性)을 통하고 공(功)을

다하여 하늘로 올라간다”하였고 “우주

안과 아득한 하늘 밖에 주재가 엄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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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여 참되고 선한 것을 기르며 모

질고 악한 것을 없애면서, 만물을 거

느리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것이라고

믿는다”하였으며 “하늘의 법을 지키며

천심을 인심에 미치게 했으며 선을 행

하게 하고 악을 없애니 백성들이 교화

되어 천하가 편안해졌다” 했으며, “조

물주는 사람을 만들 때 선은 기르고

악은 멸하여 만물을 거느리려고 한 것

이 아닌가. 체질(體質) 외에 정령(精

靈)이 있어서, 선을 세우고 악을 없애

어 성(性)을 통하고 공(功)을 다하면

몸은 비록 죽을지라도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 신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가....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자기

의 본성을 지키면서 뜻을 키우고, 착

한 행실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하늘

을 우러르고 땅을 굽어보더라도 부끄

러움이 없다면, 설사 죽어서 남는 것

이 없다하더라도 족하지 않겠는가”하

여 한민족은 예전부터 성(性)을 통하

고 공(功)을 다하는데 있어서 선(善)을

행하고 악(惡)을 멀리하는 것을 핵심

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

다.62)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하여 마음의 선(善) 또는 성결

(聖潔)의 정도를 마음의 시간 흐름을

결정하는 핵심으로 추정한다.

사람이 선하면 마음 그릇이 넓어지

고 마음 그릇이 넓으면 주위의 어떠한

자극에도 감정이 쉽사리 요동하지 않

게 되어 마음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 이와 같이 마음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의 상태에

서는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은 것 같

은데 실제로 시간이 많이 흐른 것을

체험하게 된다. 반면, 사람이 악하면

마음 그릇이 작아지고 마음 그릇이 작

아지면 주위의 가벼운 자극에도 감정

이 쉽게 요동하여 마음에 고통과 불만

이 넘치게 되고 또한 그것을 표현하게

된다. 이와 같이 마음에 고통과 불만

이 넘치는 마음의 상태에서는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은 것을 체험하게 된

다. 이로 보건데 마음은 시간의 흐름

이라는 요소를 주요 속성으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마

음이 가지는 시간의 흐름의 속성을 심

리적인 것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물리

적 실체로 본다.

따라서, 마음 그릇에 담기는 것은

선(善)이라고 보는데, 선(善)은 진리

(眞理)로 인한 속성으로 볼 수 있으므

로 진리가 마음 그릇에 얼마나 담겨져

선(善)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 마음

의 시간의 흐름의 속성이 결정되는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환자에게 최면을 걸었을 때 시간 인

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최면을 했었던

시간을 원래 시간보다 40% 정도 적게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최면을 하면

자기가 느끼는 시간보다 주변 시간이

상당히 빨리 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다.63) 이는 마음에 있어서 시간의 흐

름이라는 요소가 주요 속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사람이 최면 상태에 있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마음이란 공간(마음을 그릇

이라 함으로) 속에 이미지를 그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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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하면, 마음 공간 속의 이미지의

움직임(의 속도)은 전혀 동일하게 느

껴진다. 이는 마음 공간 속의 이미지

움직임의 고유 속도는 외부 공간의 시

간의 흐름이 느리고 빠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는 결

국 마음 공간 내면의 시간 팽창 정도

와 내면의 공간 팽창 정도가 동일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시공간 팽창도’의

개념을 일반적인 공간에서와 같이 동

일하게 도입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음

은 ‘시공간 팽창도(시간의 흐름)’라는

물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4차원 공

간의 또 다른 한 형태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공간과 마음은 모두 4차원

공간으로서 근본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앞에서 마음과 영체는 몸 전체에 퍼

져있다는 설을 지지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마음과 영체가 공간의 일종임을

생각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조직을 담고 있는

공간자체가 바로 수축된 공간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영체요,

마음이 담기는 그릇이라 보면 명확해

진다. 붕어빵의 빵틀처럼 수축된 공간

구조가 세포 조직을 담고 있는 빵틀인

것으로 추정된다. 빵틀의 조절은 마음

의 선의 농도로 조절된다. 따라서 이

곳이 바로 마음과 몸을 연결하는 연결

점으로 생각된다.

공간은 이처럼 그림39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킵

S.손은 이러한 두 가지 패턴을 휘어진

시공간 패러다임, 평평한 시공간 패러

다임이라 하여 관점의 차이로 소개64)

한 적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시공간

의 형태 차이로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를 각각 ‘펼쳐진 공간 구조’, ‘수축된

공간 구조’라 한다.

격자 간격 수축

(그림22의 오른쪽)

:시공간 팽창도 2배

시공간 팽창도가 2배 

큰 공간에 대한 외부 

관찰자가 되어 표준공

간에서 시공간 팽창도

가 2배 큰 공간을 바

라볼 때의 관점과 같

음. 팽창된 공간 모습

을 관찰하게 됨. 시공

간 팽창도가 클수록 

격자 간격이 넓어짐. 

시공간 팽창도가 2배 

큰 공간의 내부 관찰

자가 되어 시공간 팽

창도가 2배 큰 공간

에서 표준공간을 바

라볼 때와 같음. 수

축된 공간 모습을 관

찰하게 됨. 시공간 

팽창도가 클수록 격

자 간격이 좁아짐.

-양(陽)에 해당

-내부관찰자가 경험

하는 공간의 형태

-중력을 경험하는 

공간의 형태

-휘어진 시공간 패

러다임에 해당 

(길이를 재는 자는 

고정되어 있는데 시

공간이 휘어져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  

-음(陰)에 해당

-외부관찰자가 관찰

하는 공간의 형태

-마음과 영체를 이

루는 공간의 형태

-평평한 시공간 패

러다임에 해당

(시공간은 평평한데 

오히려 길이를 재는 

자가 수축하는 것으

로 보는 시각)

그림39. 공간의 2가지 형태(음양의 관계)

 격자 간격 팽창

(그림20의 오른쪽)

:시공간 팽창도 2배

펼쳐진 공간 구조 수축된 공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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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과 영체는 ‘수축된 공간 구조’

의 형태로 설명될 수 있다. 얕고 좁은

마음과 깊고 넓은 마음을 시공간격자

모형으로 표현하면 그림40과 같다.

얕고 좁은 마음 깊고 넓은 마음

그림40. 마음 (수축된 공간 구조)

여기서 마음을 ‘수축된 공간 구조’로

보기 때문에 시공간 팽창도가 상대적

으로 큰, 깊고 넓은 마음 구조의 격자

간격을 조밀하게 표시하였다. 수축된

공간 구조에 빛을 비추면 격자 조밀성

으로 인하여 물질과 동일하게 빛의 굴

절을 일으키게 됨으로 격자 조밀성은

물질의 밀도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로써 수축된 공간 구조는 공

간이면서도 물질의 고유 특성을 가지

게 되어 투명한 매질과 같이 물질과

공간의 중간적 성질을 보이게 된다.

사람이 선할수록 마음의 그릇이 깊

고 커짐으로 (마음이 평강하게 되

며)65), 마음 공간의 시간의 흐름이 느

려지고 시공간 팽창도는 커지게 된다.

또한 시공간 팽창도가 큰 ‘수축된 공

간 구조물’을 볼 때 그 내부 공간은

시공간 팽창도에 비례하여 커짐으로

그릇이 커진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러한 점을 비추어볼 때 ‘깊이’라는 표

현은 마음 구조물의 ‘시공간 팽창도’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성경 에베소서 3장 18-19절에는 “능

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

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

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여 마음이 넓이, 길이, 높이 외에

깊이라는 속성을 가진 4차원 공간 구

조로 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것을 참고하여 본 논문은

시공간 팽창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

지고 있는 4번째 공간 축을 ‘깊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결국, 마음과 (우주)공간은 다 같은

공간으로 동일하다고 보나, 마음과 외

부관찰자가 보는 (우주)공간은 ‘수축된

공간 구조’로, 내부관찰자가 경험하는

(우주)공간은 ‘펼쳐진 공간 구조’로 서

로 음과 양의 관계를 가진다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마음의 물리적 구조에 대해

서 다시 정리하면 첫째, 몸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몸 전체에 분포되

어있고, 둘째, ‘수축된 공간 구조’로 되

어 있으며, 셋째, 시간의 흐름(시공간

팽창도)이라는 주요 속성을 가지며,

넷째,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짐작한다.

9. 공간, 마음, 물질과의 관계

옛 문헌에 대우주와 소우주라 한 것

은66)67) 공간과 마음이 하나임을 반영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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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힘

그림41. 마음과 마음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서로의 시공간 팽창률이 정확히 일치함)

시
공
간

팽
창
도

공간

수
축
된  
 
공
간

차
지
하
는

공
간

이를 물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수축

된 공간 구조’에 해당하는 마음 자체

의 시공간 팽창도와 마음이 차지하고

있는 (펼쳐진)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

는 서로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그림41). 이는 ‘시공간 팽창도’

자체로 에너지를 유발하기 때문에 서

로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

안정해지기 때문이다. 마음에 해당하

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이 펼쳐진 공간

내에 안정되게 놓이기 위해서는 마음

자체와 마음이 놓이는 (펼쳐진) 공간

간의 시공간 팽창도는 정확하게 일치

되어야 한다.

결국, 마음의 선(善,성결)을 깊이 이

룬 만큼 마음 자체의 시공간 팽창도가

결정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마

음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시공간 팽

창도 역시 결정되는 것으로 추정되므

로 이로 인하여 주변 공간과의 시공간

팽창도의 차이가 생겨 그림41에서와

같이 퍼텐셜 에너지를 형성하게 되어

힘이 발생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바로

이것이 마음의 힘의 내면구조인 것으

로 추정된다.

양자 생물학을 주장했던 러시아계

미국인 생물학자 글렌 레인은 모든 생

물은 몸과 마음이 합해진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68) 한민족 고유

전통 사상을 비롯하여 불교 사상 역시

모든 만물은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성경 시편 148

편 3절에서도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

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하고 이사

야 55장 12절에서도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

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

닥을 칠 것이며”하여 모든 만물은 서

로 질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마음에

해당하는 ‘수축된 공간 구조’를 공통적

으로 가지고 있다고들 말한다.

그런데 그림41에서 살펴본 것과 같

이 마음에 해당하는 수축된 공간 구조

물은 자신의 ‘시공간 팽창도’의 속성으

로 말미암아 주변 공간상에 ‘시공간

팽창도’의 연속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인력을 형성하게 됨을 짐작할 수 있

다. 이때 물체와 결합되어 있는 수축

된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는 주변 공

간의 ‘시공간 팽창도’보다 높다고 짐작

된다. 만약 낮을 경우는 척력의 형성

으로 물체 입자가 서로가 뭉쳐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기 때문이

다. 또한 물체와 마음에 해당하는 수

축된 공간 구조물이 결합될 수 있는

것은 비록 재질은 물질과 ‘수축된 공

간 구조’로서 완전히 틀리지만 세부

형태가 완전 동일하기 때문이라 짐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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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 물체의 구성과 만유인력의 발생

만유인력

시
공
간

팽
창
도

공간

만유인력

수
축
된  
 
공
간

물

질
차
지
하
는  
 
공
간

모든 물체는 만유인력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물체에 있어서 인력을 형

성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이론적

뿌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물체 자체만으로는 처음부터 인

력을 형성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만물은 만

물의 형태와 같은 마음에 해당하는

‘수축된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고 ‘수

축된 공간 구조는 그 속성으로 ‘시공

간 팽창도’를 가지고 있음이 짐작되므

로 그림42와 같이 ‘수축된 공간 구조’

로 인하여 인력을 가지게 된다고 볼

때 이것은 만유인력의 내면구조인 것

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만유인력의 근

원이 물체 자체에 있지 않고 물체와

결합되어 있는 마음에 해당하는 ‘수축

된 공간 구조’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

다.

또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인체의 부

패 상황을 보자. 살아있을 경우 즉, 영

체(마음)가 인체와 결합되어 있을 경

우는 생리학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하며

자기 회복력을 동원하여 인체의 세포

가 흐트러지지 않고 유지되며 정상 기

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사망을

당하여 영체(마음)가 인체에서 분리되

는 순간부터 인체의 세포는 서로 결합

하려는 힘을 잃어버리고 흩어지며 부

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영체(마

음)에 해당하는 ‘수축된 공간 구조’가

세포를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묶어주

는 끌어당겨 모우는 힘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이로 통해 보건대 만유인력

의 근원은 그림42에서 설명한 것과 같

이 물체 자체보다는 그 물체와 결합되

어 있는 동일한 구조와 형태를 갖는

마음에 해당하는 ‘수축된 공간 구조’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좌변은 시공간 기하의 휘어짐을 나타

내며 우변은 시공간에서의 물질의 질

량 밀도(질량-에너지-운동량 분포)를

나타낸다.69)

이러한 중력장 방정식은 그림42에서

설명한 바에 의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

로 재해석할 수 있다.

① 우변의 물질의 질량 밀도는

② ‘수축된 공간 구조’의 ‘시공간 팽창

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는

③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를 결정하고, 이는

④ 주변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의 연

속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이는

⑤ 좌변의 시공간 기하의 휘어짐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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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다.

따라서 이렇게 물체와 결합되어 있

는 수축된 공간 구조의 시공간 팽창도

개념으로 물질 질량 밀도 개념을 재해

석할 수 있음으로 인해 곡률입자에 의

한 중력의 새로운 해석에 균형을 맞추

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시간과 공

간 그리고 ‘수축된 공간 구조’와의 밀

접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중력장 방정식

에 있어서 좌변의 시공간 기하의 휘어

짐을 그 아름다운 기하학적 구조로 해

서 ‘대리석’에 비유했다. 아인슈타인에

게 있어 시공의 곡률은 아름답고 고요

한 그리스 건축물의 축도와 같았다.

그러나 질량-에너지-운동량의 분포를

표현하는 우변은 싫어했다. 그는 이것

을 추한 것으로 여기고 ‘나무’에 비유

했다. 아인슈타인의 대 계획은 나무를

대리석으로 바꾸는 것, 즉 물질에 대

해 완벽한 기하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었다.70) 따라서 본 양자중력공간

가설은 우주의 모든 힘과 입자들을 순

수하게 기하학적으로 유도하고자 하였

던 아인슈타인의 꿈을 거의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후보자라

할 수 있다.

수축된 공간 구조의 영향에 의하여

주변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의 미묘한

연속적 변화가 그림42와 같이 형성하

는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시공간

팽창도’의 양(+)의 차이를 가진 곡률입

자를 광자라 할 수 있게 됨으로 결과

적으로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빛(생체

광자)으로 나타나게 되며 신체 주위

공간은 전자기적 속성(생체자기)을 보

이게 된다.71) 현재 생체광자와 생체자

기에 대한 연구는 서울대를 포함한 국

내외 유명대학에서 심층 연구 중에 있

다.

그림43. 완전한 잎(좌), 줄기만 남은 잎(우)

그림43은 잎을 촬영한 킬리안 사진

이다. 왼쪽 그림은 완전한 모양의 잎

을 촬영한 것이며 오른쪽 그림은 잎사

귀는 찢어 없애고 잎의 줄기만을 남겨

놓고 찍은 사진이다. 그런데 잎사귀의

원 모습을 유지하는 빛 형태를 볼 수

있다. 물질인 잎사귀가 없음으로 빛의

근원이 잎 세포의 DNA라는 물질 자

체는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생체광자의 근원

이 세포의 DNA 물질 자체에 있는 것

이 아니라 물질(특히 DNA)과 결합되

어 있는 ‘수축된 공간 구조’에 있는 것

으로 추정한다.

사람의 마음이란 엄밀히 따진다면

마음 그릇에 해당하는 ‘수축된 공간

구조’와 그 속에 담기는 진리로 나눌

수 있다. 마음 그릇 안에 진리가 얼마

나 담겨져 선(善,성결)을 이루었느냐에

따라 마음의 시간의 흐름(시공간 팽창

도)이 결정되어지므로 사람의 영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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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영혼불멸의 속성+체(體))에서 나는

빛의 밝기 역시 달라진다고 추정된

다.72)

사람은 육체(①)와 마음 그릇에 해

당하는 ‘수축된 공간 구조’(②)와 마음

그릇에 담기는 진리(③)와 같이 삼중

구조로 되어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물체는 사람과 같이 진리와

같은 마음 그릇에 담겨지는 내용물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음으로 간

단히 물질과 마음에 해당하는 ‘수축된

공간 구조’의 이중 구조(또는 불완전

한 3중 구조)로 되어있다고 추정되어

진다. 참고로, 사람의 구조에 대한 또

다른 분류 방법으로는 영혼육의 삼중

구조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영이란 마

음 그릇에 말씀, 진리가 담겨져 일구

어진 것을 말하는데 여기엔 생명의 씨

가 함께 있으며, 혼이란 뇌세포 안의

기억장치와 그 안에 저장된 내용물들

그리고 이러한 내용물들을 재생해서

활용하는 생각을 포함하여 말하는 것

이며, 육이란 물질로서의 육체를 말한

다고 한다.73)

그림44. 입자의 이동과 파동의 형성

시
공
간

팽
창
도

3차원 공간

수
축
된
   
공
간

물

질

주변 공간의 평균
시공간 팽창도

복원력파동 형성

이동

그런데 마음에 해당하는 ‘수축된 공

간 구조’는 시공간 팽창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물체가 소속된 펼쳐진

공간상에도 시공간 팽창도의 상승이라

는 자취를 남기게 된다(그림44). 물체

의 이동시 ‘수축된 공간 구조’의 이동

도 함께 발생함으로 인하여 물체가 소

속되어 있는 펼쳐진 공간상에 남아있

던 상승된 시공간 팽창도는 주변의 펼

쳐진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로 되돌아

가고자 하는 복원력이 작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물체를 감싸고 있는 펼쳐진

공간 주변으로 시공간 팽창도의 위상

파동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

물체는 입자성과 파동성을 공유하게

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45와 같이 전자를 이용한 간섭

실험에서 (가)와 같이 간섭무늬가 형

성될 수 있는 것은 그림4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입자 이동에 따르는 잔물결

처럼 형성되는 시공간 팽창도의 위상

파동의 효과 때문으로 추정된다. 여기

서 (나)와 같이 광원을 켜면 간섭무늬

가 사라지는 것은 입자의 이동에 의해

형성되는 파동과 광자와 광자의 이동

에 의해 형성되는 파동은 같은 성격을

지님으로 상호 교란이 일어나 간섭무

늬를 소실하게 되기 때문으로 추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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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총

전자총 광원

(가)

(나)

그림45. 전자를 이용한 간섭실험

이러한 현상은 공간이 시공간 팽창

도(깊이)를 4번째 공간 차원으로 가지

고 있는 4차원 공간 구조를 이루고 있

고 빛의 매질인 에테르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

다. 입자의 이동으로 형성되는 파동은

시공간 팽창도의 위상 파동으로 추정

되며, 따라서 파동의 위상속도는 전자

기파나 중력파와 동일한 광속일 것으

로 짐작된다. 이러한 파동의 대표적인

예로 광자와 전자의 이동시 감지되는

파동과 최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중력파를 들 수 있다.

결 론

본 논문의 요지는 ‘시공간 팽창도’의

개념 도입을 통한 새로운 ‘양자중력공

간’ 가설 고찰에 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 있어 시

간과 공간에 대한 상대성 원리를 재정

립함으로 ‘시공간 팽창도’라는 정(靜)

적인 개념을 유도할 수 있다.

공간의 기본 구조는 4차원 공간 구

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4번째 공간차원이 ‘시공간 팽창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공간

의 시간 팽창도와 공간 팽창도는 항상

동일함으로 모든 관성계 내에서 광속

은 항상 일정하게 된다. 반면 관성계

외의 관점에서는 광속을 벗어나는 속

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공간 팽창도’가 연속적으로 변하

는 시공간연속체에서는 힘이 형성되는

데 이는 중력의 내면구조를 이루고 있

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공간 팽창도’

의 양(+)의 차이는 빛의 속성을 나타

내는데 이는 광자의 내면구조를 이루

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4차원 공

간 자체는 빛의 매질인 에테르에 해당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시

공간 팽창도’의 도입은 곡률입자와 광

자를 함께 설명할 수 있게 됨으로 새

로운 ‘양자중력공간’ 가설을 유도하게

된다. 곡률입자와 광자가 함께 설명됨

으로 ‘양자중력공간’ 가설의 기본 단위

입자를 일컬어 ‘빛나는 곡률입자’라 표

현할 수 있다.

공간은 ‘시공간 팽창도’의 속성에 의

해 퍼텐셜 에너지를 가지는데 이는

‘기운’의 중요한 골격을 이루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음과 마음이 차지하는 공간은 다

같이 공간 구조이자 ‘시공간 팽창도’가

일치함으로 인해 하나로 여겨지나, 각

각 ‘수축된 공간 구조’, ‘펼쳐진 공간

구조’로서 서로 음양의 관계에 있다고

짐작된다.

마음의 선함(성결)의 정도는 마음에

해당하는 ‘수축된 공간 구조’의 '시공

간 팽창도'를 결정하고 이는 마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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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추정된다.

만유인력의 근원은 물질 자체에 있

지 않고 물질과 결합되어 있는 마음에

해당하는 ‘수축된 공간 구조’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입자가 이동할 경우 공간에 시공간

팽창도의 상승이라는 흔적을 남기게

되고 주변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로 되

돌아가려는 복원력의 작용으로 파동을

형성한다. 이러므로 모든 움직이는 입

자는 입자와 파동 이중적인 모습을 갖

게 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결과 지구에 중력이 존재하

는 것, 물체에 만유인력이 존재하는

것, 빛이 있는 것, 몸 주변에 광채가

나는 것(생체광자), 몸 주변에 생체 자

기장이 형성되는 것(생체자기) 모두,

‘시공간 팽창도’의 차이와 변동에 의해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누군가 소망 하였듯이, 엄청난 중력

의 힘이 빛으로 분산되어 전자기력에

이르게 된다 표현할 수 있으며74) 그

매개체는 바로 4차원 공간 자신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양자중력공간 가설은 4차원

(영의)공간, 시공간을 초월한 순간이

동, 기운, 마음, 마음의 힘, 영체에 대

한 내면구조를 설명할 수 있게 함으

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무게도 없는 영의 세계에 대한 물리학

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현대 우주론에서 미해

결 문제로 남아있는 블랙홀,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의 정체까지도 논할 수 있

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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