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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공간 팽창도라는 새로운 개념 도입을 통하여 4차원 공간(5차원 시공간) 구조

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모든 관성계 내의 광속은 항상 일정하므로 관성계 내의

속도는 상대론적 속도 덧셈 법칙을 따르나 관성계 외의 속도와는 고전론적 속도

덧셈 법칙을 따르게 됨을 논하였고 그러므로 초광속의 속도가 허용됨을 논하였

다. 시간의 주기와 공간의 거리는 상호 조율되어 동일한 비율로 팽창 또는 수축

되어 있음으로 ‘느린 동작의 빠른 이동’이라는 특징적인 움직임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 최종적인 시간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 시간 여행

은 사실상 물리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논하였다. 은하 거리에 따른 적색편이

의 발생을 기존 이론과 같이 도플러 효과로 해석하지 않고, 은하 거리에 따른 시

공간 팽창도의 증가에 따른 효과로 재해석함으로써 오히려 밖으로 향하는 우주

적인 척력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이것을 암흑에너지의 본질로 추정할

수 있었다. 시공간의 팽창 수축 상태에 따른 열역학적인 상태를 재조명하여 시공

간의 팽창 수축 상태에 따른 온도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음을 논하였

고 고유 상태는 보존됨을 논하였다. 활동성 은하핵으로부터 나오는 제트에 대한

천문학적 관찰 결과를 토대로 초광속 현상이 실재함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기초

로 하여 블랙홀의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별의 내파를 통하여서는 크기가 절

대 0, 밀도가 절대 ∞인 이상적인 특이점 형성은 어렵다고 보았기에, 이상적인

특이점을 허용하기 위해 블랙홀을 천체(天體)가 아닌 이상적인 특이점을 가진 시

공간 구조물의 일종으로 추정하였다. 이상적인 특이점은 웜홀의 역할을 함을 논

하였으며, 암흑물질은 이상적인 특이점으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거대한 중력장 구

조물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시공간 팽창도가 다른 여러 우주들이 양파껍질처럼

겹쳐 있는 대우주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상적인 특이점을 가진 블랙홀은 은하 형

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논하였고 그에 따른 블랙홀을 통한 은하

1) 원제목 : 5차원 시공간과 우주의 구조 (1)



- 86 -

형성 가설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키워드 : 시공간 팽창도, 초광속, 블랙홀, 웜홀,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Abstract

Four-dimensional space (Five-dimensional space-time) is introduced by accepting the 
new concept 'the degree of time-space expansion'. Because the velocity of light is 
constant in every inertial system, the relation between velocities in the same inertial 
system obey the law of velocity addition in relativisity, but the relation between each 
velocity in the different inertial systems obey the law of velocity addition in classic. 
Therefore superluminal phenomenons can be allowed. Because a period of time and a 
distance of space are expanded or constricted to a same ratio by tuning each other, 
the characteristic movement like 'slow motion and fast movement' is occurred. As a 
result, time travel can not be allowed by physics because the final differences of 
elapsed time do not differ from each other. The occurrence of galactic redshift 
according to distance from galaxy can be reinterpreted by the effect of the degree of 
increased time-space expansion, not by the effect of Doppler. According to this 
hypothesis, cosmic push power (antigravity) and dark energy can be explained clearly. 
After enough consideration of thermodynamic states according to the expansion or 
constriction of cosmic time-space continuum, the change of cosmic temperature is 
presumed not to happen fundamentally and the cosmic proper states seem to be 
preserved. By the result of astronomical observation on the jets from active galactic 
nuclei, the superluminal motion is presumed to exist really and the concept of a 
black hole can be suggested newly. Because the ideal singular point which is 
absolutely zero in size and absolutely infinity in density, seems not to be made by 
the collapse of star, a black hole is presumed to be a kind of space structure which 
has the ideal singular point, not to be a celestial object. The ideal singular point 
seems to act as a wormhole. Dark matter is presumed to be huge structure of 
gravitational field which is made by the ideal singular point. The model of grand 
cosmos is suggested as many other cosmoses with different degree of time-space 
expansion are piled up like onion structure. The black hole which has the ideal 
singular point, is presumed to play an important part of the galaxy formation, and 
the hypothesis that a galaxy is formed through the black hole is suggested newly. 

key word : the degree of time-space expansion, superluminal phenomenon, black hole, 
wormhole, dark energy, dark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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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특수상대성이론과 일반상대성이론은

시간의 흐름이 다른 공간의 존재를 설

명한다. 그런데 모든 관성계 내의 광

속은 항상 일정함으로, 결국 이를 항

상 성립시키기 위해서 해당 공간의 시

간 주기와 공간 거리는 상호 조율되어

동일한 비율로 팽창 수축 상태에 있게

된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팽창 정

도를 시공간 팽창도라 한다.

공간은 시공간 팽창도를 4번째 공간

축으로 가지게 됨으로 4차원 공간을

형성하고 시간의 축을 함께 고려하게

되면 5차원 시공간이 된다.

광속으로 달리고 있는 광자를 이루

는 공간 구조물의 시간의 흐름은 정지

해 있으며, 시공간 팽창도는 절대무한

으로 커져 있다. 그러므로 정지 상태

의 광자는 유한의 양(+)의 시공간 팽

창도를 가진 공간 입자로 추정되며 이

로써 빛을 전달하는 매질인 에테르는

바로 4차원 공간 자체임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1)

본 론

1. 광속불변법칙의 재고찰

전자기파의 파동방정식 중 에 관

한 식은




 
 


 

 

이며,

그림1.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

그림1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파동 방정식은




 
 






 

 

이다.

따라서 전자기파의 속도는

 


 ×

와 같이 광속 는 상수(constant)의

모습으로 나온다.2) 즉, 모든 관성계

내에서의 광속은 불변함을 파동 방정

식의 형태를 통해서 명백하게 알 수

있다.3)

음파는 보통 공기를 매질로 하나 액

체인 물이나, 고체인 쇠나 실, 나무 등

을 통해서도 전달될 수 있다. 또한 팽

팽하게 당긴 긴 줄에 생기는 파동이나

수면 위에 생기는 수면파 등도 줄이나

물과 같은 매질이 있어 매질이 인접한

부분을 잡아당기는 성질에 의해서 진

동이 전파되어 나간다. 즉, 파동을 전

달해 줄 매질이 없으면 파동 자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빛이 파동

이라면 빛의 매질이 꼭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빛의 매질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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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에테르’라는 이름을 부여하였다.

사람들은 빛의 매질에 먼저 이름을

붙여놓고 그 매질을 찾으려고 여러 가

지 실험을 하였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이컬슨-몰리의 실험이다.

마이컬슨-몰리 실험은 다음과 같은

원리를 활용하였다. 배가 강물이 흐르

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와 흐르는 방향

과 가로 질러 움직일 때를 비교하면

배의 엔진 출력은 동일하다고 하더라

도 배가 움직이는 겉보기 빠르기는 다

를 것임에 착안하였다. 마이컬슨과 몰

리는 빛이 매질이 흐르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와 매질이 흐르는

방향과 가로질러 움직일 때 빛의 빠르

기가 어떻게 되는지 측정하고자 하였

다. 그들은 지구 주위에는 에테르가

꽉 차 있을 것이므로, 에테르 내부를

지구가 움직일 때, 지구에서 보면 마

치 에테르가 강물처럼 흐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지구가 공전하는 움직임을

이용하여 지구가 공전하는 방향으로

빛을 보낼 때와 지구가 공전하는 방향

과 수직한 방향으로 빛을 보낼 때 빛

이 진행하는 빠르기가 다르리라고 예

상하였다. 이 효과를 그림2에 보인 마

이컬슨 간섭계라는 정밀한 측정 기구

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

리라 예상하였다. 이 실험에서 그들은

두 경우에 빛의 빠르기가 다를 것이라

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

고, 그저 빛의 매질인 에테르를 확인

하고자 원하였다.

그림2. 마이컬슨 간섭계

그런데 이 실험은 예상한 결과를 얻

지 못하였다. 만일 두 경로 사이의 빛

의 빠르기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간섭

무늬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4)

이 실험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크게 대별된다. 첫째는 흐르는 강물에

서 움직이는 배와는 달리, 에테르라는

강물을 지나가는 빛은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진행하든 또는 흐르는 방향

과 직각으로 진행하든 강물의 흐름에

상관없이 똑같은 속력으로 간다는 것

이며 이것을 ‘광속은 일정하다’는 말로

표현하였다. 즉, 에테르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광속은 항상 일정하다는 것

이다. 이것은 빛과 에테르에 대한 현

대 물리학의 주된 흐름이 현재 취하고

있는 입장으로 여겨진다. 둘째는 물체

가 주위의 에테르를 끌고 다닌다는 해

석이다. 움직이는 배에서는 공기도 함

께 움직이기 때문에 공기에 대한 소리

의 속도는 배가 움직이더라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물체가 주위의 에테르를

끌고 다닌다면 에테르에 대한 빛의 속

도가 바뀌지 않는 것으로 관찰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지구가 에테르를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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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니기 때문에 에테르 바람이 불지

않았다는 해석이다.5)

본 논문은 다음의 몇 가지 사항으로

인하여 둘째 해석을 지지한다. 첫째,

광자의 존재가 시공간 팽창도의 유한

의 양(+)의 차이를 보이는 공간 구조

물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결국 4차원

공간 자체가 빛의 전달을 위한 매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

문이다.6) 둘째, 전자기파의 파동 방정

식은 매질의 존재를 전재하고 있으며,

광속 는 매질을 기준으로 한 위상 속

도이기 때문이다. 즉, 매질에 대한 빛

의 상대 속도가 광속 로 일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관성계 내에서

의 광속은 항상 일정하다는 의미를 나

타낸다.7) 셋째, 입자 가속기에서 가속

되는 입자를 살펴볼 때, 입자의 질량

증가를, 가속되는 입자 자체의 시공간

팽창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8) 물질로서의 입자의 움직임과

물질을 담고 있는 자체 공간의 움직임

이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는 물체가 주위의 에테르를

끌고 다닌다는 것을 지지한다.

2. 동시성의 재고찰

두 시계 X, Y는 오른쪽으로 속도 

로 움직이고 있는 B기준계에 소속되

어 있다고 할 때, 정지한 A기준계에서

바라보는 두 시계 X, Y의 시간 차이

를 계산해 보자.

A

B

그림3. B기준계에 정지해 있는 두 시계

X Y

′



먼저 빛 발생기가 편의상 A기준계

에 소속되어 정지해 있다고 하고, A기

준계에 대하여 B기준계의 두 시계 X,

Y는 오른쪽으로 속도 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자.

빛 발생기에서 두 시계 X, Y를 향

해 양쪽으로 동시에 빛이 나가게 되어

두 시계 X, Y가 빛을 감지하게 되면

각자의 시계는 작동을 시작한다.

두 시계의 시간 차이를 계산하기 위

하여 그림3과 같이 두 시계 X와 Y가

B기준계에서 거리 ′만큼 떨어져

놓여있다고 하자. (즉 두 시계에 대해

정지한 기준계는 B기준계이다.) 그리

고 B기준계는 A기준계에 대해 오른쪽

으로 속도 로 움직이고, A기준계에

서 두 시계를 관찰했을 때 두 시계 사

이의 간격은 라고 하자.

속도 로 움직이는 B기준계의 두

시계 X, Y의 중간 위치에 A기준계에

있는 빛 발생기가 도달할 때, 빛 발생

기는 두 시계 X, Y를 향해 양쪽 방향

으로 동시에 빛을 발생시킨다.

만약 빛이 발생하자마자 B기준계에

소속되어 속도 로 함께 움직이는 에

테르(4차원 공간) 위를 진행한다고 하

면 에테르(4차원 공간)를 기준으로 본

광속 는 항상 일정함으로 빛은 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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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X, Y에 동시에 도달함으로 두 시

계 X, Y의 시간은 동시에 맞추어져

시간 맞춤에 의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

게 된다.

반면 빛이 A기준계에 소속되어 있

는, 정지된 에테르(4차원 공간) 위를

진행한다면 정지해 있는 에테르(4차원

공간)를 기준으로 본 광속 는 항상

일정함으로 오른쪽으로 속도 로 움

직이는 B기준계의 두 시계 X, Y에 도

달하는 빛의 도달 시간은 각기 달라진

다. 따라서 A기준계에서 관찰할 경우

왼쪽 시계가 먼저 작동을 시작하고 오

른쪽 시계가 나중에 작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때 두 시계

의 중간지점에서 출발한 빛이 두 시계

에 도달했을 때, A기준계에서 관찰한

X시계가 시작한 시간을  , Y시계가

시작한 시간을  라고 하자. 그러면

A기준계에서 관찰하였을 때 빛이 중

간지점에서 출발할 때 X시계는 그림4

에 보인 것과 같이 만큼의 거리

에 놓여있다.





그림4. A기준계에서 본 B기준계의 시계



그림5. A기준계에서 관찰한 빛이 X시계에 

       도달한 시간





 



그림6. A기준계에서 관찰한 빛이 Y시계에 

       도달한 시간

이제 A기준계에서 관찰한 빛이 X시

계에 도달하였을 때는 그림5에 보인

것과 같다. 즉, 빛이 X시계에 도달한

시간인  동안에 빛은 만큼 왼쪽

으로 진행하였고, 이 동안에 X시계는

만큼 오른쪽으로 진행하였으며 이

두 거리의 합은 원래 X시계가 위치하

였던 와 같아야 한다. 그래서 정

리하면




    ∴  


①

이다. 똑같은 방법으로 빛이 Y시계에

도달한 시간  를 구하면, 이번에는

그림6에서 빛이 만큼 진행하는 동

안 Y시계는 만큼 더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므로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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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그러면 이 ①식과 ②식으로

부터 B기준계에서는 시간이 맞추어진

두 시계가 A기준계에서는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 계산할 수 있다. 즉 시간

차이 는

     
  



이 된다.

따라서 빛이 처음 발생된 직후 빛이

진행하는 에테르(4차원 공간)가 B기준

계에 소속되어 오른쪽으로 속도 로

움직이는 에테르(4차원 공간)라면 시

간 맞춤에서 나타나는 차이 는

   …… ③

이 되나, 빛이 처음 발생된 직후 빛이

진행하는 에테르(4차원 공간)가 A기준

계에 소속되어 있는 정지한 에테르(4

차원 공간)라면 시간 맞춤에서 나타나

는 차이 는

 
  


…… ④

과 같이 된다.

3. 속도 덧셈 법칙의 재고찰9)

B A
 

그림7. 다른 관성계 사이의 속도의 합

먼저 다른 관성계 사이의 속도의 합

을 구해보자. 두 기준계 A와 B가 있

다. B기준계는 A기준계에 대해 속도

로 움직인다. 따라서 B기준계는 A기

준계에 비해 시공간이 팽창되어 있

다.10) 그런데 B기준계 내에서 속도 

로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 이 물체의

속도를 A기준계에서 관찰하니 라

했다. 그러면 는 와 로 어떻게 표

현될 것인가?

B기준계의 속도 는 A기준계에서

측정한 속도이지만 물체의 속도 는

B기준계에서 측정한 속도이다. 따라서

시간 팽창, 길이 팽창 또는 주변길이

수축, 동시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A기

준계에서 측정한 물체의 속도  를

구한다. 그러면 와  는 모두 A기준

계에서 측정한 속도이므로 이들 두 속

도를 더하면 A기준계에서 측정한 물

체의 속도 가 나온다.

그러면 B기준계에서 물체의 속도 

를 어떻게 측정하였는지 보자. 물체가

B기준계에서 거리 ′  ′ ′만큼
진행할 때 두 위치 ′과 ′에 놓인

두 시계가 시간 ′과 ′을 기록하였

다고 하자. 이 두 시계는 B기준계에서

맞추어 놓은 시계이다. 그러면 B기준

계에서 측정한 물체의 속도 는

 ′
′

′ ′
′ ′

이다. 즉 B기준계의 속도는 B기준계

의 좌표로 계산된다.

한편 이 물체의 속도를 A기준계에

서 측정한  는 A기준계의 좌표로

계산된다. 다시 말하면

 


이다. 그런데 A기준계에서 관찰한 B

의 길이 ′은 B기준계의 공간(에테

르)과 함께 움직인다. 움직이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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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팽창되므로 결국 길이는 팽창된다.

즉

  ′
이고 여기서 감마인자는 A기준계에

대한 B기준계의 속도로 계산된 것으

로

 











이다.

A기준계에서 측정한 시간 간격 

는 두 효과에 의해서 B기준계에서 측

정한 ′과 달라진다. 첫 번째 효과는

시간 지연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
을 ′으로 바꾸어 써야 한다. 두 번

째 효과는 시간 맞춤에서 나타나는 차

이다. 이 차이는 B기준계의 공간(에테

르)이 함께 움직이는 형태이므로 2항

의 식 ③에 의해 시간 맞춤에서 나타

나는 차이는 0이다. 따라서 A기준계에

서 관찰한 는 위의 두 효과를 더한

것이므로

  ′   ′
가 된다. 이제 A기준계에서 관찰한

와 를 모두 구했으므로, A기준

계에서 측정한 물체의 속도  를 계

산할 수 있다. 즉

 


′
′

 

이다. 따라서 를 구하기 위해 와

 를 더하면

      

가 된다. 즉 다른 관성계 사이의 속도

의 합은 고전적 속도의 덧셈 법칙을

만족하게 된다.

다음으로 같은 관성계 내의 속도의

합을 구해보자. 이의 대표적인 예가

원형 가속기 내에서의 입자 가속이다.

그림8. 같은 관성계 내의 속도의 합

 AB

입자 자체의 공간을 B기준계라 하

고 입자 주변의 공간(원형 가속기 내

의 공간)을 A기준계라 하자. B기준계

는 A기준계에 대해 속도 로 움직인

다. 따라서 B기준계는 속도 로 인하

여 A기준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감마

인자 만큼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팽

창한다. 역으로 B기준계에서 바라본

A기준계의 공간은 감마인자 만큼 동

시에 시간과 공간이 수축한다. 즉 주

변 공간이 수축되어 주변의 거리가 짧

아져 보인다.

움직이는 B기준계에 반영되지 않은

A기준계 내에서의 거리

′  ′ ′만큼 진행할 때 두 위

치 ′과 ′에 놓인 두 시계가 시간

′과 ′를 기록하였다고 하자. 이 두

시계는 움직이는 B기준계에 반영되지

않은 순수한 A기준계 내의 시계이다.

그러면 움직이는 B기준계에 반영되지

않은 A기준계 내의 입자의 속도 는

 ′
′

′ ′
′ ′

이다. 즉, 움직이는 B기준계에 반영되

지 않은 A기준계 내의 속도는 움직이

는 B기준계에 반영되지 않은 A기준계

내의 좌표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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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준계 내의 거리와 시간이 움직

이는 B기준계에 반영되어 표출되는

거리와 시간은 어떻게 주어질까? 우선

감마인자는 등속 이동하는 공간의 시

간과 공간의 팽창 정도를 나타냄으로

시공간 팽창도를 나타내는 인자로 감

마인자를 대용(代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

를 나타내는 기호로 감마인자 의 의

미를 확장하여 도입하기로 하자.

B A

그림9. 다른 기준계 사이의 관계성

B기준계의 시공간 팽창도   라

하고, A기준계의 시공간 팽창도는

  이라 하자. A기준계의 거리 은

B기준계에서는 거리 1/2로 반영되며,

A기준계의 시간 주시 는 B기준계에

서는 시간 주기 1/2로 반영된다. 반

대로 B기준계의 거리 ′는 A기준계에

서는 2′로 반영되며, B기준계의 시간

주기 ′는 A기준계에서는 2′로 반영

된다. 이렇게 반영된 결과가 표출된다.

그럼 A기준계 내의 순수 입자의 속

도 가 움직이는 B기준계(시공간이

팽창되어 있는 B기준계)에 반영되어

표출될 때 나타나는 입자의 속도 

는, 팽창된 B기준계에 반영되어 A기

준계에 표출되어 지는 좌표로 계산되

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라 할 때 는 ′가 팽창된 B기준

계에 반영되어 표출되어지는 거리이

며, 는 ′가 팽창된 B기준계에 반

영되어 표출되어지는 시간 주기이다.

. 그런데 A기준계 내에서의 거리 ′
는 시공간 팽창도 가 2인 B기준계의

입장에서는 ′로 수축된 형태로

인식되어진다. 따라서 B기준계에 반영

되어 A기준계에 표출되어지는 는

 

′
이다. 속도 로 움직이는 기준계에서

감마인자는 시간과 공간의 팽창 정도

를 나타내고

 











이다. 이는 시공간 팽창도를 반영한다.

A기준계에서 측정한 순수한 시간

간격 ′는 두 효과에 의해서 B기준

계에 반영되어 표출되어지는 와 달

라진다. 첫 번째 효과는 시간 주기의

팽창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를
′로 바꾸어 써야 한다. 두 번째 효

과는 시간 맞춤에서 나타나는 차이이

다. 입자 주변의 공간은 A기준계에 소

속되어 정지되어 있는 형태이므로 그

차이는 2항의 식 ④로 주어진 것과 같

아서


  







  




′

만큼 느리게 간다. 따라서 B기준계에

반영되어 표출되는 는 위의 두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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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더한 결과로

  ′
  


 ′



′ 
이 된다. 이제 B기준계에 반영되어 표

출되는 와 를 모두 구했으므로,

B기준계에 반영되어 A기준계로 표출

되는 입자의 속도  는

 



′



′ 


′

이다. 이 식의 분자와 분모를 ′로
나누고   ′′임을 이용하면

 
′


′ 


′
 












이 된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를 구

하기 위해 와  를 더하면

  


















이 된다. 즉 같은 관성계 내의 속도의

합은 상대론적 속도의 덧셈 법칙을 만

족하게 된다.

이로보건데 모든 관성계 내의 광속

은 불변하다는 것은 같은 관성계 내의

속도의 합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론적 속도의 덧셈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

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모든 관성계

내에서의 고유 속도는 광속을 초월하

지 못한다 할 수 있다. 반면 다른 관

성계 사이의 속도의 합은 오히려 고전

적 속도의 덧셈 법칙을 만족하게 되므

로 관성계 내부의 움직임에 대한 관성

계 외부 관찰자의 관점에서는 광속불

변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대물리학은 이러한 원리로 광속을

초월하는 속도를 허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광속을 초월하는 현상은

여럿 발견되었다. 1934년 소련의 물리

학자 체렌코프는 광속보다 빨리 달리

는 체렌코프 복사 현상을 발견하여

195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

다.11) 일본 NEC의 북미연구소(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 소재) 왕리준 박사

팀은 최근의 실험에서 지금까지 알려

진 빛의 속도보다 310배나 빠른 레이

저 광선 펄스를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

고 2000년 7월 20일자 영국 과학잡지

네이처에 발표했다.12) 또한 고등학교

교사들과 대학 교수, 학생 등으로 구

성된 연구팀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진

행하는 음파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고 라이브사이언스 닷컴이 2007년 1월

12일 보도했다.13)14)15) 또한 교원대는

물리교육과 김중복(42) 교수가 빛보다

6천배가량 빠른 신호를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고 2002년 4월 3일 밝혔다.16)

캐나다 Moncton대학의 Hache와 Porier
는 동축 '광자수정'으로 만들어진 120

미터 케이블을 통하여 빛보다 빠른 속

도로 진행하는 펄스를 최초로 전송하

였다. 이 연구성과는 2002년도 응용물

리속보지(Appl. Phys. Lett.) 80호에 발

표되었다.17) 

이뿐 아니라 인플레이션 이론에서

초기 우주의 팽창 속도는 광속을 초월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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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뮤온의 움직임

뮤
온

지구

자

그림10. 뮤온의 이동

특수상대성이론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뮤온의 움직임을 보자(그림10).

뮤온의 움직임은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뮤온 자신의 입장에

서 보면 자신은 고유 속도 로 움직

이나 주변 공간19)이 감마인자 만큼

수축되어 주어짐으로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지상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며, 둘째는 지상의 관찰자가 뮤온을

바라볼 때, 뮤온은 속도 로 움직이고

있고 이동해야할 거리 도 동일하나

뮤온 자신의 갖고 있는 시계를 보니

시계의 빠르기가 감마인자 만큼 느

려져 예상보다 짧은 시간에 지상에 도

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셋째

는 지상의 관찰자가 뮤온이 갖고 있는

시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뮤온의

B기준계

( )

A기준계

 ( )

그림11. 시공간 팽창도가 다른 기준계 사이의 움직임 비교

자취를 바라보니 뮤온이 이동할 거리

은 같은데 뮤온의 보폭이 커졌는지

슝-슝- 나르며 성큼성큼 진행하여 감

마인자 배 만큼 빠르게 이동(속도=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뮤온의

속도는 0.998이고 평균 수명은 2.2

이다. 정상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

리는 0.66km이다. 그러나 실제로 뮤온

은 6km의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

난다.20) 따라서 이를 수명 2.2동안

이동했다고 했을 때, 속도를 계산해보

면 뮤온은 광속의 약 10배의 속도로

이동한 결과로 나온다. 이는 뮤온의

고유속도에 감마인자 만큼의 팽창

효과가 함께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다.

따라서 이를 정리해보면, 지상의 관

찰자가 뮤온의 시계를 볼 때는 시간이

감마인자 만큼 느리게 가는 것을 발

견하게 되고, 이동하는 자취를 바라볼

때는 감마인자 만큼 보폭을 넓게 하

여 보다 빠른 움직임으로 관찰하게 된

다.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의 특징을

‘느린 동작의 빠른 이동’이라 할 수 있

다.

그림11은 이러한 ‘느린 동작의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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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라는 특이한 움직임을 잘 표현

하고 있다. B기준계는 A기준계에 비

해 시공간이 상대적으로 2배 팽창된

공간이다. 이러한 B기준계와 A기준계

에 고유속도가 동일한 우주선이 나르

고 있다. B기준계의 거리가 A기준계

의 거리에 비해 2배 팽창되어 있음으

로 비록 고유속도가 동일한 우주선이

나 B기준계의 공간을 나르는 우주선

의 속도가 2배 빠르게 관찰된다. 우주

선 내부에 있는 고유 속도가 동일한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B

기준계나 A기준계나 각자의 기준계

내에서 동일하게 이동한 거리에 있는

우주선 내부 물체의 움직임은 동일하

다. 반면 A기준계에 있는 우주선과 그

우주선 바로 위의 B기준계에 있는 우

주선과의 사이에서 그 내부 물체의 움

직임을 볼 때 B기준계에 있는 우주선

내의 물체의 움직임이 느리다. 따라서

A기준계의 관찰자가 바로 위아래의

우주선을 관찰할 경우는 느린 동작을

관찰할 수 있으며, 같은 동작을 보이

는 우주선의 위치를 살펴볼 때는 빠른

이동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속도의 증가

관찰자

그림12. 속도 증가에 따른 우주선 크기 변화(오류)

그림12는 특수상대성이론을 설명할

때 많이 등장하는 그림이다. 그러나

이 그림은 논리적 추론 상 오류인 것

으로 여겨진다.21)22)23) 속도의 증가에

따라 시공간 팽창도가 증가함으로 우

주선의 길이가 수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팽창하여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공간이 팽창됨에 따라 보폭을 넓

게 하여 성큼성큼 움직이게 됨과 관련

성이 있다. 그림11에도 이와 같은 사

실은 잘 표현되어 있다.

속도의 증가

관찰자

그림13. 속도 증가에 따른 우주선 크기 변화(수정)2)

그림12를 바르게 수정한 것이 그림

13이다. 속도의 증가에 따른 길이는

팽창하여 증가한다. 이는 등속 이동을

통해 생기는 시공간 팽창 뿐 아니라

정지한 공간에 주어지는 시공간 팽창

(일반상대성이론)의 변화에도 마찬가

지의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블랙홀의 지평면을 넘어서는

우주선은 외부 관찰자가 볼 때 영원히

멈춰서는 것으로24) 보이는 것이 아니

라 길이 방향으로 늘어나 순간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같이 보이게 된다.

광속을 초월하여 이동할 수 있는 경

2) 묘사된 우주선 길이 팽창은 ‘우주선 길이×

이동 속도 팽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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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크게 3가지로 추정된다.



 

 
  

그림14. 광속 초월 조건(1)

첫째, 그림14와 같이 외부 관찰자가

있는 공간 안에 시공간이 상대적으로

팽창되어 있는 또 다른 공간이 형성되

어 있고 그 내부를 물체가 이동하는

것을 외부 관찰자가 관찰하는 경우이

다.



 

 

  

그림15. 광속 초월 조건(2)

둘째, 그림15과 같이 이동하는 물체

자체가 시공간이 팽창되어 있는 공간

의 물질로 되어 있어 물질 주변 공간

의 시공간 팽창도를 상대적으로 높일

경우이다. UFO의 빠른 움직임이 대

표적인 예로 추정된다.



 

 

  

그림16. 광속 초월 조건(3)

셋째, 사람의 마음은 마음의 성결

정도에 따라 시공간 팽창도가 증가함

으로 성결을 이룬 사람의 주변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

공간을 타고 그림16과 같이 이동하는

경우이다. 소위 옛 선인들이 말한 축

지법은 이러한 원리로 볼 때 가능한

현상으로 추정된다.

그림17. 공간의 테두리와 속도

그림17의 왼쪽처럼 물체 주변에 시

공간 팽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공간

으로, 물체로 말미암는 공간의 테두리

를 형성할 경우에는 물체가 움직이더

라도 물체 주변으로 항상 시공간 팽창

도가 높은 공간이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음으로 물체의 속도는 시공간 팽창

도   만큼 증가되어 나타나게 된

다. 반면 그림17의 오른쪽처럼 물체

주변의 시공간 팽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공간이 존재하나 물체로 말미암

지 않고 물체와는 별도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물체가 이동함에 따라 시공

간 팽창도가 높은 공간이 물체를 따라

이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공간 팽창

도가 높은 공간에서 낮은 공간으로 이

동되어 들어가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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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물체의 속도는   만큼 감소하

게 된다. 그림15와 그림16의 경우는

그림17의 왼쪽과 같은 경우라 할 수

있다.

5. 쌍둥이 역설의 재고찰

A
B

그림18. 휘어진 공간에서의 쌍둥이 역설

       (외부 관찰자의 관점)

그림19. 휘어진 공간에서의 쌍둥이 역설

        (내부 관찰자의 관점)

A

B

휘어진 공간에서 우주선 A와 우주

정류소 B가 있다고 하자. 우주선 A는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등속운동을 하

고 있고 우주정류소 B는 정지해 있다.

공간은 그림18과 같이 휘어져 앞과 뒤

가 이어져 있다. 이는 내부 관찰자의

경우 그림19와 같이 곧게 뻗은 공간으

로 보인다. 우주선 A에 탄 사람은 멀

리 앞에 자신의 우주선과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우주선 A가 보인다. 더 멀리

에 자신의 우주선과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우주선 A가 또 보이고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 뒤쪽의 상황도 동일하

다. 우주정류소 B 역시 멀리 앞에 자

신의 우주정류소와 똑같이 생긴 또 다

른 우주정류소 B가 보이며 더 멀리에

도 우주정류소 B가 또 보인다.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 뒤쪽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사는 우주 공간은 휘어져 있

음으로 만약 아무런 장애물도 없고 매

우 발달된 망원경으로 자신이 앞을 관

찰할 경우에는 망원경으로 우리 뒷모

습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다.25) 그림18의 공간은 이와 같이 휘

어진 우주 공간의 축소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휘어진 공간 구조 내에서 우

주선 A는 정지해 있는 우주정류소 B

를 지나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등속운

동을 한다고 하자. 우주선 A가 우주정

류소 B가 옆으로 지나칠 때마다 기술

이 발달하여 서로의 모습과 서로의 시

간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을 뿐 아니

라 필요하면 순간이동을 통해 서로 조

우할 수도 있다고 하자. 이를 경우 쌍

둥이 역설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만 부

합되는 문제로 남게 되는데, 우주선 A

가 가속 또는 감속 상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상대성 이론의 문

제26)는 끼어들지 않는다. 우주선 A의

입장에서는 곧장 앞으로 광속에 가까

운 속도로 등속 전진만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공간 구

조 속을 나르는 우주선의 경우 쌍둥이

역설은 역설로서 성립하게 된다.

쌍둥이인 영수와 철수 중 영수는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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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는 우주선 A에 타고 있고 철수는

정지해 있는 우주정류소 B에 타고 있

다고 하자. 우주선 A는   인 등속

도 운동(0.995)을 하고 있다고 하자.

근처에 있는 우주정류소 B와 멀리 앞

에 보이는 또 다른 우주정류소 B와의

사이의 거리는 40광년이라 하자.

  의 속도(0.995)로 등속 운동

하는 우주선 A에 타고 있는 20세된

영수가 정지해 있는 우주정류소 B의

20세된 철수를 속도를 유지한 채 스쳐

지나가면서 매우 발달된 기술을 통하

여 잠시 서로의 얼굴과 시계를 본 후

계속 전진하여 다시 우주정류소 B에

다다르고 속도를 유지한 채 옆으로 스

쳐지나가면서 잠시 서로의 얼굴과 시

계를 볼 경우, 우주정류소 B에 있는

철수의 입장에서, 철수가 본 영수의

시계는 4년(4년에 약간 못 미치나 편

의상 4년이라 표현하자)이 흘렀지만

철수 자신의 시계는 40년(40년에 약간

못 미치나 편의상 40년이라 표현하자)

이 흘러 있다. 즉, 철수가 영수를 다시

만날 때, 철수 생각에, 영수는 아직 24

세의 청년이지만 철수 자신은 60세의

노인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수의 관점에서

보자. 그러면 영수가 타고 있는 우주

선 A는 정지해 있고, 철수가 타고 있

는 우주정류소 B는   의 등속도

운동을 하면서 40광년의 거리를 날아

간다. 그래서 철수가 다시 영수를 만

났을 때, 우주선 A에 타고 있는 영수

의 입장에서, 영수가 본 철수의 시계

는 4년이 흘렀지만 영수 자신의 시계

는 40년이 흘러있다. 즉 영수 생각으

로는, 철수는 아직 24세의 청년이지만

영수 자신은 60세의 노인인 것이다.

이제 영수가 철수를 다시 만나는 순

간 두 사람의 실제 나이는 어떻게 되

어 있을까? 철수의 생각처럼 영수는

청년이고 철수 자신은 노인일까? 아니

면 영수의 생각처럼 철수는 청년이고

영수 자신은 노인일까? 이 문제는 특

수상대성이론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기

는 역설 또는 모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설 또는 모순이 생기는 것은

특수상대성이론에 있어서 분명하게 수

정해야할 사항이 있음을 반영하는 것

이다.

위의 휘어진 공간 내에서의 쌍둥이

역설은 우주선A의 가속과 감속이 없

음으로 일반상대성이론의 혼합을 통해

역설을 해결하는 기존의 방법27)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역설은 여전히

역설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이 발생하는 근본 이유

는 영수가 본 경우와 철수가 본 경우

가 완전히 대칭적인 것으로 보아 동일

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영수가 본 경우와 철수가 본

경우는 정반대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림20. 빛 시계의 구조

거울

광자

광자 감지기 광자 발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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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와 철수가 그림20과 동일한 모양

의 빛 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정

지해 있는 우주정류소에 타고 있는 철

수가 등속 운동하는 우주선에 타고 있

는 영수의 빛 시계를 본 모양(그림21)

과 등속 운동하는 우주선에 타고 있는

영수가 정지해 있는 우주정류소에 타

고 있는 철수의 빛 시계를 본 모양(그

림22)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며 팽창과

수축의 면에 있어서 정반대로 나타난

다.

그림21. 철수가 영수의 빛 시계를 본 경우

A기준계

ac

b

그림22. 영수가 철수의 빛 시계를 본 경우

B기준계

c

b

a

따라서 정지해 있는 우주정류소 B

에 대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우주

선 A의 상대적인 시간과 공간은 팽창

한 것으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우

주선 A에 대한 정지해 있는 우주정류

소 B의 상대적인 시간과 공간은 수축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등속 운동을 하는 우주선 A를 정지

해 있는 우주정류소 B의 철수가 보았

을 때 우주선 A 내의 시간은 감마인

자   만큼 느려짐(팽창)으로 40광

년의 거리를 진행함에 시간은 4년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철수는 인식하게

된다. 또한 우주선 A에타고 있는 영수

도 주변 공간을 살펴볼 때 거리가 감

마인자   만큼 수축됨으로 우주선

A는 4광년의 속도로, 수축되어 짧아진

거리를 4년 만에 통과하게 된다. 따라

서 영수도 4년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

로 인식하게 된다. 정지해 있는 우주

정류소 B에 있는 철수가 우주선 A의

움직임을 보니 감마인자   만큼

보폭이 넓어져 슝-슝- 나르는 것 같

이 보여 결국은 우주선 움직임의 속도

가 10배(9.95)로 빨라진 것같이 느껴

지고 결국 4년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

로 관찰되어 진다. 이때 우주선 A에

타고 있는 영수는 자기의 우주선 A가

단지 0.995로 움직이는 것으로 느낄

뿐이나 정지해 있는 우주정류소 B에

서 관찰하는 철수의 눈에는 9.95로

10배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인식되

는 것이다.

0.995로 움직이는 우주선 A의 시

간과 공간은   만큼 팽창되어 있

다. 즉, 우주선 A는 팽창된 시공간 내

를 0.995의 고유속도로 움직이고 있

는 것이다.   으로 팽창되어 있

는 시공간의 효과로 속도는 10배로 증

가되어 9.95의 속도로 인식되는 것이

다. 일종의 고전적 속도 합산의 방법

을 따른다. 참고로 그림7에서 설명한

다른 관성계 사이의 속도의 합의 경우

도 고전적 속도 덧셈 법칙을 만족하는

데 이 둘의 공통점은 다 같이 처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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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움직이는 기준계(관성계) 내에 고

유속도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반면

그림8의 같은 관성계 내의 속도의 합

의 경우는 처음부터 고유속도가 주어

지지 않고 외부의 속도가 움직이는 기

준계 B에 반영되어 기준계 A로 표출

되는 형태로 되어 있음이 다르다. 이

와 같은 차이점이 고전적인 방법을 따

를지 상대론적인 방법을 따를지를 결

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0.995의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 A에 있는 영수도, 정지해 있는

우주정류소 B에 있는 철수도 동일하

게 4년의 시간으로 인식한다. 결국, 최

종적인 시간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타임머신은 물리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다.

6. 역사보호가설28)

스티븐 호킹은 타임머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만일 미

래의 어느 시기에 시간여행이 일요일

소풍처럼 일상화되었다면, 지금 우리

주변은 미래에서 온 관광객들로 북적

이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한번

형성된 역사는 바뀔 수 없다”하며 ‘역

사보호가설’을 주장하면서 시간여행을

끝까지 반대하고 있다. 그의 가설에

의하면 시간여행은 어떤 특정한 물리

학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결코 실현

될 수 없다고 본다. 본 논문도 스티븐

호킹의 주장과 같이 시간여행은 물리

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포하고 있다.

다수의 물리학자들이 시간여행에 대

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시간 여행 자체가 다양한 역설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시간과 관련된

역설은 다음과 같이 몇 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할아버지 역설; 이것은 현재의 상

황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도록 과거를

바꿈으로써 발생하는 역설이다. 예를

들어, 공룡을 직접 보기 위해 과거로

갔다가 인류의 조상과 우연히 마주쳤

는데 그가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여 어

쩔 수 없이 죽였다면, 논리적으로 당

신은 존재할 수 없다.

정보 역설; 현재를 가능하게 만든

정보가 미래로부터 오는 경우이다. 예

를 들어 한 늙은 과학자가 타임머신을

발명한 후 과거로 이동하여 젊은 자신

에게 타임머신을 발명한 후 과거로 이

동하여 젊은 자신에게 타임머신의 제

작법을 알려주었다고 하자. 이렇게 되

면 타임머신에 관한 정보는 그 근원을

상실하게 된다. 젊은 과학자가 보유하

고 있는 타임머신 제작법은 자신이 알

아낸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자신으로부

터 전수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빌커Bilker의 역설; 미래에 발생할

사건을 미리 알고 잇는 사람이 그 사

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언가를 행함

으로써 야기되는 역설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갔다

가 당신과 제인이 결혼하는 장면을 목

격하고 현재로 돌아왔다. 그런데 당신

은 제인과의 결혼을 원치 않았기에 억

지로 헨렌과 결혼했다. 그렇다면 당신

이 보고 온 미래는 어디로 사라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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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인가?

성sexual 역설; 생물학적으로는 절

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신 자

신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는 경우이다.

영국의 철학자 조나단 해리슨의 소설

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아버지가 되기

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잡아먹는

황당한 일까지 겪는다. 그리고 로버트

하인라인의 소설 <너희는 모두 좀비

다>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자신의 아

버지이자 어머니, 그리고 딸과 아들의

신분을 두루 거치면서 온 가족의 정체

성을 한 몸으로 겪는다.

시간 역설은 자유의지가 아예 없는

무생물이 과거로 이동했을 때 나타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과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제국의 운명을 걸고 전쟁을 벌

이기 직전(기원전 330년)으로 타임머

신을 세팅해놓고 자동기관총 수천 자

루와 고대어로 적힌 사용설명서를 다

리우스 3세에게 전송한다면 유럽의 역

사는 송두리째 바뀔 것이다.

7. 곡률입자

모든 관성계 내의 광속은 로 일정

하다. 이는 해당 관성계의 시공간에

있어서 시간의 팽창도와 공간의 팽창

도가 일치함을 반영한다. 그런데 공간

은  ,  , 축의 3차원 구조로 되어 있

기에  ,  , 축의 길이도 동일하게 된

다 즉,  ,  ,  , 의 4축이 모두 동일

한 팽창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를 표현하면 그림23과 같다.

그림23. 4차원 시공간과 시공간 팽창도














이를 4차원 공간 모형으로 보면 4차

원  ,  ,  , 의 길이가 동일한 4차원

정육면체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4

차원 정육면체가 시공간 팽창도 감마

인자 를 속성으로 가지고 있다. 어느

특정 공간의 한 점에서  ,  , 의 어

느 한 방향으로 쏘아올린 빛의 속도는

항상 동일하다는 사실을 통해 의 팽

창도와 동일하게  ,  , 의 팽창도가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4

차원 정육면체라 표현할 수 있게 된

다. 시공간 팽창도의 개념과 민코프스

키 4차원 시공간의 개념은 동전의 앞

뒤 면과 같이 동일한 것의 다른 측면

을 보는 것과 같다고 추정되므로, 시

공간 팽창도 감마인자 를 속성으로

가지는 4차원 정육면체는 공간 구조물

을 형성하는 벽돌과 같은 하나의 기본

단위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곡

률입자라 한다. 여기서 4차원 정육면

체라 표현한 것은 공간 구조물을 형성

하기에 좋은 모양이라 편의상 묘사한

것에 해당한다. 이 곡률입자를 4차원

정육면체가 아니라 4차원 구(球)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곡률입자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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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양 공간 구조물을 형성할 수 있

다.

물질은 물질의 기본 단위인 쿼크와

같은 소립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물질

계 구조물들을 형성하듯이 공간은 공

간의 기본 단위인 곡률입자를 중심으

로 다양한 공간계 구조물들을 형성하

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공간계 구조

물들의 대표적인 예로 중력장, 광자,

블랙홀, 웜홀,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기(氣), 마음, 영체 등을 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동의 대표적인 예로 파도를 들 수

있다.29) 파도는 잔잔하고 많은 사람들

이 물 위에 떠 있다 하자. 굽이치는

파도가 점점 커져 파고가 점점 높아짐

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물결에 휩싸이

게 되며 세찬 물결에 물 밖으로 밀쳐

나가게 된다. 그러나 파도가 진동수가

보다 많은 상태로 잔잔하게 많이 밀려

온다 하여 사람들이 물결에 밀려 물

밖으로 밀쳐나는 것은 보기 힘들다.

이와 마찬가지로 빛의 강도(밝기)는

파동의 진폭이 결정한다. 진동수의 크

기는 단지 빛의 색깔을 결정할 뿐이었

다. 이는 빛을 파동으로 보았을 때의

모습이다. 그런데 플랑크의 양자론, 아

인슈타인의 광전 효과, 컴프턴 효과를

통해서 빛의 양자 에너지가 파동의 진

폭이 아니라 빛의 진동수에 의해 결정

됨을 발견하였다.

  

이는 파동적으로 보면 매우 이상한 일

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

세찬 물결(진폭이 큰 물결)이 일면 물

위에 떠 있는 사람들은 파도의 센 힘

으로 공중으로 밀쳐 나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위의 실험 결과는 파고가 높은

세찬 물결에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밀

쳐나지 않고 오히려 잔잔한 물결이 많

이 밀려올수록 사람들이 공중으로 세

차게 밀려난다는 결론으로 이것은 매

우 이상한 일이다. 그런데 빛 입자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빛은 파도와 같은 단순한 파동

의 형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곡률입자의 에너지는 곡률입자의 시

공간 팽창도로 정해진다. 시공간 팽창

도는 진동수를 반영함으로30) 곡률입자

의 에너지는 결국 진동수에 의해 결정

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에너지

의 공식

  

를 곡률입자는 잘 반영한다.

따라서 빛은 파도와 같은 단순한 파동

의 형태가 아니라 시공간 팽창도가 관

여하는 곡률입자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더욱이 시공간 팽창도의 상

대적 양(+)의 차이가 빛으로 전환되어

나타남으로써 곡률입자가 바로 빛 입

자임을 더욱 알 수 있게 한다. 즉, 곡

률입자는 중력자이면서 광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재 전자기력, 약력, 강력이

대통일 이론(Grand Unified Theory)

을 통해 하나로 힘으로 통일되어 인식

되고 있음으로31) 결국 곡률입자를 통

하여 중력, 전자기력, 약력, 강력은 하

나의 힘으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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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휘어진 시공간’과 ‘평평한 시공간’

킵S.손 박사는 그의 책 "Black Holes 
& Time Warps (번역본; 블랙홀과 시간

굴절)"에서 ‘휘어진 시공간 패러다임’

과 ‘평평한 시공간 패러다임’을 설명한

바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책의

내용을 인용한다. 단, 인용 내용상 블

랙홀과 수직 방향으로만 자의 수축과

시간의 흐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고

려한 점에는 주의하기 바란다. 이는

중력의 작용방향을 그림24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실

제로는 왼쪽과 같다(조석중력을 고

려32)). 오른쪽 방향과 같이 해석할 경

우, 수평방향의 시공간 수축은 무시된

다.

블랙홀 블랙홀

중력 중력

(실제 모습) (인용 내용)

그림24. 중력 방향 해석의 오류

킵S.손은 그의 책에서 시공간이 정

말 휘어져 있을까를 의문을 가졌다.33)

실제로 시공간은 평평하지만 그것을

측정하는 완벽한 시계와 자가 사실은

고무처럼 휘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가장 완벽한 시계조차도 이리저리 옮

겨놓거나 방향을 바꾸어놓는다면, 느

리게 가거나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가장 완벽한 자도 이리저

리 옮기거나 방향을 바꾼다면, 수축하

거나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시계와

자에 대한 이런 변형이 평평한 시공간

을 휘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물음이다. 이에 대한 간

단히 요약된 내용이 그림25이다.

주변길이

2 0 0 k

m

1 0 0 k

m

1 0 0 k

m

200km
주변길이

그림25. 블랙홀 주변길이 측정

위쪽 : 시공간은 참으로 휘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완벽한 자는 참인

시공간의 길이를 정밀하게 측정한다.

아래쪽: 시공간은 참으로 평평한 것으

로 간주된다. 그리고 완벽한 자는 고

무로 이루어져 있다. 37km의 길이를

가진 완벽한 자가 원둘레 방향으로 놓

일 때, 이 자는 참인 평평한 시공간을

측정한다(이는 중력의 방향을 그림1의

오른쪽 같이 해석하였기 때문, 수평

방향의 수축은 무시되고 있는 점에 주

의). 그러나 반지름 방향으로 놓일 때,

이 자는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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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축하여 반지름의 참인 길이보다

더 크게 길이를 측정한다. 이 자는

16km로 보이는 구간을 37km라고 측

정한다.

자가 고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공간이 휘

었다고 결론을 내린다(그림25의 위쪽).

그러나 고무와 같은 자의 성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가 수축했으며 공간

이 사실상 평평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그림25의 아래쪽).

위에 설명 드린 두 가지 관점 중,

어느 것이 실제이고 참인가? 시공간은

실제로 평평한가, 아니면 휘어져 있는

가? 그림25의 위쪽 그림과 같이 일반

적으로 통용되는 관점을 ‘휘어진 시공

간 패러다임’이라하고 아래쪽 그림의

고무와 같은 자를 도입한 관점을 ‘평

평한 시공간 패러다임’이라 한다.

위에 인용된 ‘휘어진 시공간 패러다

임’과 ‘평평한 시공간 패러다임’, 이 둘

의 차이는 단순히 보는 관점의 차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이 둘

의 차이를 단순히 보는 관점의 차이에

서 벗어나 물리적 공간 구조의 차이로

보려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휘

어진 시공간 패러다임의 물리적 공간

구조를 ‘펼쳐진 공간 구조’라 하고 평

평한 시공간 패러다임의 물리적 공간

구조를 ‘수축된 공간 구조’라 하였다.

9. ‘수축된 공간 구조’의 특성

‘펼쳐진 공간 구조’는 공간의 퍼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면, 즉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가 증가하면 공간이 팽창되어

부풀어 오르는 특성을 갖는다. 반면

‘수축된 공간 구조’는 자신의 주어진

공간의 윤곽(범위)은 그대로 유지하되

공간의 퍼텐셜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즉,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가 증가할

수록 이 특수한 물리적 공간의 내부

구조는 측정하는 내부의 자가 줄어드

는 것과 같은 특성을 가지며 그러므로

내부 공간의 입장에서는 공간이 넓어

지는 것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25의 아래 그

림의 시공간에 대응하는 ‘수축된 공간

구조’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그림

26).

그림26. ‘수축된 공간 구조’의 예

그림26의 형태를 가진 ‘수축된 공간

구조’를 ‘휘어진 시공간 패러다임’으로

볼 때는 축 늘어진 트럼펫 모양으로

된 구조물로 보이나 ‘평평한 시공간

패러다임’으로 볼 때는 중앙으로 밀도

가 높아지는 구조물로 보인다.

이러한 ‘수축된 공간 구조’를 통해

빛이 지나간다고 할 때, ‘휘어진 시공

간 패러다임’과 ‘평평한 시공간 패러다

임’ 두 가지 측면에서 본 빛이 진행하

는 모습은 그림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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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7. ‘수축된 공간 구조’의 두 측면과 빛

‘수축된 공간 구조’를 ‘휘어진 시공

간 패러다임’으로 보면 진행하는 빛의

파장과 진동수는 그림27의 위쪽 그림

과 같이 항상 일정하다. 빛은 휘어진

시공간 위를 빛 고유의 속도로 등속

진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수

축된 공간 구조’의 고유 특성으로 본

다.

반면 ‘평평한 시공간 패러다임’은

‘휘어진 시공간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위쪽에서 바라본 모습과 일치한다. 따

라서 주어진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예를 ‘평평한 시공간 패러다임’의 측면

에서 보면 그림27의 아래쪽 그림과 같

이 된다. 빛이 가운데 원 쪽으로 진행

하면서 빛의 파장의 크기는 작아지게

된다. 이는 ‘휘어진 시공간 패러다임’

상 휘어진 공간을 따라 진행하는 빛의

모습이 ‘평평한 시공간 패러다임’의 수

평 평면으로 투영되면서 파장의 간격

이 좁아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따

라서 내부 자가 수축되어 보이는 공

간인 ‘수축된 공간 구조’를 지나가는

빛의 파장은 자가 수축하는 정도에 맞

춰 짧아진다 말할 수 있게 되며, 빛이

전체 거리를 통과한 시간은 ‘휘어진

시공간 패러다임’에서와 동일한 시간

으로 측정된다. 빛의 파장은 줄어들었

으나 전체 거리를 통과한 시간은 동일

함으로 결국 빛의 진동수는 일정하게

되며 빛의 진행 속도는 줄어들게 된

다. 따라서 이는 매질 속을 빛이 통과

할 때 나타나는 빛의 굴절의 원리와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이는

물질의 고유특성이라 할 수 있는 밀도

의 속성을 반영하게 된다. 즉, 공간이

면서도 물질의 특성을 함께 지니게 되

는 것이다. 이러한 밀도 속성을 특별

히 시공간 밀도라 한다.

이러므로 ‘평평한 시공간 패러다임’

을 단순히 관점만의 차이로서가 아니

라 물리적 실체인 ‘수축된 공간 구조’

로 정의할 수 있게 된다.

10. ‘수축된 공간 구조’와 빛의 굴절

‘수축된 공간 구조’를 시공간격자 모

형을 이용하여 설명 드리고자 한다.

그림28. 수축된 공간 구조

시공간팽창도가 작은 경우 시공간팽창도가 큰 경우

시공간격자 모형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공간 거리 간격의 팽

창과 시간 간격의 팽창이, 모든 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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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내에서의 광속불변의 법칙에 의해

항상 동일한 비율로 이루어짐으로 이

를 하나로 묶어 공간과 시간 전체의

간격을 하나의 격자 간격만으로도 표

현할 수 있다는데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하여야 할 것이

있다. 다 같은 공간인데도 ‘휘어진 시

공간 패러다임’에서는 시공간 팽창도

가 증가할수록 시공간격자 모형의 격

자 간격이 넓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평평한 시공간 패러다임’에서는 격자

간격이 좁아지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서로 동일한 공

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평평한 시

공간 패러다임’의 물리적 모형인 ‘수축

된 공간 구조’에서도 동일하게 시공간

팽창도가 증가함에 따라 격자 간격이

좁아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림28는

이러한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다.

‘수축된 공간 구조물’은 공간의 일종

이라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무게도 없다. 이러한 공간 구조물에

빛이 비추어지면 시공간 팽창도가 주

변 공간보다 클 경우(시공간격자 모형

에서 격자 간격이 좁을 경우) 빛의 진

행 속도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을 지

나는 순간 느려진다. 이는 빛의 파장

의 크기가 줄어드나 진동수는 일정하

게 유지되기 때문이다(그림29).

그림29. ‘수축된 공간 구조물’과 빛

이와 같은 빛의 파장과 진행 속도의

변화로 인하여 마치 물질인 매질을 빛

이 통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게

되어 빛의 굴절과 반사를 일으키게 된

다(그림30).

시공간팽창도 낮음   시공간팽창도 높음

그림30. ‘수축된 공간 구조물’과 빛의 굴절

수축된 

공간 구조

물

‘수축된 공간 구조물’에서 일어나는

빛의 굴절과 투명한 매질을 통해 일어

나는 빛의 굴절을 서로 비교해 볼 때,

매질(물질)의 밀도는 ‘수축된 공간 구

조물’의 시공간격자 간격의 조밀성을

나타내는 시공간 밀도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시공간

팽창도가 높을 때 ‘수축된 공간 구조

물’ 측면에서 시공간 밀도가 높다 말

하는 것이고 이는 물질에 있어서 질량

밀도(또는 광학 밀도)가 높은 것과 매

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수축된 공간 구조’가 물

질의 중요한 특성인 밀도라는 속성을

가지게 됨으로 이를 물질과 공간의 중

간 형태라 할 수 있다.

11. 중력과 시공간 팽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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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 '시공간 팽창도'가 다른 두 공간상

의 등속관성운동 (외부 관찰자의 관점)

            

속도 

증가

시공간 팽창도가    ,   로 다

른 공간 내부를 물체가 등속 관성 운

동을 할 경우 외부 관찰자가 볼 때 그

림31와 같이   의 공간에서는

  의 공간에 비해 속도가 2배 증가

되어 움직이게 된다.

그림32. '시공간 팽창도'가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시공간연속체에서의 중력 형성

(휘어진 시공간 패러다임)

중력

지구의 상공에서 지표면에 가까이

갈수록 시간의 흐름이 느려진다. 모든

관성계 내의 광속은 불변함으로 지구

의 지표에 가까이 갈수록 공간도 팽창

되어 거리가 늘어난다. 즉, 지구의 지

표에 가까이 갈수록 시공간이 팽창되

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공간이 연속

적으로 팽창되어 있을 경우 그 공간

내에 소속된 물체는 스스로는 등속 관

성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나 외부 관

찰자 입장에서는 가속 운동을 하는 것

으로 관찰되므로 중력의 특징적인 모

습을 형성하게 된다(그림32).

그림33. '시공간 팽창도'가 연속적으로 증가

하는 시공간연속체에서의 빛의 휨 현상

(휘어진 시공간 패러다임)

빛의 휨

지구

그림3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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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킵S.손의 휘

어진 시공간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본

것이다.

그림34. 물리적 공간과 초공간

그림34의 왼쪽 그림은 별을 중심으

로 한 물리적 공간을 묘사한 것이며,

오른쪽 그림은 별의 중력으로 말미암



- 109 -

은 공간 팽창을 초공간 상에 묘사한

것이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초공간

상에 묘사된 그림은 킵S.손의 휘어진

시공간 패러다임을 반영한다. 반면 왼

쪽의 그림은 평평한 시공간 패러다임

을 반영한다.

물리적 공간

(  의 수축된 공간)

        초공간 

(  의 펼쳐진 공간)

그림35. 수축된 공간과 펼쳐진 공간

        (  )

  의 기준계 공간

× 


×

그림35는 시공간 팽창도 즉,   

인 공간의 수축된 공간과 펼쳐진 공간

의 상대적인 모습을 묘사하였다. 가운

데의 회색빛 시공간격자 모형은   

의 기준계 공간을 묘사하였고 위쪽의

작은 시공간격자 모형은   의 물리

적 공간 즉, 수축된 공간의 모습을 묘

사하며 아래쪽의 큰 시공간격자 모형

은   의 초공간 즉, 펼쳐진 공간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수축

된 공간과 펼쳐진 공간의 상대적 모습

을 알 수 있다.

   ,    ,   의 공간을 평평

한 시공간 패러다임 즉, 수축된 공간

구조로 표현할 경우 그림36과 같다.

수축된 공간 구조란 해당 공간 구조의

외부 관찰자의 입장인   인 A기준

계에서 관찰할 때 보여지는 모습이다.

    

그림36. 수축된 공간 구조의 비교

  

그림36의 왼쪽 시공간격자 모형은

  인 공간을 외부관찰자의 입장으

로 A기준계(  )인 공간에서 묘사한

것이며, 가운데 시공간격자 모형은

  인 팽창된 공간을 외부관찰자의

입장으로 A기준계(  )에서 묘사한

것이며 왼쪽 시공간격자 모형은   

인 팽창된 공간을 외부관찰자의 입장

으로 A기준계(  )에서 묘사한 것이

다. 즉, 전체의 골격의 크기는 동일한

반면 내부 시공간격자 간격을 좁게 표

현함으로 시공간은 참으로 평평하나

측정하는 자가 줄어든다는 킵S.손의

평평한 시공간 패러다임을 잘 반영한

다. 그림34의 왼쪽과 같은 물리적 공

간에는 그림36과 같은 평평한 시공간

패러다임 즉, 수축된 공간 구조의 시

공간격자 모형이 적용된다.

별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주변 시공

간의 팽창도는 별의 지표면에 가까이

갈수록 시공간 팽창도가 증가하는 모

양을 하고 있다. 이를 휘어진 시공간

패러다임으로 나타내면 그림34의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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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초공간의 모습과 같이 되며 그림35

의 아래쪽의 큰 시공간격자 모형과 같

이 해석된다. 반면 이를 평평한 시공

간 패러다임으로 나타내면 그림34의

왼쪽 물리적 공간의 모습과 같이 되며

그림37과 같이 별의 지표면에 가까이

갈수록 시공간격자 모형의 격자가 조

밀해지는 모양을 보인다.

그림37. 별 주변의 시공간격자 모형

(평평한 시공간 패러다임)

별

12. 시공간 팽창도와 파동

     

그림38. 시공간 팽창도와 파동

그림38에서 시공간 팽창도 감마인자

  인 공간의 파동(왼쪽)과 시공간

팽창도 감마인자   인 공간의 파동

(오른쪽)은 서로 고유 파동의 면에서

동일하다. 각 공간 내부 관찰자는 동

일한 파동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시공

간 팽창도가 다른 공간의 관찰자가 바

라 볼 경우 파동의 크기는 달라진다.

위 그림38의 왼쪽 격자나 오른쪽 격자

나 격자 한 칸에 해당하는 시간은 동

일하다. 격자 한 칸에 해당하는 시간

을 1초라 하자. 그럴 경우 왼쪽   

의 공간에서의 파동의 진동수는 1회/s

이며 오른쪽   의 공간에서의 파동

의 진동수도 1회/s이다. 즉, 진동수는

동일하다. 그런데 길이의 팽창도 있음

으로 왼쪽   의 공간에서의 파동의

파장은 오른쪽   의 공간에서의 파

동의 파장의 2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각자 내부 관찰자의 관점에서는 동일

한 고유 파장을 가졌을지라도   의

공간에서의 파장이   의 공간에서

의 파장에 비해 2배 길어진다. 따라서

  인 기준계에서 보았을 경우 비록

고유 파동은 동일할지라도 어떤 시공

간 팽창도를 가진 공간을 타고 오느냐

에 따라 파장이 달라지며 보다 시공간

팽창도가 느린 공간에서 오는 빛의 파

장은 그만큼 적색편이가 크게 발생하

게 되는 것이다. 이를 아인슈타인은

중력에 의한 적색편이라 하였다.

그림37과 같이 별 주변의 공간 구조

를 물리적 공간 구조 즉 평평한 시공

간 패러다임으로 보았을 경우, 이 공

간 구조를 지나는 빛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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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

4

빛다발

태양

A

B

그림39. 빛다발의 단면

태양 주변을 지나는 빛은 태양 쪽으

로 휜다. 공간이 굽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 한 가닥의 빛이 아닌 여러 가닥

이 뭉친 빛다발을 생각해 보자. 이러

한 빛다발도 태양 주변에서 휘어지긴

마찬가지다. 이렇게 휘어진 빛다발의

단면을 두 곳 A와 B에서 상상해 보자

(그림39). 빛다발의 가장 바깥쪽 빛은

경로 1~2를 달린다. 그리고 빛다발의

가장 안쪽 빛은 경로 3~4를 달린다.

두 경로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 1~2의

경로가 3~4의 경로보다 더 길다. 그러

나 그 동안에 양쪽 빛이 날아간 시간

은 같다. 따라서 같은 시간 동안에 다

른 거리를 비행한다는 것은 한쪽이 다

른 쪽보다 빨리 움직인다는 뜻이 되어

버린다.34)

이에 대한 이해는 그림39의 태양 주

위의 공간 구조를 물리적 공간 구조

즉 평평한 시공간 패러다임으로 보게

되면 쉽게 이루어진다. 태양 가까운

곳의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가 더 증가

됨으로 평평한 시공간 패러다임의 관

점으로 보게 될 경우 태양 가까운 쪽

의 3~4경로가 태양보다 먼 쪽의 1~2경

로보다 시공간격자 모형에 있어서 격

자 간격이 보다 조밀해 있게 된다. 따

라서 3~4경로의 길이가 1~2경로의 길

이에 비해서 짧아지게 된다. 격자 한

칸의 시간은 모두 같음으로 결국 빛은

그림39와 같이 안쪽으로 휘게 된다.

따라서 이로보건데 태양 주위에 빛

이 휘어지는 현상은 평평한 시공간 패

러다임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

스럽다.

평평한 시공간 패러다임은 물질의

매질과 유사한 성질을 공간으로 갖게

함으로 4차원 공간이 빛을 전달하는

매질에 해당함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림40. 별 주변의 빛의 휨

(평평한 시공간 패러다임)

빛

별

따라서 그림40과 같이 별 주변의 공

간은 평평한 시공간 패러다임으로 볼

때 물질의 매질과 같아서 빛이 통과할

때 굴절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빛이 휘

어지게 한다. 평평한 시공간 패러다임

으로 본 은하 주변의 공간은 마치 물

질로 이루어진 매질처럼 행동하여 볼

록렌즈의 역할을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력렌즈 현상이다(그림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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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 중력렌즈 현상

4차원 공간을 매질의 전형적인 모습

으로 나타나게 하는 평평한 시공간 패

러다임의 관점에서, 4차원 공간의 시

공간 팽창도는 매질의 밀도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시공간 밀도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

게 되는 것이며, 평평한 시공간 패러

다임에서의 시공간 팽창도는 시공간

밀도를 반영하게 된다. 시공간 팽창도

가 높을수록 시공간 밀도가 높다 할

수 있다. 시공간 밀도는 평평한 시공

간 패러다임에서는 시공간격자 간격의

조밀성으로 나타나며 휘어진 시공간

패러다임에서는 시공간격자 간격의 느

슨함으로 나타난다.

13. 적색편이의 재해석

     

파장:

파장:1/2파장:2

파장:4

파장:

그림42. 시공간 팽창도와 적색편이

파장:

시공간 팽창도 즉 감마인자    ,

   ,   인 공간이 그림42와 같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고   인 공

간,   인 공간,   인 공간에 각

각 그 공간에 속한 태양이 있다고 가

정하자. 이 태양으로부터 고유 파장 

로 동일한 빛을 발생시켜 각각   

인 공간,   인 공간,   인 공간

을 그 빛이 통과한다고 하자. 각각의

빛은 고유 파장과 고유 위상 속도를

유지하며 시공간 팽창도가 각기 다른

공간을 통과한다. 빛은 처음 빛이 발

생된 공간의 고유 성질을 그대로 유지

하고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 공간의 태양(그림42의 제일

위)에서 발생한 빛(고유 파장:)은

  의 공간을 지날 때 공간이 상대

적으로 2배 팽창된 공간임으로 그 공

간에서 측정되는 빛의 파장은 1/2로

측정되며   의 공간을 지날 때는

공간이   의 공간에 비해 상대적으

로 4배 수축된 공간임으로 그 공간에

서 측정되는 빛의 파장은 2(4×1/2)

로 측정된다.

  의 공간의 태양(그림42의 가운

데)에서 발생한 빛(고유 파장:)은

  의 공간을 지날 때 공간이   

의 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4배 수축

된 공간임으로 그 공간에서 측정되는

빛의 파장은 4로 측정된다.

이로보건데   의 공간에서 측정

되는 빛의 파장은 중간 단계의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와는 무관하게 처음 빛

을 발생한 원래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

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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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인 공간에 소속된 태양에서

나온 빛의 파장은 2로 측정되며

  인 공간에 소속된 태양에서 나온

빛의 파장은 4로 측정된다. 따라서

처음 태양에서 나오는 빛의 고유 파장

을 라고 하고   인 공간에서 측

정되어지는 파장이 n라 할 경우 빛

이 처음 발생한 태양이 거하는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 는 n임을 알 수 있다.

태양이   인 공간,   인 공간,

  인 공간에 각각 속해 있다고 할

때 태양으로부터 처음 빛이 발생되어

나오는 경우 빛의 고유 파장 뿐 아니

라 4차원 공간이라는 매질에 대한 고

유 위상 속도 역시 광속 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는 빛의 고유 파장과 고

유 진동수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뜻

이다. 그런데 팽창된 시공간 내에서

물체의 이동에 따른 물리적 특성에 의

해 외부 관찰자가 시간의 흐름을 동일

하게 생각할 경우 내부 물체의 초당

이동 거리는 감마인자 만큼 증가한

다. 이러한 원리에 근거해서 빛이 시

공간 팽창도가 다른 공간을 지날 때

파장이 달라짐으로 진동수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는 그림29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빛의 위상 속도는

   ,  : 진동수, : 파장

이므로   의 공간에서 측정되는 빛

의 속도는 중간 단계의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와는 무관하게 처음 빛을 발생

한 원래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즉   인 공

간에 소속된 태양에서 나온 빛의 속도

는 2로 측정되며   인 공간에 소

속된 태양에서 나온 빛의 속도는 4로

측정되리라 추정된다. 따라서 처음 태

양에서 나오는 빛의 고유 속도를  라

고 할 경우   인 공간에서 측정되

어지는 파장이 n라 할 경우 빛이 처

음 발생한 태양이 거하는 공간의 시공

간 팽창도 는 n임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빛이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

진 은하로부터 올수록 빛의 근원이 되

는 별이 속해있는 공간의 시공간 팽창

도가 커지고 그럼으로 우리 지구에서

관찰하게 되는 빛의 파장은 늘어나 적

색편이를 이루고 빛의 속도는 빠르게

측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근거로 할 때 별빛의 적색편이

를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고 최근 주

장되고 있는 먼 우주로부터 오는 빛의

속도가 빨라져 있다는 호주 과학자들

의 관측사실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우주 속 은하로부터 오는 빛의 스펙

트럼을 관찰하면 다음과 같다(그림43).

그림43. 은하의 거리와 적색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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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오른쪽 사진은 거리가 멀수록

은하의 상이 작아지는 현상을 나타내

고 있으며, 위의 왼쪽 사진은 Ca II의

H와 K 스펙트럼 선이 화살표의 길이

만큼 적색 쪽으로 이동한 것을 보여주

고 있다. 은하의 거리가 멀수록 적색

편이가 커짐을 알 수 있다.35)

이때 적색 편이 현상을 도플러 효과

로 해석하지 않고 거리에 따른 시공간

팽창도의 증가 효과로 해석하면 그림

44와 같이 우리 은하로부터 멀리 떨어

질수록 거리에 비례하여 시공간 팽창

도가 점점 증가하는 구조를 나타내게

된다. 거리에 비례하여 시공간 팽창도

가 증가하는 공간 구조는 자체적으로

힘을 발생시키며 이렇게 형성된 힘의

방향은 우주 밖으로 향한다. 즉 우주

적인 척력을 형성하게 된다.

우리 은하계 공간 거리:백만pc



중력에 

의한 인력

의 증가에

따른 척력

(암흑에너지)

우주는 팽창도 수축도 하지 않음

(정상우주론)

그림44. 암흑 에너지와 정상우주론

균형

아인슈타인은 1917년 일반상대성 이

론적 우주론 논문을 발표하였다. 중력

이 시공간을 휘게 한다는 원리를 우주

론에도 적용시켜 전혀 팽창하지 않는

정적인 우주를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거대한 4차원 구

의 표면에 해당되는 3차원 공간(표공

간)이라는 우주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는 모든 은하들의 중력이 공간을 닫

히게 만들어 이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우주 모형은 극도로 불안한 구조를 가

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유한개의 은하

를 가지고 정적인 우주를 엮어놓으면

그 우주는 중력에 의해 한 곳으로 모

여들어 바로 붕괴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은하들 사이에는

인력인 중력 이외에도 서로 미는 척력

이 작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중력장 방정식에

상수 를 갖는 항을 집어넣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만들었다.

  


 





여기서 우주 척력은 거리에 비례한다.

상수 를 우주 상수라 한다.36)37)

그런데 그림44와 같이 거리에 비례

하여 시공간 팽창도가 증가하는 우주

공간 구조에서는 거대한 우주적인 척

력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 가 지칭하였던 힘인 것으

로 추정된다. 따라서 우리가 속하는

우주 공간은 아인슈타인이 처음 예상

했던 것과 같이 중력에 의한 수축력과

시공간 구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척력

이 균형을 이룸으로써 팽창도 수축도

하지 않는 정상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

로 추정된다.

공간 거리의 측정시 우리 은하에서

다른 은하까지의 거리를 이용하였음으

로 거리에 따른 시공간 팽창도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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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특정 은하계 내에서의 상황

은 알 수 없다. 단지 대부분의 은하는

그 중심에 블랙홀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추정되기 때문에 은하는 우주의 기

본 세포 단위와 같이 여겨진다.

호주 시드니 머쿼리 대학의 이론물

리학자 폴 데이비스 교수는 과학잡지

네이처(2002년 8월 8일)38)에서 ‘퀘이

사’라고 불리는 거대한 항성 천체에서

지구까지 수십억년 동안 여행한 빛을

측정한 결과 상대성이론의 광속도 불

변의 원리와 달리 빛의 속도가 일정치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천문학상의 관측 자료로 볼 때 약

60억~1백억년 전에는 빛의 속도가 지

금의 초당 30만km보다 더 빨랐다는

게 데이비스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우주 생성기인 ‘빅뱅’(우주대폭발) 때

빛의 속도는 무한대였을 것”이라고 말

했다.39)40)

이러한 관측결과를 본 논문은 잘 설

명하고 있다.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록 우주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가 커

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됨으로 지구로부터 멀리 있는 별로부

터 오는 빛의 속도는 그 별이 존재하

는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 에 비례하

여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

다.

14. 우주배경복사의 재해석

하인리히 빌헬름 올베르스가 제기한

역설로서 ‘밤하늘은 왜 검게 보이는

가?’에 대한 질문이 있다. 우주가 무한

히 크고 균일하다면, 어떤 방향을 바

라봐도 그곳에는 무한히 많은 별들이

보여야 한다. 밤하늘에서 임의의 방향

으로 시선을 고정시켰을 때, 관측자의

눈이 향하는 곳으로 무한히 긴 직선을

그리면 무한개의 별이 이 직선과 만나

야 된다. 그렇다면 관측자의 눈에는

무한한 양의 빛이 도달해야 하고, 따

라서 밤하늘은 엄청난 빛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그런데 밤하늘은 검게

보인다.

이는 멀리 있는 별일수록 공간의 시

공간 팽창도가 커짐으로 지구에 도달

하는 별빛의 파장이 길어지게 되고 별

과의 거리가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별빛의 파장이 가시광선의 범위를 벗

어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감지

되지 않음으로써 밤하늘이 검은 것으

로 관찰하게 된다. 그러나 코비위성을

이용하여 파장이 더 긴 마이크로파의

범위에서 관찰하면 그림45와 같이 밤

하늘 전체에 0.1mm에서 20cm 정도의

파장을 갖는 마이크로파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관찰되어 밤하늘은 매우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45. 코비에 의해 촬영된 우주배경복사

이를 우주배경복사라 하며 이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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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체에 흩어져 있는 별들의 빛 에

너지에 의해 나타나는 평균 에너지 분

포 효과일 것으로 추정된다.

15. UFO의 빠른 속도와 발광 현상

그림46. 1973.6.7 산테레인에서 촬영한 UFO

2007년 3월 22일 프랑스 국립항공우

주국(CNES)는 과거 30년간 모은

UFO에 대한 자료를 세계인이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그림46).41)42) CNES

에 의하면 1954년 이래 1600건의 목격

자료들이 수집되었고 그중 25%는 매

우 신뢰성이 있는 자료라고 한다.

2005년 1월 24일에는, 1월 1일 영국

정보공개법 발표로 영국 국방부의

UFO특수부서가 관리해온 기밀문서가

공개됐다. 이 기밀문서는 영국공군

(RAF) 조종사, 하사관 등 믿을 만한

정보제공자들이 작성한 UFO등 과학

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현상들에 대한

보고서라 한다.43) 그 외 최근 들어 여

러 나라들이 공식적으로 UFO 파일들

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2004년 멕시코

에 이어 2006년 핀란드, 그리고 2007

년 초 칠레 정부가 UFO의 존재를 인

정하고 관련 파일을 공개했다.44)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John Bro 방

식의 UFO 의도적 촬영법으로 많은

UFO의 의미있는 형태가 계속 촬영되

고 있다.45)

그런데 UFO의 움직임을 살펴볼 때

UFO의 이동속도는 매우 빠를 뿐 아

니라 급격한 방향전환과 급격한 감속

또는 가속으로 UFO내에 물질로 이루

어진 생명체가 타고 있다면 세포 조직

에 대한 급격한 압박과 찢어짐으로 인

하여 생리학적으로 살아남기 힘들다고

보여 진다.46) 그런데 그들은 살아남고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가능성 있는 설

명으로는 UFO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

이 시공간 팽창도가 매우 큰 공간을

형성하고 있어 공간 내부의 UFO와

내부 생명체의 입장에서는 평범한 속

도로 이동하며 방향전환과 감속 가속

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나, 팽창된

공간 자체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외부

관찰자인 우리의 눈에는 매우 빠른 속

도, 급격한 방향전환, 급격한 감속과

가속으로 나타나게 된다하는 가설이

다.

또한 UFO 주위의 발광 현상 역시

UFO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팽창된

시공간은 주변 공간에 비해 시공간 팽

창도의 상대적인 증가로 말미암아 빛

으로 전환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논리

에 의해 설명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UFO의 빠른 속도와 발광

현상은 UFO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팽창된 시공간의 효과로 말미암는 것

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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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논문의 핵심은 빛의 속도에 대하

여 다룬 것이다. 지금까지 아인슈타인

의 특수상대성이론에 의거하여 광속불

변의 법칙이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

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호주의 한 과학자에 의

해 퀘이사로부터 지구까지 수십억 년

을 여행한 빛을 조사한 결과 빛의 속

도가 일정치 않음을 밝혔다. 뿐만 아

니라 최근 많은 현대 천문학자들에 의

해 활동성 은하핵으로부터 방출되는

제트의 수많은 사례를 관측하면서 우

주에서는 광속을 초월하는 속도가 실

재로 허용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47)48)49)50)

이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론

은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 이에 호주 과학자들에 의해 빛

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관측결과

가 나왔을 때 기자들과 인터뷰한 내용

들을 적어본다.

시드니 매쿼리 대학의 파울 데이비

스 박사는 만약 빛의 속도가 지난 수

십억년 동안 느려졌다면 물리학자들은

우주 법칙에 대한 그들의 기본 가정에

대해 재고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교수는 “가정이 진실로 밝

혀지면 우주와 시간의 본질을 재검토

해야 할 것”이라 하였다.51)

데이비스 박사는 “물리학의 중요한

기초 가정이 붕괴될 때 무엇을 계속

적용하고 무엇을 폐기할지 정하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1백 년 전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

이론의 경우처럼 물리학에 있어서 패

러다임의 전환을 알리는 시작이라면

이 발견이 어떤 종류의 논리를 포함하

고 있는지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힘

든 일이다”고 말했다.52)

특수상대성이론에 있어서 수정되어

야 할 핵심 부분은 움직이는 기준계와

정지한 기준계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

의 상대성 문제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현대물리학계에서 정지한 기

준계에서 움직이는 기준계를 바라본

것과 움직이는 기준계에서 정지한 기

준계를 바라본 것을 서로 동일한 것으

로 보았으나 움직임의 방향이 반대임

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 움직

임의 방향이 반대라는 것은 서로가 동

일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임을 나타낸

다. 이러한 미묘한 논리상의 문제의

교정은 특수상대성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으로 하여금 광속을 초월하는 현

상을 허용하게 하고 양자역학과의 통

합에 있어서 풀리지 않던 매듭을 풀어

준다.

이로 인하여 양자중력공간 가설은

양자역학의 미해결 문제에 대한 해결

의 실마리53)를 안겨 줄 뿐 아니라 우

주론 분야에 있어서도 미해결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안겨 준

다.

우주론 분야의 자세한 논의는 ‘4차

원 공간과 우주의 구조 (2)’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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