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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본 우주론은 어미블랙홀이 우리우주를 만들었고 절  지배하고 있다는 단 하나의 전

제조건을 가정한다. 전제조건이 하나이므로 만물은 기하학적 그림이 도시된다. 여기서 기

하학적 모순이 없게 그림을 정확히 그린다면, 만물의 근원은 정확히 설명될 수 있을 것

임을 제안한다. 본 저서에서 다양한 그림이 제시되고 있으며, 아직 제안단계이므로 제시

된 그림들의 정확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현 물리학의 지식을 본 우주론에 적용한다면 

정확성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본 우주론의 최종 결과는 책 커버의 우주모형도라는 

그림 한장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 그림 한장에 근원우주부터, 우리 우주의 탄생 및 변화

과정, 근원우주의 종말까지 표현되어 있으며, 양자화가 무엇인지 역시 도시되어 있다.  

현재까지 제시된 그 어느 우주론도 암흑물질 및 암흑에너지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지 

못하고 있다. 본 우주론의 특징은 어미블랙홀이 암흑물질이고, 어미블랙홀의 성장이 암흑

에너지로 제시하였으며, 각종 물리현상의 근원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미

블랙홀 우주론은 질량 보존법칙, 에너지 보존법칙, 엔트로피 증가법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본 우주론의 해석 결과는 현 물리학의 관점과 많이 일치하고 있다. 본 우주론의 

특징은 차원만 다를뿐 모든 것은 동일한 기하학적 논리의 순환 반복이라는 것이다. 즉 

일반인이 본 우주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유튜브에 어미블랙홀 우주론 소개 동영

상이 계제되어 있다. 

본 저서는 총 10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 장에서는 입자물리학의 표준모형으로

부터 우리우주는 6 차원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즉 표준모형은 3세

까지만 존재하고 4세 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우리우주의 근원은 7 차원 시공

간이다. 제 1 장부터 10 장까지는 우주 및 양자의 세계를 서술하고 있고, 제 11 장에서

는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에 해 서술하고 있고, 제 12 장에서는 통합학문, 

환경열경제학, 기후변화, 무용에너지 감축의무제에 해 서술하고 있다. 위에서 서술된 

단어들은 중고등학교의 과학 교과서와 일치하고 있다. 즉 우주가 통합되고, 지구가 통학

되고, 학문이 통합될 수 있으며, 그 근원은 어미블랙홀이다. 통합학문의 목표는 지구상에

서 자연, 인간, 인공지능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발전하는 공동체의 구현이다. 즉 인류

는 자연을 통합학문으로 이해해야 하고, 인류가 인공지능에게 통합학문을 가르쳐야 한다

는 것이다. 본 우주론의 타당성이 확인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본 우주론을 더욱 개발해

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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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입자물리학의 표준모형과 6차원 공간 우주 
 

 

1.1 개 요 

 

본 우주론은 어미블랙홀이 우주를 절 지배하고 있다라는 전제조건 하나만을 가정하

며, 그 하나의 가정으로부터 책 표지 뒷면의 우주모형도라는 한 장의 그림으로 만물에 

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입자물리학의 표준모형은 3세 로 구성되어 있다. 왜 우리세

계의 입자는 3세 로 구성되어 있을까? 무엇이 세 별 입자의 특성을 정확히 동일하게 

미세조정(양자화) 하였을까? 이것에 한 설명이 필요하다. 본 우주론에서 3세 는 어미

블랙홀 입자, 할미블랙홀 입자, 증조할미블랙홀 입자이다. 즉 우리세계의 입자는 3세 가 

아니라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차원입자들의 조합이라는 것이다. 근원질량입자들이 있

고, 공간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독립적으로 3 개 존재하고 있고, 이들의 조합에 따라 우리

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입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표준모형을 새로운 관점으

로 분석해 보고자 하며, 이로부터 우리우주는 6차원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진다. 

입자물리학에서는 전자, 뮤온, 타우온을 각각 1세 , 2세 , 3세 로 호칭한다. 본 우주론

에서는 타우온, 뮤온, 전자의 순으로 해석된다. 다음의 서술에서 알갱이는 독립차원을 뜻

하고, 입자는 각 독립차원들의 조합차원을 뜻한다. 

 

 

1.2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 

 

다음은 인터넷 위키백과의 내용이다. 입자물리학은 물질과 방사전 등 자연의 기본 입

자를 연구하는 물리학의 분야 중 하나이다. 표준모형은 자연계의 기본 입자와, 중력을 제

외한 그 상호작용을 다루는 게이지 이론이다. 표준모형에는 표 1.1과 같이 총 61 개의 

기본 입자가 있으며, 표준 모형은 현재까지 거의 모든 실험에서 맞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입자들은 자연적으로는 불완전히 설명되며, 모든 것의 이론 같은 

더욱 근본적인 이론 개발을 기다리고 있다. 표준 모형은 이론적으로 여러가지의 결함을 

가지고 있고, 또 현상론적으로 관측된 일부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표준 모형은 이론적

으로 여러 자연스러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표준 모형에 등장하는 몇몇 상수가 너무

나 큰 값 또는 작은 값을 가지는 것이다. 표준 모형은 여러가지로 임의적인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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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모형은 3세 로 구성되어 있지만, 왜 3세 로 구성되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1.3 중성미자는 독립차원입자이고 그 조합이 전자이다 

 

1.3.1 용어설명 

다음은 위키백과를 정리한 내용이다. 경입자(lepton 렙톤)는 물리학에서 스핀이 ½이

고 (페르미온) 강한 핵력에 영향을 받지않는 기본 입자이다. 전자, 뮤온, 타우온과 각각에 

해당하는 중성미자로, 현재까지 총 6 종이 알려져 있다. 강하게 상호작용하는 기본 페르

미온은 쿼크로 분류한다. 렙톤은 전하를 띠는가 아닌가에 따라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

다. 첫째는 전하를 띠는 렙톤이다. ‘전자 같은 렙톤’이라고도 칭한다. 전하를 띠는 렙톤은 

표 1.1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 (인용: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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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입자들과 결합하여, 원자나 포지트로늄(positronium)과 같은 합성된 입자(composite 

particle)를 구성한다. 둘째는 중성미자다. 중성미자는 전하를 띠는 렙톤과 달리 전하를 

띠지 않는다. 중성미자(neutrino)는 전하를 띠는 렙톤보다 질량이 작다. 또한 다른 입자들

과 상호작용 또한 거의 하지 않아, 좀처럼 관찰되지 않는 입자이다. 렙톤은 또한 3세 에 

걸쳐 여섯 종류로 달리 분류할 수 있다. 1세 는 전자와 전자 중성미자, 2세 는 뮤온과 

뮤온 중성미자, 3세 는 타우온과 타우 중성미자로 구성되어 있다. 1세 에서 3세 로 갈

수록 구성하는 입자들의 질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자는 전하를 띠는 입자 중에

서 가장 가볍다. 다음으로 무거운 뮤온은 입자 붕괴 과정을 통해 금방 전자로 변한다. 가

장 무거운 타우온은 18%의 확률로 전자와 중성미자로 붕괴한다. 때문에, 뮤온과 타우온

은 우주선(cosmic ray)이나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반면, 전자는 전우주

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3.2 중성미자 및 전자를 그려보자 

우주의 근원 하나가 밝혀 진다면 모든 것은 명확히 그려지게 된다. 이것은 어떤 하나

가 100% 정확하게 그려졌다면, 우주의 근원은 밝혀지게 된다는 것과 같다. 과연 어떤 한 

개의 물리 현상이 100% 정확하게 그려지고 설명될 수 있을까? 그 설명 및 그림에 한 

의문의 꼬리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100%는 불가능 하다. 그림 1.1에는 전자 및 반전자

의 기본 모양과 다양한 형태 변화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어미블랙홀 우주론은 현재 

제안 단계이므로 제시된 전자 및 반전자의 모양 역시 제안 단계이다. 우리세계는 xyz 차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 번째 차원의 일부가 잘려 알갱이로 변한 것이 그림에서 α 

껍질이고, 다섯 번째 차원의 일부가 잘려 알갱이로 변한 것이 β 껍질이고, 여섯 번째 차

원의 일부가 잘려 알갱이로 변한 것이 γ 껍질이다. 이것은 현 물리학의 중성미자로서 각

각 전자중성미자, 뮤온중성미자, 타우온중성미자일 것이다. 그림 1.1과 같이 γ 알갱이들이 

구속되어 있는 β 알갱이 하나가 뮤온이며, β 알갱이들이 구속되어 있는 α 알갱이 하나가 

전자일 것이다. 알갱이에는 꼬리가 하나 있으며, 그 꼬리는 중력선이다. 즉 꼬리가 있으

면 중력질량을 유발하고, 꼬리가 없으면 질량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관찰된다. 위의 각

그림 1.1 전자 및 반전자의 기본 모양과 다양한 형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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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알갱이들이 탄생되는 과정 및 그 세부적인 기능은 제 8 장 축, 공간, 입자의 근원에서 

세부적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각각의 알갱이는 돌돌 말려 회전하고 있으며, 그 돌돌 말린 알갱이의 모양은 주어진 

상황에 맞게끔 다양하게 변한다. 즉 입자인가 파동인가의 논란이 아니라, 열린입자와 닫

힌파동이라는 것이다. 이 둘은 정확히 같은 것이며, 그 근원은 선 블랙홀 자기장 일부가 

잘린 것이다. α 알갱이의 수직방향으로 β 알갱이가 펼쳐지면 장이 형성되어 전하가 발생

하게 된다. 중성미자는 펼쳐질 알갱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하를 띄지 않고, 오직 중력

선에만 상호작용하게 된다. 현 물리학의 전문적 지식을 본 제안에 적용한다면 전자 및 

중성미자가 정확하게 그려질 수 있을 것임을 제안한다.  

  

1.3.3 중성미자가 독립차원입자이고 그 조합이 전자이다 

그림 1.2에는 중성미자 계열의 질량 그리고 그림 1.3에는 전자계열의 질량이 제시되

어 있고, 그 값에 로그를 적용하여 2차원 다항식으로 커브핏팅한 추세선이 도시되어 있

다. 전자를 4차원, 뮤온을 5차원, 타우온을 6차원이라 가정 해보자. 그림 1.2에서 보여지

듯이 중성미자는 6차원에서 꼭지점을 형성하고 있다. 즉 추세선에 의하면 7 차원 중성미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데이터가 3개 밖에 없으므로 위 결과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우주 공간이 6차원으로 구성되었다면, 6차원에서 기울기는 0 인 

극점이 되어야 하며, 0차원에서는 기울기가 무한 인 극점이 되어야 한다. 즉 달걀 모양

의 곡선이 그려져야 하며 그림 1.2는 정확히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타우온중

성미자 즉 γ 알갱이는 증조할미블랙홀의 입자이고, 뮤온중성미자 즉 β 알갱이는 할미블

랙홀의 입자이고, 전자중성미자 즉 α 알갱이는 어미블랙홀의 입자로서, 우리세계에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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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전자계열의 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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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중성미자 계열의 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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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띄엄띄엄)된 독립차원입자이며, 그 양자화 사이의 독립차원입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블랙홀만이 연속인 선을 돌돌말린 입자로 양자화 시킬 수 있다. 만약 그림 

1.2의 추세가 직선으로 그려졌다고 가정한다면 차원의 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림 1.3에는 전자계열의 값이 도시되어 있다. 이 역시 양자화되어 있으나, 6차원에서 

꼭지점이 약간 오른쪽으로 벗어나 있음이 보여진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 그림 1.1의 

전자 모양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는 α 알갱이 속에 β 알갱이들이 말려있고, 그 β 알갱

이 속에 γ 알갱이들이 말려있는 입자로서, 근본차원입자들의 조합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

해 그림 1.2와 같이 양자화된 차원 특성을 갖으나, 그 꼭지점은 6차원과 약간 어긋나게 

될 수 밖에 없다. 

 

1.3.4 블랙홀에 의해 차원이 알갱이로 변한다 

그림 1.2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α 알갱이는 어미블랙홀 자기장의 일부가 잘려 만들

어진 4차원 알갱이이고, β 알갱이는 할미블랙홀 자기장의 일부가 잘려 만들어진 5차원 

알갱이이고, γ 알갱이는 증조할미블랙홀 자기장의 일부가 잘려 만들어진 6차원 알갱이이

다. 동일한 논리를 우리우주의 밤하늘에 있는 자식블랙홀에 적용하면, 자식블랙홀 자기장

의 일부가 잘려 3차원 ω 알갱이가 만들어 진다. 어미블랙홀 우주론의 특징은 논리의 순

환반복이다. 

자기장의 일부가 잘려 알갱이로 변화된다는 본 주장을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 그림 10.9는 초전도체 현상으로서, 외부 자석 자기장의 일부가 초전도체에 의해 잘려 

갇힌 후 알갱이처럼 또르르 굴러가는 사진이다. 즉 본 주장의 현실성은 존재한다는 것이

다.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차원은 수학적 축임을 알 수 있다. 그 축은 6차원으로 펼

쳐져 있는 평면 연속 근원자기장이다. 근원자기장이 근원공간이고, 선  블랙홀이 차원을 

감축시킨다. 어미블랙홀 우주론은 모든 물리법칙을 너무나 엄격하게 적용한다. 즉 그 감

축과정 중에 모든 물리적 보존법칙은 필히 성립한다. 단지 그림 1.1과 같이 그 모양이 

변할 뿐이며, 이것이 변화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엔트로피 증가법칙이다.  

 

● 6차원 세계: X + Y + Z + A + B + C 자기장 

● 5차원 세계: X + Y + Z + A + B + γ 알갱이 

● 4차원 세계: X + Y + Z + A + β + γ 알갱이 

● 우리   세계: x + y + z + α + β + γ 알갱이 

● 2차원 세계: x + y + ω + α + β + γ 알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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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원 세계: x + ψ + ω + α + β + γ 알갱이 

● 0차원 세계: φ + ψ + ω + α + β + γ 알갱이 

 

1.3.5 α 알갱이 속의 β 알갱이의 개수는 1837 개 일 것이다 

그림 1.1의 전자 그림에서, α 알갱이 속의 β 알갱이 개수는 몇 개 일까 의문이다. 원

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양성자의 질량은 전자

의 1837 배 인데, 전하의 크기는 같다는 것이다. 전자는 α β γ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

고, 양성자의 외각껍질은 β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전자의 α 속에 묶인 β의 개수는 

1837 개 일 것이다. 이로인해 전자와 양성자의 전하 크기는 같게 된다. 전자의 전기장을 

그릴 때, 가운데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고, 그 테두리에 화살표들을 그린다. 그 화살표의 

개수는 실제로 몇 개인지 궁금하다. 

 

1.3.6 차원이 멀면 질량이 큰것처럼 관측된다 

타우온, 뮤온, 전자는 xyz 세상에 존재하는 입자인가? 아니면 xyz 차원 속에 숨겨져 

존재하는 입자인가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즉 기존 입자가 붕괴하여 새로운 입자로 탄

생되는 것인가? 아니면 차원의 조합으로서 새로운 입자가 만들어지는 것인가의 판단이다

. 우리는 xyz 차원에서 입자들을 실험하고 측정한다. 타우온의 질량이 진짜 매우 큰 것인

가? 아니면 타우온은 6 번째 차원에 존재하는 입자이므로, xyz 세상의 우리가 측정하기 

힘들어서 질량이 큰 것처럼 측정되는 것인가? 물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는 

전자와 원자핵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들로 이루어져 있다.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질량은 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는 것은 모순임을 알 수 있다. 차원이 가까운 입자일수록 측정이 쉽고, 차원이 멀리 있는 

입자일수록 측정이 어렵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측정의 어려움 정도를 질량으로 표

현하면, 질량보존법칙에서 오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오해 발생의 근본적인 이유는 

E=mC2 공식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하고 질량이 에너지로 변하

는 것은 진실인가? 아니면 수학적 계산이 편한 것인가? 어미블랙홀 우주론의 핵심은 그

림을 정확히 그리자이다. 질량이 에너지로 변하는 과정이 그림으로 명확히 그려질 수 있

는지 또한 엔트로피 증가법칙을 정확히 만족하는 공식인지 의문이다. 

 

1.3.7 차원알갱이들의 조합으로 인해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발생한다 

그림 1.1과 같이 α 알갱이 속에 β 알갱이들이 구속되어 있고, 그 β 알갱이 속에 γ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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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이들이 구속되어 있는 것이 전자이다. 단순히 질량의 합으로 생각한다면 전자의 질량

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야한다.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전자는 α 차원이므로 가장 발

견하기 쉬워 질량 역시 가장 가볍게 측정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α는 4 번째 차원과 연

결되고, β는 5 번째 차원과 연결되어야 하고, γ는 6 번째 차원과 연결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상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차원을 100% 정

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우리세상은 연속인 XYZ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음은 명확하

다. 그렇다면 우리세상에 4 번째 즉 A 차원은 존재하지 않는가의 질문을 한다. 책 커버

의 우주모형도에서 볼 수 있듯이 양자화(띄엄띄엄)된 a 차원이 존재하며, 그 a 차원의 일

부가 잘려 α 알갱이로 계속 변하게 된다. 연속 직선인 A 차원이 휘말려 굴곡진 양자화된 

a 축으로 변하고, 그 a 축의 일부가 잘려 α 알갱이로 변하는 것이 엔트로피 증가법칙이

다. 반엔트로피 증가법칙은 그 역순으로 변하는 것이다. 엔트로피 증가법칙은 6  가족 

블랙홀이 유발하며, 반엔트로피 증가법칙은 6  가족 화이트홀이 유발한다. 위는 변화의 

방향만 서로 반 일 뿐 모든 것은 동일하다. 제 8 장 축, 공간, 입자의 근원에서 세부적

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1.4 강력, 전자기력, 약력은 차원의 힘이다 

 

1.4.1 용어설명 

다음은 위키백과의 글이다. 중력(gravity)은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다. 현재 알려진 자연계의 네 가지 힘 중 가장 약하며, 유일하게 인력만이 작용한다. 

강한 상호작용(strong interaction)은 물리학에서 다루는 개념으로 원자핵이나 중간자들을 

결합하고 상호작용하게 하는 힘이다. '강한 핵력'(strong nuclear force), 또는 줄여서 '강력

'(strong force)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전자기 상호작용(electromagnetic interaction)은 

전된 입자 (렙톤과 쿼크 등) 사이의 기본 상호작용이다. 힘을 운반하는 입자는 광자이

다. 네 개의 기본 상호작용 가운데 (강한 상호작용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세며, 또한 장거

리에 작용하는 두 개의 기본 상호작용 가운데 하나다. 약한 상호작용은 흔히들 약력, 또

는 약한 핵력이라고도 부른다. 분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에서는 약한 상호작용은 W와 Z

보손의 교환 때문에 일어난다. 약한 상호작용은 잘 알려진 베타 붕괴(원자핵에서의 중성

자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 8 - 

 

1.4.2 중력이란 어미블랙홀이 물체를 당겨 공간이 휘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강력이 1 이라고 할 때, 전자기력은 1/137 정도, 약력은 10-5 ~ 10-6 정도, 

그리고 중력은 10-38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에서 약력의 정확한 값은 검색되지 않고 

있으므로, 5x10-5 근방이지 않을까 한다. 이 값들에 로그를 취하면, 그림 1.4로 도시된다. 

그림에서 얇은 두께선은 10-5 및 10-6을 표시한 것으로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정확

한 약력값이 중요하다. 그림의 형태상 략적으로 강력은 6차원의 힘, 전자기력은 5차원

의 힘, 약력은 4차원의 힘임이 보여진다. 그림의 추세로부터 중력 10-38 은 존재할 수 없

는 숫자임이 파악된다. 책 커버의 우주모형도를 보면 어미블랙홀이 xyz 우리세상의 각종 

물질을 네 번째 축 방향으로 당기고 있음이 보여진다. 즉 중력이란 우리세상의 힘이 아

닌 4차원의 힘이고 만유인력법칙에 어미블랙홀 질량을 입하면 약력과 같다는 것을 제

안한다. 이것이 절 중력이다. 어미블랙홀이 지구를 당기고 있고, 어미블랙홀이 또한 사

과를 당기고 있다. 이것은 마치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 값을 계산

한면 10-38 이다. 이 값은 겉보기 중력이다. 절 중력은 어미블랙홀이 물체를 잡아당겨 그 

물체의 공간이 휘어지는 것으로서, 만유인력법칙과 일반상 성이론을 동시에 만족한다.  

 

1.4.3 전자, 중성미자, 힘은 3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를 하나의 차트로 그려보자. 꼭지점의 위치가 서로 다르

므로 꼭지점을 서로 같게 평행이동 시키면 그림 1.5가 도시된다. 차트에서 파악될 수 있

듯이, 힘의 차원화는 중성미자 계열과 전자 계열 사이에 위치한다. 독립차원은 중성미자 

계열이고, 합성차원은 전자 계열임을 위에서 설명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힘 역시 합성차원임을 이해할 수 있다. 

Weak Force 1/500,000

Electromagnetic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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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자연계의 4 가지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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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전자, 중성미자, 힘의 차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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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에는 현 물리학에서 표현하는 양성자의 전

기장과 전자의 전기장이 도시되어 있다. 그림에서 화살

표의 전기력은 누가 발휘하는가 의문이다. 여기서 수학

적 계산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 한 그림을 

질문하는 것이다. 가운데 동그라미는 α 알갱이고 이고, 

펼쳐진 직선은 β 알갱이다. β 알갱이가 주된 힘을 발휘

하나, α 알갱이 역시 보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전기력은 β의 힘에 α의 

힘이 추가되어 있다는 것이다. 위 논리가 바로 그림 1.5의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은 차원

의 조합힘이라는 것이다. 핵력은 γ의 힘에 β와 α의 힘이 섞여 있으므로, 매우 이해하기 

힘든 힘이 될 수 밖에 없다. 약력은 α 차원만의 힘임이 본 우주론에서 파악된다. 즉 약

력을 기준으로 독립 β 힘을 파악하고 또한 독립 γ 힘을 파악해야 한다. 그 독립 차원 힘

들을 조합하면 전자기력 및 강력의 크기가 계산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것의 이론 

탄생 기본 원리이다. 

 

1.4.4 입자에 붙어 있는 중력선이 힘을 유발한다 

현 물리학의 표준모형과 같이 각종 입자 또는 각종 힘이 서로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입자라고 한다면, 위에서 제시된 각종 차트들에서 중성미자, 전자, 힘들의 차원

화 경향의 유사성은 희박한 확률의 우연의 일치일 수 밖에 없다. 그림 1.5를 근거로 힘

을 유발하는 인자는 분명 중성미자 속에 있다는 것이 파악된다. 그림 1.1의 전자 모양과 

같이 알갱이에는 중력선이라는 꼬리가 달려있고, 그 꼬리는 용수철처럼 비틀려 힘을 유

발한다고 제안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 8 장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1.5 쿼크는 근원질량이 α β γ 공간으로 둘러쌓인 입자이다 

 

1.5.1 용어설명 

다음은 위키백과의 내용이다. 쿼크(quark)는 렙톤이 아닌, 색전하를 띤 페르미온 기본 

입자다. 중입자와 중간자를 이룬다. 쿼크는 3세 가 있는데 1세 는 위·아래 쿼크, 2세

에 맵시·기묘 쿼크, 3세 에 꼭 기·바닥 쿼크로 나눈다. 각 쿼크는 빨강, 초록, 파랑 세 

개의 색깔을 가질 수 있다. 쿼크는 기본 전하의 −⅓ 또는 +⅔의 전하를 갖는다. 기본 전

하의 정수배가 아닌 전하를 가진 입자는 쿼크가 유일하다. 일상적인 에너지에서는 쿼크

그림 1.6 전기장과 전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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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홀로 존재하지 않고 언제나 중간자나 중입자를 이룬다. 중간자는 쿼크와 반쿼크로 이

루어진 입자이고, 중입자는 세 개의 쿼크로 이루어진 입자다. 중간자와 중입자를 통틀어 

강입자라고 부른다. 이에 따라, 홑 쿼크는 관측할 수 없으며, 관측 가능한 강입자는 항상 

기본 전하의 정수배의 전하를 가지고, 항상 무색이다. 쿼크를 따로 관측할 수 없으므로, 

쿼크 질량은 정확한 값이 아니라 참값이 놓여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범위다. 양성자는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1개(전하 +1)의 결합으로 구성되며, 중성자는 다운쿼크 2개와 업

쿼크 1개(전하 0)의 결합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있다. 

 

1.5.2 α 쿼크, β 쿼크, γ 쿼크 

위키백과에 제시된 쿼크의 질량에 로그를 취하여 차트를 그려보면 그림 1.7 및 그림 

1.8과 같이 도시된다. 여기서 쿼크 질량의 정확도는 의미가 없으며 그 경향이 중요하다. 

그림 1.7을 보면 2차 다항식 커브핏팅의 오류일 수는 있으나, 꼭지점이 9 차원으로 보여

진다. 이것은 마치 9 차원 공간에 시간을 더하여 끈이론에서 주장하는 10차원처럼 보인

다. 쿼크는 근원입자들이 차원 공간으로 둘려쌓여진 입자임을 제안한다. 따라서 어떤 공

간으로 둘러 쌓였는지에 따라 쿼크의 성격이 달라지게 된다. 그림 1.7의 쿼크는 위로 볼

록하므로, 전자 계열 또는 중성미자 계열로 둘러 쌓였을 것이다. 제 8 장에서 오비탈 s, p, 

d, f는 각각 α, αβ, αγ, αβγ 차원의 껍질임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업쿼크는 α 알갱이

로 둘러 쌓였고, 참쿼크는 αβ 알갱이로 둘러 쌓였고, 탑쿼크는 αγ 알갱이로 둘러 쌓였고, 

αβγ 알갱이로 둘러 쌓인 것은 중성쿼크 아닐까 한다. 역으로 위의 반  즉 βγ, γ, β, Non 

공간으로 둘러 쌓였을 수도 있다. 물리학의 전문적 지식을 본 제안에 적용한다면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 가능할 것이다. 그림 1.2로부터 4세 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파악

Up 1.7~3.3 MeV

Charm 1180~1340 MeV

Top 161~174 GeV

0

2

4

6

8

10

12

14

16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Lo
g 
(U
p
 Q
u
a
rk
) 

Dimension

그림 1.7 쿼크: 위, 맵시, 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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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쿼크: 아래, 기묘,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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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쿼크 속에는 근원질량입자가 있을 것이다. 근원질량입자는 물리학에서 정의내리

고 있는 질량에 정확히 비례하게 된다. 따라서 쿼크의 질량은 그 쿼크 속에 들어 있는 

근원질량입자의 개수와 그것들을 감싸고 있는 차원 알갱이의 특성에 비례하게 된다. 이

로 인해 6차원이 아닌 9차원쯤에서 꼭지점이 도시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근원질량이 α β 

γ 차원 공간으로 둘러쌓였으며, 이것은 오비탈 궤도와 연결되어 있어, 원자를 정확히 이

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이 추측된다. 

그림 1.8의 다운쿼크 계열은 아래방향으로 포물선이 도시되므로, 그 성질이 반 임을 

파악할 수 있다. 4차원에서 극점을 갖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것에 어떤 물리적 뜻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아마 우리 세상은 3차원 공간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 아닐까 한다. 

 

 

1.6 입자는 차원의 집합체이다 

 

1.6.1 중입자 

다음은 위키백과의 내용이다. 양성자(proton)는 +1e의 전하를 가지는 원자의 구성입

자로 중성자와 함께 원자핵을 이루며, 이 둘을 “핵자”라고도 부른다. 중성자(neutron)는 

원자핵을 구성하는 것 중 전하가 없는, 양성자보다 약간 무거운 핵자다. 델타 중입자

(Delta baryon)는 위 쿼크와 아래 쿼크로 만들어진, 스핀 1½과 아이소스핀 1½의 중입자

다. 전하에 따라 전하 −1부터 2까지 총 4종이 있다. 중입자 십중항의 일부를 이룬다. 기

호는 그리스 문자 델타(Δ). 4종의 델타 중입자는 전하를 빼고는 질량이나 수명 등 여러 

성질이 거의 같다. 람다 중입자(lambda baryon)란 위 쿼크와 아래 쿼크, 또 제3의 무거운 

쿼크 (기묘 쿼크, 맵시 쿼크, 바닥 쿼크, 꼭 기 쿼크)로 이루어진 중입자의 하나다. 기호

는 그리스 문자 람다.  

시그마 중입자는 위 쿼크 또는 아래 쿼크 둘와 무거운 쿼크 (기묘 쿼크, 맵시 쿼크, 

바닥 쿼크, 꼭 기 쿼크) 하나로 이루어진 중입자다. 아래첨자가 없는 것은 무거운 쿼크

가 기묘 쿼크인 경우고, 만약 다른 쿼크인 경우 아래첨자로 표시한다. 기호는 그리스 

문자 시그마(Σ). 크시 중입자는 위 쿼크 또는 아래 쿼크 하나와 무거운 쿼크 (기묘 쿼크, 

맵시 쿼크, 바닥 쿼크, 꼭 기 쿼크) 둘로 이루어진 중입자다. 아래첨자가 없는 것은 무거

운 쿼크가 둘 다 기묘 쿼크인 경우고, 만약 다른 쿼크인 경우 아래첨자로 표시한다. 기호

는 그리스 문자 크시(Ξ). 오메가 중입자(omega baryon)는 위 쿼크와 아래 쿼크를 포함

하지 않는 중입자다. 아래첨자가 없는 경우 세 개의 기묘 쿼크로 이루어진 입자를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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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만약 일부 기묘 쿼크가 더 무거운 쿼크로 치환된 경우 아래첨자로 나타낸다. 기호

는 그리스 문자 오메가(Ω). 기호가 소문자 오메가인 오메가 중간자와는 관련없는 입자

다.  

그림 1.9에는 양성자, 기묘한 람다, 델타의 질량이 로그 크기로 도시되어 있다. 모양의 

형태는 그림 1.3의 전자 계열 및 그림 1.4의 힘 계열과 유사하며, 7 차원에서 꼭지점이 

형성되는 것처럼 보인다. 양성자, 람다, 델타 속에는 근원질량입자가 있고, 증조할미블랙

홀이 델타입자를 만들고, 할미블랙홀이 람다 입자를 만들고, 어미블랙홀이 양성자를 만든

다. 3차원인 우리세상에서 원자 종류는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에 따라 

100 개가 넘는다. 그렇다면 4차원 세상의 원자번호는 100 개 보다 훨씬 작을 것임이 분

명하다. 4차원 세상에서 핵을 구성하는 것이 람다이고, 람다의 개수에 따라 4차원 세상의 

원자가 존재하는 것 아닐까 추측을 한다. 기묘한 람다는 1116 MeV이고, 맵시있는 람다는 

2286 MeV, 이고 바닥람다는 5620 MeV이다. 기묘한 람다에 2 를 곱하면 2232 MeV이고, 

5를 곱하면 5580 MeV이다.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림 1.3의 전자계열에서 언

급하였듯이, 차원의 혼합 때문일 것이다. 기묘한 람다가 중성자라면, 맵시있는 람다는 양

성자 1 개와 중성자 1 개로 구성된 원자번호 1 이고, 바닥람다는 양성자 2 개와 중성자 

3 개로 구성된 원자번호 2가 된다. 꼭 기 람다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꼭 기 람다

의 관찰 결과가 위 논리에 적용될지 궁금하다. 

5차원 세상에서 핵을 구성하는 것이 델타이고, 텔타의 개수에 따라 5차원 세상의 원

자가 존재할 것이다. 여기서 델타는 6차원근원우주의 근원질량입자가 5차원 세상으로 유

입된 것이다. 그 근원질량입자의 종류는 1 개이다. 즉 5차원 세상의 원자번호는 1개만 

존재하게 된다. 본 논리로 인해 4 종의 델타 중입자는 전하를 빼고는 질량이나 수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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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양성자, 람다, 델타 

Σ 1192 MeV

Ξ 1314 MeV

Ω 1672 MeV

9.00

9.05

9.10

9.15

9.20

9.25

9.30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Lo
g 
(.
..)
 

Dimension

그림 1.10 시그마, 크시, 오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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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성질이 거의 같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한다. 

그림 1.10에는 시그마, 크시, 오메가 중입자의 로그 질량값이 도시되어 있다. 그 경향

은 그림 1.8의 아래 쿼크 계열과 유사하게, 4차원에서 꼭지점이 형성되므로 반입자임을 

알 수 있다. 우리세상은 3차원 중성의 세계이므로, 3차원 반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1.6.2 맞깔있는 중간자  

다음은 위키백과의 내용이다. 케이 중간자(K meson)는 입자물리학에서 기묘도 양자수

에 따라 구별되는 네 가지 중간자 상태 중 하나를 일컫는다. 디 중간자(D meson)란 맵시 

쿼크와, 그보다 가벼운 다른 쿼크 (위, 아래, 기묘 쿼크)로 이루어진 중간자를 총칭하는 

말이다. 비 중간자(B meson)란 바닥 쿼크와, 그보다 가벼운 다른 쿼크 (위, 아래, 기묘 쿼

크)로 이루어진 스칼라 중간자를 총칭하는 말이다. 티 중간자(T meson)는 꼭 기 쿼크와 

그보다 가벼운 쿼크 (위 쿼크, 아래 쿼크, 기묘 쿼크, 맵시 쿼크, 바닥 쿼크 가운데 하나)

로 이루어진 가상의 스칼라 중입자다. 꼭 기 쿼크가 너무 무거워 하드론화하기 전에 붕

괴하므로, 아직 발견되지 않있다. 

그림 1.11에는 K, D, B 중간자 질량이 로그 스케일로 도시되어 있다. 이 역시 커브핏팅

의 오류일 수는 있으나, 그림 1.7의 업쿼크 계열과 같이 9 차원에서 꼭지점이 형성되고 

있다. 그 이유를 신중히 검토해 봐야하지 않을까 한다. 본 논리라면 T 중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3 맛깔없는 무거운 중간자  

다음은 위키백과의 내용이다. 제이/프시 중간자(J/psi meson)는 맵시 쿼크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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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중간자: K, 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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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중간자: J/ψ, ϒ, 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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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 중간자의 하나다. 입실론 중간자(upsilon meson)는 바닥 쿼크로 이루어진 벡터 중간

자다. 세타 중간자(theta meson)는 꼭 기 쿼크로 이루어진 가상의 유사벡터 중간자다. 

꼭 기 쿼크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하드론화가 힙들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기호는 

그리스 문자 세타 (θ). 키 중간자(chi meson)는 무거운 쿼크 (맵시, 바닥, 꼭 기)와 그 반

쿼크로 이루어진 중성 벡터 중간자 (쿼코늄)이다. 에타 중간자와 에타 프라임 중간자는 

위 쿼크와 아래 쿼크, 기묘 쿼크가 섞여 만들어진 중성 유사스칼라 중간자의 일종이다.  

그림 1.12에는 제프-프시 및 입실론 중간자가 도시되어 있다. 세타 중간자의 질량은 

아직 측정되지 못하고 있으나, 추세선으로부터 그 값을 추정할 수 있다. 위로 볼록할지 

아니면 아래로 볼록할지, 6차원에서 최 값을 가질지 아니면 9 차원에서 최 값을 가질

지 추측이 필요하다. 위로 볼록할 것 같으며, 6차원일 경우 그 값은 14,000 MeV 정도, 9 

차원일 경우 그 값은 22,500 MeV일 것이다. 아마 9 차원이지 않을까 추측을 해 본다. 

 

1.6.4 맛깔없는 가벼운 중간자  

다음은 위키백과의 내용이다. 파이온(pion) 또는 파이 중간자는 위 쿼크와 아래 쿼크

가 섞여 만들어진, 유사한 성질을 지닌 세 종의 유사스칼라 중간자 가운데 하나다. 가장 

가벼운 중간자며, 핵자 사이의 강한 핵력을 매개한다. 로 중간자(rho meson)는 위 쿼크와 

아래 쿼크로 이루어진 유사벡터 중간자다. 에타 중간자와 에타 프라임 중간자는 위 쿼크

와 아래 쿼크, 기묘 쿼크가 섞여 만들어진 중성 유사스칼라 중간자의 일종이다. 피 중간

자(phi meson)는 기묘 쿼크로 만들어진 벡터 중간자다. 오메가 중간자(omega meson)는 

위 쿼크와 아래 쿼크로 이루어진 벡터 중간자다. 에이 중간자(a meson)는 위 쿼크와 아

래 쿼크로 이루어진 벡터 중간자다. 비 중간자(b meson)는 위 쿼크와 아래 쿼크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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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중간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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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스칼라 중간자다. 에프 중간자(f meson)는 위 쿼크와 아래 쿼크로 이루어진 중성 벡

터 중간자다. 에이치 중간자(h meson)와 에이치 프라임 중간자(h-prime meson)는 위 쿼

크와 아래 쿼크, 기묘 쿼크로 이루어진 중성 스칼라 중간자다. 

그림 1.13에는 파이, 에타, 로 중간자의 로그 질량이 도시되어 있으며, 6차원에서 꼭지

점이 좌측으로 약간 어긋나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2와 같이 정확히 6차원

에서 꼭지점을 형성해야 할 듯한 추세이므로, 에타 값의 정 도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한

다. 이것은 그림 1.2의 독립차원과 그림 1.3의 합성차원의 차이점과 같은 관점으로 이해

해야 할 것이다. 에타프라임은 차원의 경향에서 벗어나 있음이 보인다. 그림을 잘못 도시

한 것일 수도 있고, 에타프라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 도 있다. 

그림 1.14에는 기타 중간자의 로그 질량이 도시되어 있다. 차원의 경향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아직 발견되지 못한 입자들도 있을 것임을 고려한다면, 모든 것은 3

세 로 차원화가 될 것임을 제안한다. 

 

1.6.5 타우온과 타우온 중성미자 

본 논리에 의하면 γ 차원은 조합이 없기 때문에, 타우온과 타우온 중성미자는 동일해

야 하나, 그림 1.2와 그림 1.3과 같이 그 질량이 서로 다르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중

성미자란 α 알갱이 모양선에 α β γ 중력선이 붙는 것일 것으로 추측된다. 모양선과 중력

선이 결합하는 미세조정 과정이 중성미자 진동현상일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 8 장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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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자식블랙홀 표면에 2차원 세상이 펼쳐지는가? YES / NO 
 

 

2.1 개 요 

 

우리우주는 xyz 3차원 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을 확장하면 XYZA 4차원 초

거  공간이 존재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어미블랙홀이란 책 표지에 도시된 바와 같이 4

차원 초거 공간에서 a 공간을 양자화시켜 xyz 3차원 거 공간을 만드는 블랙홀을 뜻한

다. 따라서 어미블랙홀 우주론은 4차원 구체인 어미블랙홀 표면에 3차원 우주가 펼쳐진

다는 우주론이다. 우리우주의 3차원 거  공간 속에 3차원 구체인 밤하늘의 블랙홀이 존

재한다는 것은 명확하며, 이것을 자식블랙홀이라 부르고자 한다. 질문은 자식블랙홀 표면

에 2차원 우주가 펼쳐지는가 이다. 답변은 YES 또는 NO 둘 중 하나로 매우 간단하나 쉽

지는 않다. YES라고 답변한다면 동일한 논리로 어미블랙홀 표면에 3차원 우주가 펼쳐진

다 이며, 이것은 만물의 비 은 0원짜리 기하학적 논리로 파악될 수 있다는 뜻이다. NO

라고 답변한다면 수 천조 비용을 투입하여도 만물의 비 은 모호할 수 밖에 없다. 

우리우주에 절  지배체가 존재하는가? 그 절  지배체로서 현 물리학은 수학이라 판

단하고 있는 듯 하며, 본 저서에서는 어미블랙홀임을 제안이다. 수학 및 어미블랙홀 이외

의 절  지배체를 생각해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수학의 세계에서 0차원은 점, 1차원

은 선, 2차원은 면, 3차원은 체적이다. 그 수학의 세계가 현실로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본 

저서의 답변은 어미블랙홀 표면에 3차원 공간이, 자식블랙홀 표면에 2차원 공간이, 손자

블랙홀 표면에 1차원 공간이 펼쳐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변화의 방향은 블랙홀이 지배하

므로 차원은 필히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0차원이란 공간과 질량이 완벽히 분리되

어 공간의 관점에서 질량은 0이며, 질량의 관점에서 공간은 0인 한 순간이다. 그 한 순

간이 지나면 변화의 방향은 화이트홀이 지배하여 차원은 필히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다. 그 변화의 과정 중에 모든것은 모양만 바뀔 뿐 보전된다. 우리우주의 절 지배체가 

어미블랙홀이라면 만물은 기하학적 그림이 도시 될 수 밖에 없다. 그림을 정확히 그린다

면 만물의 비 은 기하학적으로 밝혀진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하학적 논리로서 

자식블랙홀이 2차원 세상을 절 지배하는 과정을 도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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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블랙홀의 자기장은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서 펼쳐진다 

 

그림 2.1에는 은하의 중심에 존재하는 초거  자식블랙홀이 방출하는 자기장 모양이 

도시되어 있다. 기하학적 논리 전개의 출발은 그 자기장 모양이 올바른가의 의문으로부

터 시작한다. 은하 중심의 초거  블랙홀은 너무나 강력하므로 그 자기장 또한 매우 강

력하여 그림 2.1과 같이 은하 전체에 펼쳐져 있을 듯도 하다. 그림 2.2는 태양풍이 지구 

자기장을 휘게하는 과정이 도시되어 있다. 여기서 핵심은 너무나 약한 지구 자기장을 태

양풍 조차도 자연스럽게 통과 못한다는 것이다. 은하는 회전을 하고 있고, 그 은하의 모

든 물질들이 그림 2.1의 초거  블랙홀의 강력한 자기장을 자유로이 통과한다는 것은 오

류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블랙홀은 강력히 회전을 하므로 그 자기장 역시 강력

히 회전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강력한 자기장의 회전과 은하의 형성 관계는 기하학

적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그림 2.3은 사건의 지평선 밖으로 블랙홀 자기장이 펼쳐져 있는 모습이다. 그 무엇도 

가로 지를 수 없는 것이 사건의 지평선이다. 블랙홀 자기장이 사건의 지평선 밖으로 펼

쳐진다는 것은 모순이므로, 그림 2.4와 같이 블랙홀의 자기장은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 

위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블랙홀 자기장은 너무나 강력하여 그림 2.3과 같이 은하 전

체에 펼쳐져야 할 듯하나, 그림 2.4와 같이 사건의 지평선 안쪽의 작은 영역에 매우 강

력히 펼쳐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사건의 지평선 밖은 3차원 세계이고, 그 

안은 2차원 세계임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사건의 지평선을 경계로 차원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며, 블랙홀은 그 표면의 수직 방향의 차원을 휘말아 양자화된 불확실의 세상을 만든

다는 것이다. 그림 2.4를 상세히 파악한다면, 만물의 비 은 기하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

음을 제안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 8 장 축, 공간, 입자의 근원에서 서술하도록 한다. 

 

그림 2.2 지구의 자기장 (인용: phys.org) 그림 2.1 블랙홀의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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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우리 세계의 물질은 사건의 지평선 안에서 2차원화 미세조정 된다 

 

그림 2.4와 같이, XYZ 크기의 3차원 물질은 사건의 지평선 안에서 그 크기가 급격히 

축소되어 xyz 크기의 입자로 될 것이다. 여기서 의문은 그림 2.4의 좌측과 같이 그 xyz 

입자가 블랙홀의 자기선들을 자연스럽게 통과하여 블랙홀로 충돌할 것인가 아닌가 아니

면 우측과 같이 2차원 미세조정될 것인가 이다. 그림 2.2에서 보여지듯이 강력한 태양풍 

조차도 매우 약한 지구 자기선을 뚫지 못하는데, 그 xyz 입자는 블랙홀의 자기선을 자연

스럽게 통과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블랙홀은 공간을 흡수하는데, 그 공간은 또

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그림 2.4의 좌측과 같다면, 블랙홀

은 3차원 세계의 각종 입자들과 공간들

이 하나의 덩어리가 된 잡동사니의 집합

체 즉 쓰레기장인가 의문이 있게 된다. 

그림 2.5에는 밴 앨런  그림이 도시되어 

있다. 각종 입자들이 지구가 뿜어내는 자

기장에 갇혀 있다. 즉 블랙홀로 빨려 들

어간 각종 물질들이 블랙홀의 강력한 자

기장을 쉽게 뚫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1에는 블랙홀이 삼킨 물질 중 일부를 방출하는 제트가 도시되어 있으며, 이것

은 블랙홀이 삼킨 물질 중 첫번째 자기선을 뚫지 못한 입자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뜻이다

. 그림 2.4의 오른쪽과 같이 3차원 세상에서 질량, 전자, 광자, 공간 등이 지속적으로 유

입되고 있고, 첫번째 자기선을 뚫지 못한 입자들은 상하 방향으로 리게 되며, 이것이 

그림 2.3 사건의 지평선 밖의 자기장 그림 2.4 사건의 지평선 안의 자기장 

그림 2.5 밴 앨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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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쌓이게 되면 압력으로 인해 제트로 방출될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지평선 속으로 빨려 들어간 입자들의 에너지는 첫번째 자기선만 뚫을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것은 자식블랙홀 자기장의 첫번째 공간에 2차원 세상이 펼쳐진다는 

뜻이 된다.  

 

 

2.4 축, 공간, 입자는 블랙홀이 만든다 

 

축은 수학적 개념이며, 공간은 철학적 개념이며, 입자는 원래 존재하는 것이 현재의 

물학적 관점이 아닐까 한다. 그림 2.4를 살펴보면 기하학적으로 축 공간 입자가 정의된

다. 블랙홀이 방출하는 자기선이 축이며, 그 자기선 사이가 공간이며, 입자는 사건의 지

평선 밖에서 유입되는 입자들이 블랙홀 자기선 일부를 잘르며, 그 잘린 자기선이 똘똘 

말려 미세조정된 것이다. 외부 자석의 자기선이 초전도체 내부에 갇혀 있는 것이 초전도

체 현상이다. 즉 자기선이 똘똘 말려 입자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제 1 장

에서 γ 알갱이는 증조할미블랙홀이 만든 것이며, β 알갱이는 할미블랙홀이 만든 것이며, 

α 알갱이는 어미블랙홀이 만든 것임을 기술하였다. 선  블랙홀들의 자기선이 잘려 조합

으로 구성된 알갱이들이 우리세계의 입자이다. 논리의 확장으로부터, 자식블랙홀은 ω 입

자를 만들며, 자식블랙홀의 첫번째 공간에 살고 있는 2 차원 생명체는 표준입자물리학의 

4세 를 놓고 갑을박론할 것이다. 

그림 2.4에서 자식블랙홀의 자기장을 ω 그리고 어미자기장을 α 라고 부르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세계는 XYZα 공간이며, 자식세계는 xyω 공간이다. 2D의 세상은 xy 구체 평

면 공간 임을 이해할 수 있고, 2D 우주는 첫번째 ω 선과 두번째 ω 선 사이에 펼쳐진다. 

2D 공간은 xy 평면 방향으로 텅 빈 연속의 세계이고, xy 방향의 수직방향 즉 ω 방향은 

이해 불가능한 간격이 존재하는 ω 양자화의 세계이다. 위 해석은 공간의 한자적 의미 

즉 텅 비었는데 간격이 있다는 정의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연속의 세계와 불

연속의 세계가 존재함을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중력의 세계와 양자화의 세계이다.  

그림 2.4로부터 2D 입자 및 그 입자의 집합체는 ω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ω 자기

선(축 및 중력장)을 결코 직접적으로 관측하거나 측정할 수 없음을 이해할 수 있다. 텅 

비어 있다는 뜻을 이해하기는 힘드나, 그림에 의하면 공간은 텅 비어 있으므로 공간 역

시 관측 및 측정 불가능 하다. 물질과 공간은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우리세계의 

물질이 빨려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세계의 공간이 빨려 들어간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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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논리의 확장으로부터 3D 공간은 어미블랙홀의 자기선(α

)이며, 그 자기선이 그림 2.4와 같이 자식블랙홀로 빨려 들어 가는 것이다. 여기서 블랙

홀의 자기선이 차원을 만들며 α 차원과 ω 차원은 서로 수직방향이다.  

 

 

2.5 자식블랙홀 세상에서는 입자 물리학의 4세대가 펼쳐진다 

 

그림 2.4에서 사건의 지평선과 첫번째 ω 선 사이의 공간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

까? 이것은 XYZ 입자들이 xyz 입자들로 미세조정되는 과정이다. 즉 미세조정된 입자는 

첫번째 ω 선을 뚫을 수 있고, 미세조정 되지 못한 입자는 상하로 려 제트로 방출되는 

것이다. 그 입자가 첫번째 ω 선을 뚫었다면, xy 공간에 xyz 입자가 존재하는 차원의 모순

이 발생된다. 따라서 첫번째 ω 선을 통과할 때 차원의 미세조정 현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2.4와 같이 우리세상인 α 물질(xyz 입자)이 첫번째 ω 선을 통

과할 때 그 표면적만큼 ω 선이 잘려 그 α 물질을 감싼다면, xyω 차원의 입자가 된다. 여

기서 2D 공간에 xy 입자가 존재하는데, 그 입자는 ω 방향으로 불확실성을 띈다. 따라서 

자식블랙홀 세상에서는 입자 물리학의 4세 가 펼쳐질 것이며, 자식세상의 생명체는 도

체 왜 입자들은 4세 로 이루어져 있을까를 고민할 것이다.  

위 논리가 진실이라면, 우리 세계의 전자 광자 등 입자의 정체가 밝혀지며, 화학반응

은 불안정한 차원이 안정화되려는 성질 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4와 같이 어미블랙

홀의 자기선인 α 자기선은, 사건의 지평선을 지나 매우 천천히 자식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α 선이 ω 선과 접촉할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 자식블랙홀이 뿜어내는 ω 

자기선은 강력히 회전하고 있으므로, 그 회전력에 의해 α 선은 사건의 지평선에서 끊기

고 2차원 세상의 빛 속도로 똘똘 말려 입자화 된다. 이것이 2D 세상의 광자이고, 그 말

린 2차원 에너지는 E=mC2 이 된다. 이 논리를 우리세계에 

적용하면, 그림 2.6에서 큰 입자가 어미블랙홀의 자기선으로

서 약력을 발생키는 α 알갱이고 이고, 그 속의 중간 크기 입

자가 할미블랙홀의 자기선으로서 전기력을 발생시키는 β 알

갱이고 이고, 그 속의 작은 크기 입자가 증조할미 블랙홀의 

자기선으로서 핵력을 발생시키는 γ 알갱이 이다. 

그림 2.4의 블랙홀 자기장은 위에서 아래로 2차원 세상의 빛속도로 회전한다. 질량을 

가진 입자가 첫번째 ω 선과 충돌시, 그 충돌된 영역만큼 ω 선이 떨어져 나오며, 이것은 

그림 2.6 입자와 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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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장 회전으로 인해 그림 2.6과 같이 똘돌 말려 회전하게 된다. 그 ω 입자가 두번째 

ω 선에 접촉할 경우 회전 방향은 반 가 된다. 이와같이 블랙홀 가족들의 자기선, 그 자

기선이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가, 그 자기선이 N의 특성을 갖는가 S의 특성을 갖는가 

등이 우리 세상의 다양한 입자를 만들게 된다. 즉 입자물리학의 표준모형이 탄생한다는 

것이다. YES라고 답변할 경우, 그림 2.4에 우주의 비 이 담겨있음이 파악된다.  

자기선이 입자가 된다는 위 주장이 과연 말이 되는 소리일까? 초전도체는 자기선을 

입자처럼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밝혀졌다. 이로부터 블랙홀이 자기선을 똘

똘 말아 입자화 시킨다는 본 주장에 타당성은 존재한다. 우리세계의 3D 물질들은 블랙홀 

속에서 아작이 나는 것일까? 아니면 2D 물질로 미세조정되는 것일까? 아작이 난다는 말

과 미세조정된다는 것은 동일한 단어이다. 

 

 

2.6 2차원 세상의 각종 물리상수들은 3세대의 추세로부터 파악된다 

 

자식블랙홀 탄생과 동시에 자기장은 매우 넓고 강력하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자식블랙홀 탄생 초기 수많은 3D 물질이 2D로 급격히 미세조정 되어 넓게 펴지려는 자

기장을 블랙홀 방향으로 급격히 압축시킨다. 즉 자기장의 영역은 자기장이 펼쳐지려는 

힘과 그 공간에 위치한 물질에 의해 블랙홀 방향으로 당겨지는 힘이 평행을 이루는 지점

에 위치하며, 그 외부의 영역에 사건의 지평선이 존재하게 된다. 이로부터 중력은 공간의 

수직방향의 힘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자기선은 두 종류가 있다. 자식블랙홀이 뿜어

내는 ω 자기선과 어미블랙홀의 자기장이 자식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α 자기선이다. 3D 

물질이 ω 자기선 일부분을 끊어 2차원 세상의 ω 전자를 만든다. ω 자기선의 수직방향

으로 α 자기선이 유입되며, 사건의 지평선에서 끊긴 α 자기선은 2차원 세상의 광자가 

된다. 그 끊긴 자기선은 그림 2.6과 같이 돌돌 말려 있는 열린 입자가 된다. 입자는 상황

에 따라 똘똘 말릴 수도 있고 펼쳐져 파선이 될 수 있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여

기서 제 1 장에서 제시된 추세로부터 2 차원 세상의 각종 물리 상수값들은 략적으로 

파악될 수 있고, 제시된 추세의 물리적 공식이 발견된다면 2차원 세상의 각종 물리 상수

값들은 정확히 계산될 수 있다.  

 

 

2.7 우리세계는 N 극성이고 블랙홀은 S 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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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홀은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 입자나 전자기 복사를 비롯한 그 무엇도 빠져나올 수 

없는 시공간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초신성 폭발 후 남은 별의 핵이 중력붕괴를 통해 축

퇴되어 원자 내부의 핵과 전자가 합쳐지면서 중성자로 변해 만들어지는 별이 중성자별이

다. 중성자별이 주위의 물질을 지나치게 빨아들여 한계를 넘을 경우 중력붕괴를 일으켜 

블랙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블랙홀은 중성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빅뱅이론에

서는 빅뱅발생 당시 물질과 반물질이 존재하였으며, 물질과 반물질의 결합으로부터 에너

지가 다량 생성되고, 물질이 승리하여 반물질은 우리우주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다. 여기서 우리 세계의 입자들은 물질임이 명확하다. 그렇다면 블랙홀은 무엇인지 의문

이 있다. 중성은 물질과 반물질의 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물질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나 관찰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빅뱅 당시 반물질은 조금 밖에 없어서 우리세상에 관찰되지 않는 것인가? 빅뱅 당시 물

질과 반물질은 서로 동등하게 존재하였다는 가정이 타당할 것이다. 블랙홀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관찰되지도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 우리우주의 행성이 물질이라면, 초거  

물질이 중력붕괴로부터 중성자별로 변하고, 중성자별이 중력붕괴를 일으켜 반물질로 변

해야 논리가 맞게 된다. 즉 블랙홀은 반물질이라는 것이다. 

본 우주론에서 물질은 공간을 넓히려는 성질이 있고 반물질은 공간을 좁히려는 성질

이 있다고 제시한다. 자석에서 자기장은 N 극에서 나와 S 극으로 들어간다. 즉 N 극은 

공간을 넓히려는 물질이고, S 극은 공간을 좁히려는 반물질이다. 우리 세계의 물질은 원

자와 원자 사이가 부분 텅 빈 공간인 N 극의 특성을 가지며, 블랙홀은 공간을 극도로 

좁히는 S 극의 특성을 갖는다. 여기서 자석은 N 과 S 가 모두 존재하는 중성이다. 우리

세상에서 자석은 XYZ 세상의 물질이고, XYZ는 중성이다. 그 위의 차원들은 선  블랙홀

들에 의해 중성이 N과 S로 분리되어 입자화 된다. 즉 원자 이상의 크기는 X Y Z 차원의 

NS 자기쌍극이고, 원자 미만의 크기는 α β γ 차원의 N 및 S 자기홀극이라는 것이다. 즉 

전기홀극은 자기홀극이다. 그림 2.6의 전자와 반전자 역시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며, 우리 

세계의 물질은 전자로 차원이 미세조정되어 있고, 우리세상의 수직방향에 존재하는 어미

블랙홀은 반전자로 차원이 미세조정되어 있다. 전자와 반전자는 중력선으로 연결되어 있

어, 어미블랙홀이 우리세상의 물질을 당기게 된다. 이것이 절 중력이다. 

 

 

2.8 블랙홀이 성장하므로 우주는 가속팽창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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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블랙홀은 우리세상의 물질을 흡수하므로, 자식블랙홀은 성장하게 된다가 일반적

인 생각일 것이다. 우리우주는 철학적으로 매우 아름답다고 표현될 수 있다. 물리학적으

로 표현하자면 미세조정이 정확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식블랙홀은 각종 

입자들이 하나로 뭉친 쓰레기장이다고 물리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상하다. 오히려 모

든 곳에서 미세조정이 발생되고 있다는 관점이 타당할 것이다. 즉 자식블랙홀 표면에서 

2차원 미세조정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세계의 α 물질이 자식블랙홀 표면 ω 공간에 갇힌다

면, 자식블랙홀 자체는 어떻게 성장 하는가의 의문이 있게 된다. 그 이유는 저서 중반부

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하기로 하며, 결론적으로 자식블랙홀은 어미블랙홀의 입자 하나하

나를 증발 흡수하여 성장하게 된다. 자식블랙홀이 성장할수록 그 표면적에 비례하여 어

미블랙홀을 더욱 증발 흡수하므로 자식블랙홀은 가속 성장하며, 이와 동시에 2D 공간 역

시 가속 팽창하게 된다. 논리의 확장으로부터 어미블랙홀은 할미블랙홀을 더욱 흡수하므

로, 3D 공간 역시 가속 팽창하게 된다. 따라서 암흑물질 및 암흑에너지가 설명된다. 

 

 

2.9 행성은 자기장 첫번째 공간에 붕 떠있다 

 

행성이 허공에 붕 떠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알고 있다. 우주론은 행성이 허공에 

붕 떠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과연 만물의 비 은 최첨단 물리학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인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가? 저서 표지

의 우주모형도 또는 그림 2.4를 보면 모든 물체는 블랙홀 자기선이 팽창하려는 힘과 블

랙홀이 물체를 당기는 힘과 평행을 이루는 허공에 붕 떠있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자식

블랙홀 표면에 2차원 세상이 펼쳐진다라고 답변한다면 우리세상의 만물의 비 은 너무

나 당연한 것이 된다.  

 

 

2.10 어미블랙홀 첫번째 자기장 공간에 우리우주가 펼쳐진다 

 

어미블랙홀 우주론의 핵심은 모든 논리는 동일 반복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미블랙

홀 첫번째 자기장 공간에 우리우주가 펼쳐진다. 그림 2.4에서 2차원 우주는 첫번째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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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존재하며, 블랙홀 제트 및 자기선 발생의 중심축은 그 첫번째 공간이 아니다. 블랙

홀 제트 및 자기선 발생의 중심축은 2차원 공간에 어떠한 현상으로 표현될까 궁금하다. 

어미블랙홀 역시 제트를 방출하며, 이로인해 우리우주 밤하늘의 1억 ~ 10억 광년 크기의 

슈퍼보이드(거시공동)가 탄생된다. 그림 2.4의 공간의 간격은 입자의 불확실성을 나타내

며, 공간과 공간은 띄엄띄엄의 세계이므로 양자역학이 설명된다. 공간의 간격은 가운데에

서 가장 크며 위 아래로 갈수록 좁아진다. 이것은 어떤 현상을 유발할까? 현재 설명할 

수는 없으나, 중요한 물리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블랙홀 자기선이 중력장이며 중력파를 

발생시킨다. 우리의 공간에서 블랙홀 자기선의 수직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 블랙홀과 

가장 가까운 공간 역시 우리세계로 반중력을 발생시킨다. 이것은 전자와 반전자가 중력

선으로 비틀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우리세계에서 관성력 및 원심력이 발

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YES라고 답변한다면, 지금까지 설명 불가능하였던 많은 물리적 문제들이 

기하학적 논리로 설명이 된다. 어미블랙홀 우주론이 정답이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왜냐

하면 어미블랙홀을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믾은 물리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면 진실에 가까울 수 밖에 없고, 모든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였다

면 진실일 수 밖에 없다. 본 우주론이 수십년 뒤 최종적으로 NO 라고 판결 난다 하더라

도, 우주의 비 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과

도기 역활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11 사건의 반지평선 

 

그림 2.4에는 사건의 지평선이 도시되어 있다. 사건의 

지평선은 우리의 관점이다. 물질이 있으면 반물질이 있고, 

공간이 있으면 반공간이 있다. 동일한 논리로 그림 2.7과 

같이 사건의 반지평선이 존재할 수 있다. 본 우주론의 전반

적인 논리전개로부터, 우리는 N 물질의 세상이고 그 반

의 S 물질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즉 나가 존재하면 반 의 

나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입자물리학의 3 세

로 구성되어 있는 생명체로서 고전역학 및 양자역학이 적

용되나, 반 의 나는 1 세 로만 구성되어 있는 무생명체로서 고전역학만 적용된다. 입자

그림 2.7 사건의 반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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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반입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고전역학적으로 칭성을 이루게 된다. 입자 및 반입

자에는 중력선이라는 꼬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중력선이 고전역학의 원인일 것

으로 추측한다. 

그 무엇도 가로지를 수 없는 것이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서술하였다. 그림 2.7을 보면 

블랙홀 자기선이 사건의 반지평선을 가로 지르고 있다. 본 저서는 제안단계 이므로 설명 

못하는 것들이 존재한다. 지구 자기장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다. 본 저서에서는 블랙

홀의 자기장 역시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블랙홀의 자기장

은 존재하는가에 한 확답은 아무도 못할 것이다. 핵심은 어미블랙홀이 존재하는가 존

재하지 않는가 이다. 만약 존재한다면, 위 오류는 저자가 기하학적 그림 그리기의 방향을 

잘못 판단하였던지 아니면 그 설명 논리를 아직 찾지 못한 것이다. 

 

 

2.12 블랙홀 자기장의 모양 

 

일반적으로 행성은 그림 2.5와 같이 북에서 남으로 자기장

을 방출한다. 여기서 자기장이 흐른다와 자기장은 행성에서 

방출된다와 같이 두가지로 구분해 보자. 블랙홀 표면 역시 자

기장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나, 그 자기장이 그림 2.7과 같이 

블랙홀에서 방출되어 다시 블랙홀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그림 

2.8과 같이 블랙홀 표면을 따라 원형으로 맴도는가 의문이다. 

좀더 깊이 생각하면, 블랙홀의 종류는 하나인가 아니면 여러 

종류인가 의문이다. 본 우주론에서는 자식블랙홀의 종류를 2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세계의 행성은 중력을 유발하는 αN 알갱이, 전기력을 유발하

는 βN 알갱이, 그리고 강력을 유발하는 γN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다. 행성이 폭발하여 αN 

알갱이가 사라지면 그 어떠한 중력도 빠져나올 수 없는 중성자별이 되며, 그 자기장은 

중성자별에서 방출되어 다시 되돌아 간다. 그 중성자별이 폭발하여 βN 알갱이가 사라지

면 그 어떠한 빛도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이 되며, 그 자기장은 블랙홀에서 방출되어 

다시 되돌아 간다. 그 블랙홀이 폭발하여 γN 알갱이가 사라지면 비로서 2차원 우주를 만

드는 자식블랙홀이 되며, 자기장은 그림 2.8과 같이 자식블랙홀 표면을 원형태로 빛의 

속도로 흐르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서 자식블랙홀 자기장 역시 N 과 S 로 구성되어 

있으며, N 자기장은 우주를 이루며 빛의 속도로 진행하고, S 자기장은 반우주를 이루며 

그림 2.8 원형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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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반 방향으로 흐른다. 책 표지의 우주모형도에서는 자기장이 어미블랙홀에서 방출

되어 다시 되돌아가는 것으로 도시하였다. 위 둘 중 어느 것이 타당한 지는 지금 언급할 

수 없다. 만물이 100% 정확히 파악되어야, 위 역시 결정된다. 다르게 말하자면, 현 물리

학에서 밝혀진 관측 및 수학적 사실만으로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2.13 만물의 이해는 전제조건 1 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림 2.9의 동그라미들은 우리세상의 각종 현 물

리적 현상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세상의 각종 물리현

상을 이해하는 방법은 순차적 방법과 역순차적 방법

이 있다. 본 우주론은 어미블랙홀 MB 이 존재한다는 

단 한 개의 전재조건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세상의 

각종 물리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그 단 한 개

의 전재조건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

다. 현 물리적 접근은 다음과 같다. 전자기력 EF, 강력 SF, 약력 WF는 양자역학 QM으로 

통합되었다. 여기서 중력 GF는 이상하게도 100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QM과 통합되

질 않는다. 현 물리학의 최  목표는 중력과 양자역학이 통합된 모든것의 이론 F 를 찾

는 것이다. 여기서 그 F를 찾으면, 말그 로 우리세계의 모든 물리 현상이 밝혀지는가 질

문을 하고자 한다. 그 F를 찾은 들, 암흑물질 및 암흑에너지는 그 F라는 방정식으로 설명

될 수가 없다. 암흑물질 및 암흑에너지로 인해 F라는 방정식이 탄생되는 것이지, F라는 

방정식이 암흑물질 및 암흑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F는 밤하늘에 10 

억 광년에 펼쳐져 있는 슈퍼보이드(거시공동) 2 개를 설명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즉 

그 F라는 방정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무수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전제조건을 

살펴보면, EF에 1 개, SF에 1 개, WF에 1 개가 있었을 것이고, 그 3 개의 전제조건이 1 개

로 통합되어 QM이 탄생된다. 그 전제조건 1 개의 QM과 전제조건 1 개의 GF 가 통합되

어, 전제조건 1 개의 F 방정식이 탄생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전제조건을 줄여나가야 하는 

역순차적 방법은 그 끝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우리세계를 절 지배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 절 지배체가 만물 현상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그 절 지배체를 본 우주론은 어미블랙홀이라 제안하고 있다. 현 물리학은 역

그림 2.9 전재조건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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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 접근법으로서, 그 끝은 존재하는가의 질문을 하고자 한다. 현 물리학에서 그 끝은 

모든것의 이론 F라고 한다. 그 F라는 방정식으로 많은 물리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

나, 모든 현상은 설명될 수 없다. 본 우주론의 단점은 어미블랙홀 관측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 하나의 전제조건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만물 현상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본 우주론의 타당성은 검증 가능하다. 

 

 

2.14 우주모형도 

 

어미블랙홀 우주론에서는 모든 것을 기하학적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주는 그림 

한장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우주모형도라 부르고자 한다. 그 그림 하나하나 마다 세부적

인 뜻이 있으며, 다음 장부터 그 그림의 뜻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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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 
 

 

3.1 개 요 

 

인터넷 위키 백과사전에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로 검색하면 그 목록이 제시되어 있

다.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List of unsolved problems in physics)[1]는 물리학 분야의 미해결 

문제들로 이론적인 의미로는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정한 관측 현상 및 실험 

결과들을 의미한다. 또한 실험적인 의미로는 제안된 이론을 검증하거나 상세한 현상을 

조사하기 위한 실험을 구축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따르는 것들을 의미한다. 

어미블랙홀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절  지배체가 되므로, 만물은 어미블랙홀의 절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다. 즉 다양한 물리적 현상의 원인에 한 답변은 무조건 어미블

랙홀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에 한 답변을 서술하고자 하며, 어미

블랙홀 우주론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본 답변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여

기서 핵심은 본 저서의 답변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며, 제 2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독자가 YES라고 답변한다면 모든 물리적 현상의 원인은 어미블랙홀 이라는 것이다. 

 

 

3.2 우주론에서의 미해결 문제 

 

1) 급팽창 이론: 급팽창 이론은 정확한가? 만약 그렇다면, 이 당시에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무엇이 가상의 인플라톤 급팽창을 일으켰는가? 만약 급팽창이 어느 지

점에서 일어났다면, 양자역학적 변동으로 인한 팽창으로 자발적으로 발생했으며, 매우 먼 

장소에서는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가? ☞ 우주모형도에서 볼 수 있듯이, 4차원 세계

에서 어떤 큰 항성이 폭발(Big Bang)하여 블랙홀이 탄생하고 이와 동시에 우리우주는 

그 표면에서 발생(Big Generation) 되었다. 폭발과 발생 사이는 급변화(Big Change) 

시기이다. 급팽창과 급변화는 서로 같은 뜻이다. 단지 급팽창은 3차원만의 관점이고, 급

변화는 모든 차원의 관점이다.  

 

2) 지평선 문제: 왜 먼 우주가 폭발이 예측한 비등방성 값보다 현재 밤하늘을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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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값이 더 적고 매우 균질한가? 우주론적 급팽창에서는 이에 한 해답을 제시하지만, 

광속의 가변성과 같이 더욱 적절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가? ☞ 우주는 발생이며

, 발생 당시 4차원 세계의 물질과 빛들이 다량 우리우주 전체로 쏟아졌으므로, 발생

시 우리우주의 빛(우주배경복사)은 어느 곳에서나 상당히 균질하며, 물질들 역시 균질하

게 분포한다. 그러나 국소적으로 다량의 물질이 존재하여, 우주 초기 초거  블랙홀 및 

은하가 형성될 수 있다. 현재에도 4차원 세상의 각종 물질들이 미세조정되어 우리우주로 

고르게 쏟아지고 있으므로 균질할 수 밖에 없다. 우리우주는 3차원 구체이므로 이로 인

해 역시 균질하게 된다. 우리우주에서 우주의 크기와 빛 속도의 한계로 인해 관측의 지

평선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나, 거리의 지평선은 3차원 구체이므로 존재하지 않는다.  

 

3) 전자기약력 지평선 문제: 전자기약력의 시 가 끝날 때 관측 가능한 우주의 먼 부

분이 인과관계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왜 전자기약력 진공에서 규모 불연속성이 

보이지 않는가? 표준적인 우주 인플레이션 모델은 전자기약력 칭성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므로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불연속성을 없앴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다. ☞ 우주모형도에서 볼 수 있듯이, 중력은 어미블랙홀이 우리 세상의 물질을 당

기는 힘이고, 약력은 어미블랙홀의 자기선이 미세조정되어 입자로 된 힘이고, 전기력은 

할미블랙홀의 자기선이 미세조정되어 입자로 된 힘이고, 강력은 증조할미블랙홀의 자기

선이 미세조정되어 입자로 된 힘이다. 우리우주는 어미자기장 첫번째 공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xyz는 텅 빈 연속의 중력의 세계이고, 그 수직 방향은 휘말려 굴곡진 우리가 이

해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양자의 세계로서, 우리 세계의 입자들은 그 자기선을 뛰어 넘

을 수 없다. 극히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것이 나타나는 폭발이 아니라, 우리우주가 탄생

하기 위해 블랙홀 3세 에 걸처 수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약력과 전기력은 현재에도 

알갱이로서 우리우주에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4) 우주의 미래: 우주는 빅 프리즈, 빅 립, 빅 크런치, 진동우주론 중 어느 것이 될 것

인가? 아니면 무한히 반복하는 순환 모델의 일부인가? ☞ 제 1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 근원우주는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상 블랙홀들이 연속인 차원을 하나씩 감축시켜 

양자화(띄엄띄엄, 정수배) 시킨다. 이것이 엔트로피 증가법칙의 원인이다. 0차원이 되면 

화이트홀이 지배하기 시작하며 양자화된 차원이 연속 차원으로 증축된다. 이것이 반엔트

로피 증가법칙의 원인이다. 따라서 우주는 무한 반복 순환 모델이다. 0차원에서 차원폭발

을 일으켜 곧바로 6차원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림 1.2와 같이 중성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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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가 6 차원에서 0 이고, 0 차원에서 무한 에 가까운 기울기를 보이므로 순환 반복 

모델이 맞다. 모든 것은 보존되며, 단지 변화의 절 적 방향만이 존재한다. 이것이 칭

성의 원인이다. 

 

5) 중입자 비대칭: 왜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물질이 반물질보다 많은가? ☞ 보존법칙

은 필히 성립한다. 즉 근원적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단지 성질, 모양, 차원이 한 방향으

로 변하게 되며, 이것이 (반)엔트로피 증가법칙이다. 근원우주는 6차원으로 구성되어 있

고, 우리우주 역시 그 6차원이 보존되어야 한다. 즉 우리우주는 X Y Z 연속 공간 속에 a 

b c 공간이 굴곡져 양자화 되어 있다. 우리우주에서 원자크기 이상의 X Y Z 는 연속의 중

성 차원이며, 원자 크기 미만의 A B C 차원은 공간을 넓히려는 N 극의 α β γ 알갱이 및 

공간을 좁히려는 S 극의 α β γ 알갱이로 분리되었다. 우리우주에서 N 알갱이와 S 알갱

이가 동시에 발생되며, N 알갱이는 어미블랙홀 첫번째 자기장 사이에 갇히게 되고, S 알

갱이는 어미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우주모형도에서 좌측 하단의 전자와 반전자의 

모양을 보면, 전자의 회전방향은 돌돌 말린 방향과 같고, 반전자의 회전방향은 그 회전방

향과 돌돌 말린 방향이 반 이다. 이로인해 전자는 우리세계에 갇히게 되고, 반전자는 돌

돌 말린 알갱이가 파선으로 풀어져 어미블랙홀로 빨려들어가게 된다. 물질은 우리 세상

을 성장시키며, 반물질은 어미블랙홀을 성장시킨다. 모든 것은 보존되고 칭성을 갖는다

. 단지 반물질들은 우리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될 뿐이다. 

 

6) 우주 상수 문제: 왜 진공의 영점 에너지가 우주 상수를 크게 만들지 않는가? 무엇

이 이를 상쇄하는가? ☞ 어미블랙홀이 우리우주를 탄생 시켰고 지금도 성장 시키고 있다

. 어미블랙홀은 할미블랙홀을 흡수하여 성장하므로, 우리우주는 가속 팽창하게 된다. 우

주 가속 팽창은 엔트로피가 지배하는 차원감축 과정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주를 이

해할 때는 4 차원 공간으로 분석해야 하며, 양자역학을 이해할 때는 6 차원 공간으로 분

석해야 한다.  

 

7) 암흑 물질: 암흑 물질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것이 입자인가? 이것이 가장 가벼운 

초 칭짝인가? 암흑 물질로 인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사실은 물질 때문이 아

니라 중력의 팽창 때문은 아닐까? ☞ 우리 3 차원공간의 수직 방향에 존재하는 어미블랙

홀이 암흑물질이다. 어미블랙홀은 가속 성장하므로 우리 우주 공간 역시 가속 팽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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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우리우주의 중력 역시 가속 증가할 것이다. 현 물리학에서 제시되고 있는 너

무너무 작은 어떤 것이 무한 로 넓게 펼쳐져 있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 우주를 안정적

으로 절  지배할 수 없다. 너무너무 큰 것 한 개는 우리우주를 안정적으로 절  지배할 

수 있다.  

 

8) 암흑 에너지: 우주의 가속 팽창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물질, 에너지 두개가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다르게 흘러갔는데도 왜 암흑 에너지의 에너지 도가 현재의 물

질 도와 동일한가? 이 이유가 단순히 인간 중심 원리 덕분에 우리가 이 값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인가? 암흑 에너지는 순수한 우주 상수인가, 양자 에너지 등이 적용되는 전형

적인 모델인가? ☞ 어미블랙홀이 할미블랙홀을 흡수하여 성장하므로, 우리 공간은 자연

스럽게 팽창하게 된다. 여기서 자식블랙홀이 어미블랙홀을 흡수하므로 우리 공간은 줄어

들게 된다. 현재 우주는 가속팽창하고 있으므로, 어미블랙홀은 가속성장하고 있다는 뜻이

다. 즉 우리 우주의 가속팽창은 우리가 3 차원 공간으로 생각하는 팽창힘 및 축소힘과 관

련없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어미블랙홀은 수천억개 존재하며, 우리우주가 가속팽창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부분의 다중우주는 젊은 우주일 것이다. 우주모형도에서 볼 수 있듯

이, 우리우주의 물질이 5% 정도라면, 어미블랙홀은 27% 정도, 자기장 공간은 68% 정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은 든다.  

 

9) 우주의 모양: 비공식적으로는 "우주의 모양"이라고 부르는 우주의 팽창 공간 부분

의 3 차원 팽창 거리는 무엇인가? 우주의 곡률과 토폴로지 모두 현재는 알 수 없지만, 현

재 관측 가능한 수준에서 곡률은 거의 0 인 것으로 보인다. 급팽창 이론에서는 우주의 모

양이 측정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2003 년부터 장피에르 루밍트와 같은 여러 연구

진들은 우주의 모양이 푸앵카레 면체 공간 형태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주는 과연 측정 

불가능한 모양인가, 혹은 푸앵카레 공간인가, 아니면 또 다른 모양의 3 차원 공간인가? 

☞ 4 차원 구체의 표면에 우리우주가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우주는 구형태로 휘어진 3 차

원 공간이다. 근원우주는 6 차원의 유한 평면 육각형 모양이다. 초근원우주가 있으며, 그 

초근원우주의 표면은 근원우주들로 이루어져 있는 축구공 모양이다. 여기서 그 초근원우

주의 안은 무엇이고 밖은 무엇인가 질문이 있게 되나, 그 질문은 끝이 존재하지 않게 된

다. 제 1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우리우주는 6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어미블랙

홀 우주론에서는 초근원우주까지만 설명 가능하고, 그 위는 설명할 수 없다. 근원 6 차원 

우주에는 근원질량입자가 있다. 그 근원질량입자가 또 쪼개질 수 있을까? 만약 쪼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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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면 근원의 근원 차원은 계속 올라가게 되나, 그 끝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즉 우

리가 무한 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3.3 양자중력학에서의 미해결 문제 

 

1) 진공 재앙: 왜 양자 진공의 예측된 질량이 우주 팽창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 ☞ 어미블랙홀의 질량은 현 물리학의 수학적 계산과 관련 없다. 어미블랙홀이 할미블

랙홀을 흡수하므로 우주의 팽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2) 양자 중력: 양자역학과 일반 상 성 이론을 양자장론이라는 하나의 이론으로 합칠 

수 있는가? 시공간은 근본적으로 연속적인가, 불연속적인가? 하나로 합쳐진 이론에서 힘

은 중력자와 같은 가상의 입자가 매개하는 것인가, 혹은 루프 양자중력과 같이 시공간 

자체의 기하학적 모양으로 인한 현상인가? 매우 작거나, 매우 크거나, 양자 중력 이론에

서의 흐름과 같이 극단적인 환경에서 나오는 일반 상 성 이론과의 편차는 무엇인가? ☞ 

어미블랙홀 우주론을 적용하면, 양자역학과 일반 상 성 이론은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될 

수 있다. 우주모형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xyz 세계는 연속이며, 그 수직 방향들은 불연

속의 세계이다. 즉 원자크기 이상은 xyz 연속의 세계이고, 원자크기 미만은 α β γ 알갱

이의 양자화된 세상이다. 시간은 일반상 성이론의 상 시간이 있고, 근원우주가 차원감

축되는 절 시간이 있다. 상 시간은 xyz 세상의 수직인 어미블랙홀 방향의 거리이므로, 

xyzt 가 아니라 xyza 좌표축을 적용해야 하고, 절 시간은 변화이고 변화는 연속이다. 양

자화된 알갱이의 꼬리에는 중력선이 존재하고, 그 중력선의 비틀림이 절 중력을 유발한

다. 알갱이의 모양에 에너지가 저장되며, 알갱이의 모양 및 그 중력선의 모양은 열려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그 모양은 다양하게 변화된다. 물질의 특성은 공간을 확장하려는 N 

성질이 있고 반물질의 특성은 공간을 축소하려는 S 성질이 있다. 화이트홀은 N 성질의 

절  지배체이고, 블랙홀은 S 성질의 절 지배체이다. 우리우주의 물질은 N 성질이며, S 

성질의 어미블랙홀이 우리우주를 절 지배하고 있다. 어미블랙홀이 행성을 당기며, 그 결

과 행성 주위의 공간은 휘어지게 된다. 어미블랙홀은 xyza 4 차원 공간을 자기장의 형태

로 방출하고 있으며, 어미블랙홀의 회전력에 의해 a 축이 휘말려 있게 된다. 이로인해 

xyz 공간은 연속의 세계가 펼쳐지고, 그 수직방향인 a 공간은 휘말려 굴곡져 양자화가 

된다. 



 

- 34 - 

 

 

3) 블랙홀, 블랙홀 정보 역설, 호킹 복사: 이론적으로 예상되는 것과 같이 블랙홀은 열

복사를 방출하는가? 이 열복사는 끈 이론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블랙홀 내부 구조에 

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니면 호킹 복사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정보가 뒤섞여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고 블랙홀이 증발할 수 있다면 이 블랙홀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어떻게 되는가? (양자역학에서는 정보가 파괴되지 않는다.) 혹은 어느 시점에서 

블랙홀의 잔해에서의 열복사가 중지되는가? 만약 이러한 구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어떻게든 내부 구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 우주모형도를 참고로 구역을 

세부분으로 나누어 해석해야 한다. 첫번째는 사건의 지평선과 첫번째 자기장 사이이다. 

블랙홀에서 제트가 방출되는 것은 관측되었으므로 사실이다. 그 제트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물질 중 사건의 지평선과 첫번째 자기장 사이에서 미세조정되지 못한 것들이 평

판은하 방향의 수직으로 려 방출되는 과정이다. 두번째는 블랙홀 자기장 첫번째 공간

에서 각종 반응에 의한 방출이다. 자식블랙홀에 2 차원 우주가 펼쳐진다면, 우리우주와 

같이 각종 입자들의 생성과 소멸이 발생된다. 그 소멸된 입자는 2 차원 우주를 탈출하게 

된다. 여기서 의문은 그 탈출된 입자는 그 방향으로 사건의 지평선 밖으로 탈출하겠는가 

이다. 탈출 에너지가 부족하며, 이 역시 제트로 방출될 것이다. 제 8 장에서 자식블랙홀

로부터 다량의 반전자 중성미자가 방출된다는 것이 파악된다. 그러나 그 반전자 중성미

자는 반공간으로 탈출하게 되며 곧바로 어미블랙홀 자체의 표면으로 빨려들어가므로, 그 

반전자 중성미자를 우리가 관측할 수 없다. 그 빨려들어간 반전자 중성미자는 할미블랙

홀 질량입자 하나를 흡수하여 어미블랙홀을 성장시킨다. 이로부터 어미블랙홀이 할미블

랙홀을 흡수하는 양은 어미블랙홀이 자식블랙홀에 잡아 먹히는 양보다 월등히 많게 된다

. 즉 할미블랙홀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어미블랙홀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블랙홀 자체가 우리세계로 아주 천천히 증발될 수 있는가 이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거

항성이 블랙홀로 변하기 위해서는 α 폭발, β 폭발, γ 폭발을 해야 한다. α 폭발을 하면 

중력이 무한 가 되어 전자와 같은 α 차원의 입자는 빠져나올 수 없다. 이것이 중성자별

이다. β 폭발을 하면 광자와 같은 β 알갱이가 빠져나올 수 없다. 즉 검은색으로 관측되

나 γ 알갱이는 탈출할 수 있다. γ 폭발을 하면, 차원감축의 완벽한 블랙홀이 되어 제트 

및 반전자를 제외한 그 무엇도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 여기서 모든 보존법칙은 성립하

고, 단지 차원감축의 변화만 발생한다. 자식블랙홀 속에는 손자블랙홀이 다수 존재하며, 

자식블랙홀은 손자블랙홀에 먹히게 된다. 제 1 장에서 서술하였듯이 자식블랙홀의 2 차원 

세상에서 α 알갱이, β 알갱이, γ 알갱이들의 조합에 의해 기본입자인 ω 입자가 탄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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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정보란 무엇일까? 물리적 상수일 수 있고, 입자의 모양 및 배열일 수 있다. 알

갱이의 근본성질은 변하지 않으며, 그 조합인 입자의 성질은 변하게 된다. 이것이 미세조

정이다. 정보는 조합의 성질이므로 파괴된다. 이것이 엔트로피 증가법칙이다. 성질 및 모

양 등 모든 변화는 앞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역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증조할미블랙

홀이 탄생되는 순간 변화의 세는 이미 결정되었다. 

 

4) 여분 차원: 우주에서 4 차원 이상의 시공간이 존재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 차원

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차원의 우주에서 기본적인 법칙이 어떻게 존재하거나, 

물리학 법칙이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는 실험적으로 고차원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가? ☞ 근원우주는 6 차원이며 차원은 자기장이다. 블랙홀은 표면의 수직방향 차

원 하나를 양자화 시킨다. 또한 우리우주는 아직 알갱이화 되지 않은 XYZ 연속의 자기장 

표면에 위치하며, 양자화된 a b c 자기장 중 일부가 절단되어 α, β, γ로 알갱이(양자)화 

된다. 제 1 장에서 서술하였듯이 원자보다 작은 입자들이 여분차원이다. 차원의 구성에 

한 세부적인 그림이 우주모형도이다. 우리우주는 3 차원 연속의 세상에 그 수직 차원이 

휘말려 굴곡져 존재한다. 어미우주, 할미우주, 자식우주, 손자우주 등 물리법칙 및 논리는 

모두 동일하다. 성질은 근원성질과 조합성질이 있다. 근원성질은 결코 바뀌지 않으며, 조

합성질은 차원에 따라 다르게 된다. 따라서 법칙은 근원을 기술해야 하며, 그 근원법칙으

근부터 조합법칙을 만들어야 한다. 제 1 장에서 각종 입자들이 차원임을 서술하였다. 또

한 본 우주론에서 어미블랙홀이 존재한다는 이론적 및 실험적 증거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5) 우주 검열 가설: 흔히 벌거숭이 특이점라고 하는 사건의 지평선에 가려지지 않은 

특이점은 초기의 여러 조건들로 인해 생겨나는 것인가? 혹은 로저 펜로즈가 주장한 '우

주 검열 가설'처럼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불가능한가? 이와 비슷하게, 일반 상 성 이론

의 방정식의 일부 해에서 나타나는 닫힌 시간 곡선(과거로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해)가 양자역학과 일반 상 성 이론을 통합한 양자 중력 이론에서 스티븐 호킹이 "연  

보호 추측"을 제시했던 것과 같이 금지되어 있는가? ☞ 사건의 지평선은 그 무엇도 빠져

나올 수 없는 경계이다. 여기서 그 무엇에 한 정의가 필요하다. 그 무엇도 빠져 나올 

수 없기 위해서는 우리우주의 거 항성은 3 번 폭발해야 한다. α 폭발을 하면 중력을 유

발하는 전자계열이 빠져나올 수 없으며, β 폭발을 하면 전기력을 유발하는 광자계열이 

빠져나올 수 없으며, γ 핵력을 유발하는 γ 계열이 빠져나올 수 없다. 즉 사건의 지평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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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히 존재하나, 그 성격은 3 종류가 있다는 뜻이다. 일반 상 성 이론은 상 적 시간을 

해석하는 것이며 그 상 적 시간은 양자화된 a 공간이다. 과거로의 시간여행은 나의 상

적 시간을 과거로 점프하여 전 우주의 절 적 시간에 맞추는 것이다. 상 적 시간과 

절 적 시간을 혼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우주의 절 시간은 어미블랙홀이 지배

하고 있으며, 그 절 적 변화는 앞으로 진행된다. 

  

6) 국소성의 원리: 양자물리학에서 국소적이지 않은 현상이 있는가? 만약 존재한다면, 

비국소적 현상이 벨 부등식이 틀렸다는 것과 연관이 있거나 정보 및 보존량이 국소적이

지 않은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 비국소적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가? 

비국소적 현상의 존재 유무는 시공간의 기본 구조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 현상은 양

자 얽힘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양자물리학의 기본적인 성질로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 국소성의 원리(principle of locality)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는 두 물

체는 절  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물리학 원리로서, 한 물체가 다른 물체

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둘 사이의 공간이 매개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입자는 우주모형도 하단과 같이 돌돌 말려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펼쳐진다. 중력

은 α 알갱이가 매개하고, 전기력은 β 알갱이가 매개하고, 강력은 γ 알갱이가 매개한다. 

공간이란 어미자기장이 양자화 되어 펼쳐진 것이다. 모든 현상은 상황에 따라 그 모양이 

다양하게 변하는 열린입자들이 매개하므로, 본 우주론은 국소성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한

다. 입자는 수십억 광년 이상 펼쳐질 수 있다. 

 

 

3.4 입자물리학의 미해결 문제 

 

1) 힉스 메커니즘: 힉스 보손의 갈래비는 표준 모형과 일치하는가? 힉스 보손은 오직 

하나의 유형만 존재하는가? ☞ 근원우주에 6 차원으로 회전하는 근원질량입자들이 존재

한다. 증조할미 블랙홀이 6 번째 자기장(차원)을 γ 알갱이로 만들고, 그 γ 알갱이는 근원

질량입자들을 감싸게 된다. 이것이 쿼크이다. 따라서 쿼크를 쪼개면 근원질량입자들이 방

출된다. 힉스입자라 불리는 것은 근원질량입자일 것이다. 우리세상의 쿼크 속에 존재하는 

근원질량입자는 XYZ 중성 자기력을 갖는다. 여기서 ABC 자기력은 이미 N 및 S 알갱이로 

양자화 되었기 때문에 근원질량입자를 둘러싸서 존재한다. 따라서, 양성자, 전자, 쿼크 등

의 원자 미만 크기 입자들은 극성을 띄므로 입자가속기의 강력한 자기장과 반응하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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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적을 그리게 되나, 근원질량입자는 중성이므로 입자가속기의 강력한 자기장과 반응하

지 않아 직선 궤적을 그릴 것이다. 

 

2) 계층 문제: 왜 중력은 힘이 너무 약한가? 중력은 플랑크 스케일에서는 10E19 GeV 

정도로 강력하여 전자기약력 스케일은 략 100 GeV보다 훨씬 높다. 왜 이 스케일은 엄

청난 차이가 나는가? 힉스 보손의 질량과 같은 전자기약력 스케일의 양이 플랑크 규모에

서의 양자적 재규격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초 칭, 여차원, 또는 인간 중

심 원리의 미세 조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 중력은 xyz 방향이 아니라, 

어미블랙홀의 수직방향 즉 xyz 방향의 수직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어미블랙홀이 물

체를 끌어당기는 힘이므로, 만유인력 공식의 질량 항에 어미블랙홀 질량을 입하면, 중

력의 크기는 약력과 동급일 것이다. 미세조정은 사건의 지평선과 첫번째 자기선 사이에

서 발생하며, 미세조정된 입자는 우리 세계로 침투하여 우리세계의 물질을 풍부하게 만

들고, 미세조정되지 못한 입자는 어미블랙홀 제트로 방출된다. 변화의 과정인 미세조정은 

어느 곳에서든지 발생한다. 지구의 밴 앨런  역시 지구가 수행하는 미세조정의 결과로

서 어미블랙홀이 수행하는 미세조정과 논리가 정확히 같다. 그 미세조정의 방향은 직선 

연속의 공간이 블랙홀에 의해 양자화된 휘말린 공간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그 변화의 방

향성을 거스를 수 없다. 지금까지 실험적으로 밝혀진 과학적 사실 중 인간중심주의는 없

다. 실험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현상은 그 설명 및 이론이 인간중심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인간이 존재하든 안하든, 어미블랙홀은 우리우주를 절 지배하고 있다.  

 

3) 자기 홀극: 고에너지 시 와 같은 과거 시점에서 "자기 입자"를 매개하는 입자가 

존재했었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도 남아 있는가? (폴 디렉은 자기 홀극의 일부 

형태의 존재를 통해 전하 양자화를 설명했다) ☞ 자기력의 최소단위는 원자이며, 원자는 

할미블랙홀 질량입자(양성자, 중성자)가 어미자기선(전자)으로 차원의 방어막이 형성된 우

리 세계의 중성 입자이다. 즉 자석의 자기력은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힘으로서 필히 N

과 S 가 함께 존재하는 중성힘(자기쌍극)으로서 회전력이다. 전기력은 우주모형도 하단과 

같이 전자에 똘똘 말려있는 할미블랙홀의 자기선으로서, 어미블랙홀에 의해 N 과 S 로 나

뉘어져(전기홀극), N 은 공간을 확장하려는 성질 그리고 S 는 공간을 축소하려는 성질이 

있다. 즉 전기력과 자기력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므로, 전기홀극이 자기홀극이며, 양자

화가 아직 안된 중성이 자기력이고, 양자화가 된 극성이 전기력이다. 모든 것은 칭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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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며 보존된다. 단지 양자화된 S 알갱이가 원자속에 있거나 어미블랙홀로 탈출하여 우리

세계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 

 

4) 양성자 붕괴와 양성자 스핀 위기: 양성자는 근본적으로 안정한가? 아니면 표준 모

형의 확장 이론에서 예측했던 바와 같이 유한한 수명을 가지고 붕괴하는가? 쿼크와 글루

온의 스핀이 어떻게 양성자의 스핀에 영향을 미치는가? ☞ 양성자는 어미 세상의 기본물

질이며, 전자로 차원의 방어막이 형성되어 우리 세상의 원자가 된다. 양성자가 자연 붕괴

한다는 뜻은 차원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블랙홀에 의해 차원은 필히 낮아져야 하므로 양

성자의 자연 붕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우주모형도와 같이 어미블랙홀은 강력한 자

기장을 펼치며, 그 자기장 회전속도는 빛속도이다. 전자가 xyz 로부터 위쪽 공간에 위치

하면 업스핀을 갖게 되고, 아래쪽 공간에 위치하면 다운스핀을 갖게 된다. 결코 그 회전

속도는 변할 수 없다. 우리 xyz 공간에 a 공간이 휘말려 양자화되어 있고, 그 a 공간 속

에 b 공간이 휘말려 양자화되어 있고, 그 b 공간 속에 c 공간이 휘말려 양자화되어 있다

. 이러한 현상은 어미블랙홀, 할미블랙홀, 증조할미블랙홀이 만든다. 전자는 양자회된 a 

공간에 위치하고, 양성자는 양자화된 b 공간에 위치하고, 쿼크는 양자화된 c 공간에 위치

하고 있다. 원자 속의 세상은 양자화된 a b c 공간의 세상이며, 양자화된 α β γ 알갱이들

이 선으로 펼쳐져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로인해 근원질량입자의 회전이 쿼크를 회전시

키고, 쿼크가 양성자 및 중성자를 회전시키고, 양성자 및 중성자가 원자핵을 회전시키고, 

원자핵이 원자를 회전시킨다. 그 원자의 회전이 우리세계의 자기력을 발생시켜, 자기선의 

수직공간을 양자화 시킨다. 

 

5) 초대칭: TeV 스케일에서 시공간의 초 칭이 나타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초 칭 

파괴의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초 칭이 고에너지 양자 보정을 막아 전자기약력 스케일을 

안정화하는가? 가장 가벼운 초 칭 입자(LSP)가 암흑 물질을 이루는가? ☞ 모든 것은 

칭이다. 즉 근원우주에 중성 6 차원 자기장이 존재하고, 블랙홀들에 의해 그 중성이 N 과 

S 로 입자화 된다. N 은 물질을 이루어 우주를 구성하며, S 는 반물질을 이루어 블랙홀을 

구성하게 된다. 하나의 예을 들면 중력은 우리세상에 발생하는 힘이고, 관성력은 반 의 

세상에 발생하는 힘이다. 즉 내가 우리세상에서 가속을 하면, 반 의 세상에 존재하는 내

가 그 가속에 저항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세상에 존재하는 나는 α β γ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으나, 반  세상에 존재하는 나는 α 반입자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 둘은 α 중력선으로 

묶여 있다. 모든 보존법칙은 필히 성립하며, 단지 중성이 N과 S로 분리되면 블랙홀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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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하는 엔트로피 증가법칙 세상이고, N 과 S 가 중성으로 합쳐지면 화이트홀이 지배하는 

반엔트로피 증가법칙 세상이다.  

 

6) 물질의 세대: 쿼크와 렙톤은 왜 3 개의 세 로 구성되어 있는가? 특정 세 에서 유

카와 상호작용의 첫째 원칙을 통해 특정 쿼크와 렙톤의 질량을 설명할 수 있는가? ☞ 제 

1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원자보다 작은 입자들은 3 세 가 아니라 3 차원으로 구성되

어 있다. 근원질량이 α β γ 껍질로 둘러 쌓여 우리 세상의 입자를 구성한다. 여기서 근원

질량이 γ 껍질로 둘러 쌓이고, 그것이 β 껍질로 둘러 쌓이고, 그것이 α 껍질 즉 순차적

으로 둘러 쌓였다면, 단순하므로 해석이 쉬울 것이다. 그러나 α β γ 입자들이 얽히고 섥

힌 조합으로 둘러 쌓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의 입자가 발생된다. 어떤 한 개를 설명

하면, 다른 곳에서 그 설명의 충돌이 발생된다. 즉 만물에 한 설명이 100% 완벽해 졌

을 때, 그 한 개를 비로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질량이 무엇인가 질문을 하고자 한

다. 질량에 해 답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근원질량 맞는가 다시 질문을 한다. 아무도 

답변할 수가 없다. 질량의 근원을 알지 못하므로, 쿼크의 질량 및 랩톤의 질량 역시 뭔가

를 놓칠 수 밖에 없다 자식블랙홀 표면에 2 차원 세상이 펼쳐진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렇

다면 그 2 차원 세상의 생명체는 입자는 왜 4 세 로 구성되어 있을까 고민할 것이다.  

 

7) 중성미자의 질량: 중성미자의 질량은 디렉 통계인가, 마요라나 통계인가? 질량 계

층은 정상인가 반전인가? CP 위상이 0 을 위반하는가? ☞ 우주모형도 좌측하단의 그림은 

우리 세계의 전자이며, 그 전자에 갇혀있는 알갱이가 광자이며 전기장을 형성한다. 핵 융

합반응, 플라즈마 현상 등으로 인해 광자가 모두 탈출하였다면, 그 입자는 무엇인가? 그 

입자는 어미자기선이므로 우리 세계의 입자로서 중력 및 약력에는 반응하나, 외부 전기

력과 반응할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성미자이며, 전기장과 반응하지 않으므로 

거의 모든 물질을 자연스럽게 통과하게 된다. 그 질량은 중력 및 약력으로만 측정 가능

하다. 중성미자는 모양선과 중력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둘이 분리가 된다면 중성미자 

진동현상이 발생된다. 즉 모양선만 존재한다면 질량이 존재하지 않게 되며, 이 역시 중성

미자 종류 중의 하나이다. 모양선과 중력선은 서로 붙으려고 한다. 이것이 미세조정 과정

으로서 중성미자 진동현상이다. 우리는 미세조정이 완료된 입자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미세조정 완료된 조합입자들이 큰 충격에 의해 파괴되고, 다시 미세조정 과정에 돌입한

다. 이것이 중성미자 진동현상이다. 우리 세상의 모든 곳에서는 끊임없이 미세조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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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있으며, 그 미세조정은 우리세상의 수직방향 차원이 양자화되는 방향으로 이루

어진다. 

 

8) 점금적 가둠: 왜 자유 쿼크나 자유 글루온은 관측된 적이 없고 중간자나 바리온과 

같이 핵자 내부에만 존재하는 것인가? 양자 색역학(QCD)에서는 이 현상이 어떻게 나타

나는가? ☞ 원자 내부는 α β γ 알갱이들이 서로 풀어져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양성자 속

의 쿼크는 γ 차원에 존재하며, α 및 β 알갱이로 묶여 있다. 즉 외부에서 실험을 하면 묶

인 쿼크가 관찰된다. 입자가속기에 양성자들을 충돌시키면 α β γ 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

어, 쿼크가 자유로워 진다. 자유쿼크는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양자화된 γ 차원 속으로 

숨어들거나, 혹은 우리세상을 탈출하여 어미블랙홀 제트로 어미세상으로 방출된다. 위 둘 

중 어느 것인지는 답할 수 없으나, 자유쿼크는 우리가 관찰할 수 없다. 글루온은 γ 알갱

이의 중력선으로서 쿼크와 반쿼크를 하나로 묶는다.  

 

9) 강한 상호작용의 CP 문제 및 액시온: 왜 강한 상호작용에서 반전성과 전하 켤레 

칭이 불변인가? 페체이-퀸 이론이 이 문제의 해결책인가? ☞ 제 1 장에서 서술하였듯

이, 강력은 증조할미자기선이 차원의 방어막(증조할미 공간)을 형성한 γ 알갱이나이나, 

여기에 β 와 α 힘이 혼합되어 있다. 즉 강력은 혼합힘으로서 쉽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는 뜻이다. 하나의 전제조건으로부터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어야만, 위 문제가 해결된다

.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질문을 한다. 미해

결 문제 한 개 마다 그 근본원인이 개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모든 것의 근

본원인 한 개를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인가? 

 

10) 양성자 크기 문제: 양성자의 진짜 전하 반경은 어느 정도인가? ☞ α 알갱이는 양

성자가 어미자기선을 뚫은 결과이므로, α 알갱이의 직선길이는 양성자 크기일 수 있으나, 

어미자기선은 강력히 휘말려 압축되어 있으므로, 그 압축이 풀어져 α 알갱이의 크기가 

매우 클수도 있다. β 알갱이는 할미자기선이 사건의 지평선에서 끊긴 것이므로 100 억 

광년 크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세상에서 극도로 압축되므로 β 알갱이의 길이는 작

게 될 것이다. 여기서 β 알갱이를 당겨서 늘리면 100 억 광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중력과 

약력은 α 알갱이가 유발하며, 전하는 β 알갱이가 유발하므로, 강제적으로 잡아당긴 전하

반경은 어미블랙홀 첫번째 자기선과 사건의 지평선 거리이다. 즉 주어진 상황에 맞게 변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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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천체물리학의 미해결 문제 

 

1) 상대론적 제트: 왜 활동은하핵과 같이 특정 천체를 둘러싸고 있는 강착원반은 왜 

축의 극점을 따라서 상 론적 제트를 분사하는가? 왜 많은 강착원반에 준주기 진동이 일

어나는가? 왜 이 진동 주기가 중앙에 위치한 물체 질량의 역수에 비례하는가? 왜 때때로 

배음 현상이 나타나며, 왜 서로 다른 물체는 다른 주파수 비율이 나타나는 것인가? ☞ 

우주모형도에서 볼 수 있듯이, 블랙홀은 은하 원판의 물질을 강력히 흡수한다. 여기서 미

세조정 되지 못한 입자는 은하 원판을 중심으로 상하로 리게 되며, 그 입자들이 누적

되어 과포화상태에 이르면, 은하 원판의 축 극점을 따라 강력한 제트를 분출한다. 미세조

정되지 못한 입자들이 상하로 리면서 블랙홀 자기장을 치게 된다. 이로인해 블랙홀 

자체가 좌우 거시 진동을 하게 되며, 이로인해 은하 원판 역시 거시적 상하 진동을 하게 

된다. 

 

2) 초대질량 블랙홀: 초 질량 블랙홀의 질량과 은하의 속도 분산과의 차이인 M-시그

마 관계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어떻게 우주 초기에 가장 먼 곳의 퀘이사가 태양 질

량의 109 배 이상 질량의 초 질량 블랙홀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 어미블랙홀이 되기 

위해서는 β γ 2 차례 폭발해야 한다. β 폭발에 의해 β 알갱이가 빠져나오지 못한다. 즉 

γ 폭발 이전 어미블랙홀 사건의 지평선 내부에는 엄청난 양의 β 알갱이(광자, 양성자 등)

가 고르게 분포하여 존재하고 있다. γ 폭발을 하면 비로서 차원감축된 우리우주가 탄생

된다. γ 폭발시 사건의 지평선 내부에 존재하는 입자들은 우주 전체에 고르게 물질을 발

생시킨다. γ 폭발에 의해 어미블랙홀 외부 가까이 위치해 있던 4 차원 항성이 우리 우주

의 특정 지점에 유입되어 미세조정된다. 이로 인해 우주 초기 초 질량 블랙홀이 탄생된

다. 즉 우주탄생 초기, 낮은 도로 균일하고 넓게 펼쳐진 입자들이 있고, 어떤 국부적 

영역에는 초고 도 입자들이 분포하게 된다는 것이다. 상황은 다양하다. 

 

3) 은하 회전 문제: 은하의 중심 주위를 도는 천체의 이론적인 속도와 실제 측정된 속

도가 다른 이유는 암흑 물질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 어미블랙홀에 의

해 우주 공간은 자연스럽게 팽창한다. 은하의 중심은 물질들의 집으로 인해 공간 팽창

하지 않으나, 은하 나선팔은 물질 도가 낮으므로 상 적으로 공간 팽창 영향을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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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은하 나선팔과 나선팔 사이의 공간은 텅 비었으므로 공간이 급격히 팽창하게 된다. 

즉 이론적 나선팔 회전 속도에 공간팽창속도가 추가되면, 관측 속도가 나올 것이다. 나선

팔 맨 끝에서는 공간팽창속도가 너무나 크므로, 나선팔 끝 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된다. 

이로인해 나선팔 은하 주위에 국부 은하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은하 회전 속도 및 나

선팔 꼬임 문제가 설명된다. 여기서 지속적으로 4 차원 물질이 미세조정되어 은하 내부

에서 발생되므로, 은하는 성장하지도 않고 축소되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4) 우주 굉음: 왜 우주 굉음이 예상한 것보다 6 배 크게 들리는가? 우주 굉음이 발생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 굉음이라면 갑자기 매우 큰 소리일 것이다. 어미자기장이 진

공을 한든다. 즉 우주의 소리가 어미자기장을 매질로 전파될 수 있다. 우주 굉음에 한 

물리학적 정보가 필요하다. 현재 설명할 수는 없으나, 예상되는 소음으로는 어미블랙홀이 

4 차원 행성이나 항성을 삼겼다면, 우리우주 특정 영역에서 거  집단으로 물질들이 첫

번째 어미자기장을 뚫고 한꺼번에 탄생될 수 있다. 어미 자기장을 매질로 엄청난 소리가 

관측될 것이다. 

 

  

3.6 핵물리학의 미해결 문제 

 

1) 양자 색역학: 강한 상호작용을 하는 물질의 위상은 무엇이며, 우주에서 이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핵자의 내부 모습은 어떤가? QCD 에서는 강한 상호작용을 하는 물질의 

특징을 어떻게 예측하는가? 글루온의 역할은 무엇이며, 핵자와 원자핵에서 자가 상호작

용하는 글루온의 역할은 무엇인가? QCD 의 주요한 특징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며, QCD

에서 중력과 시공간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글루볼이 존재하는가? 하드론 내에서 불변 

질량이 0 임에도 불구하고 글루온이 운동 질량을 얻는가? QCD 는 진짜로 CP 위반을 만족

하기 부족한가? 원자 번호가 큰 경우 글루온은 포화 상태인가? 글루온이 색안경 응축물

이라는 고 도 상태를 형성하는가? 발리스키-파딘-쿠아레프-리파토프 방정식, 발리스키-

코브체고프 방정식, 카타니-치아팔로니-피오라니-마르첸시키 진화 방정식의 특징과 증거

는 무엇인가? ☞ 제 1 장에서 서술하였듯이, 쿼크의 기본차원은 γ 로서 핵력을 유발하고, 

양성자의 기본차원은 β 로서 전기력을 유발하고, 원자의 기본차원은 α 로서 약력 및 중

력을 유발한다. 물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α β γ 알갱이들이 펼쳐져 서로 연결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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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즉 얽히고 섥힌 조합차원을 해석해야 하므로 쉽지 않다. 만약 위 설명이 사실이

라면, 관측을 토 로한 수학적 이론은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음이 파악된다.  

 

2) 원자핵과 핵 천체물리학: 안정 동위원소와 희귀 동위원소 내의 양성자와 중성자를 

묶는 핵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복잡한 원자핵에서 나오는 간단한 패턴의 기원은 무엇인

가? 안정성의 섬 지역에서 핵의 특이한 성질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별의 

진화 과정에서 이것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중성자별과 조 한 핵물질의 본질은 무엇

인가?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기원은 무엇인가? 항성이 존재하고 별이 폭발하는 과정의 

핵반응은 무엇인가? ☞ 원자크기 미만의 세상은 양자화된 α β γ 알갱이들이 얽히고 섥혔

다. 제 8 장 축, 공간, 입자의 근원에서 세부적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3.7 기타문제 

  

1) 엔트로피 (시간의 화살): 왜 우주는 과거에 엔트로피가 낮아 과거와 미래 사이 엔

트로피 차이가 생기는 열역학 제 2 법칙이 존재하는가? 왜 특정 약한 상호작용의 붕괴 시 

CP 위반이 관측되지만 다른 경우에는 관측되지 않는가? CP 위반은 어떻게든 열역학 제 2

법칙 내에 존재하는가, 혹은 또 다른 시간의 화살에 속해 있는가? 인과율의 법칙에 예외

가 존재하는가? 하나의 가능한 과거가 존재하는가? 현재는 과거와 미래와는 구분되는 한 

순간인가, 혹은 의식의 신흥적인 산물에 불과한가? 왜 시간은 한 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가? ☞ 우리우주는 어미블랙홀이 절  지배하고 있고, 우주의 차원은 필히 양자화되어 

낮아지게 된다. 뭉치려는 성질 즉 반입자는 어미블랙홀 물체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넓어

지려는 성질은 즉 입자는 어미자기장 첫번째 공간에 갇히게 된다. 이로 인해 엔트로피 

증가법칙이 발생된다. 즉 변화의 방향은 증조할미블랙홀 탄생 순간 절 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절 시간은 변화의 방향성이며 변화는 차원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이와 

동시에 우리 세상의 물질은 공간이 넓어지려는 즉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진행된고, 어

미블랙홀은 공간이 좁아지려는 즉 질서를 갖추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일반상 성이론에

서의 시간 t 는 xyz 공간의 수직방향인 a 축 공간이다. 즉 우리우주는 xyza 로 해석해야 

하며, 거기에 절 시간이 추가된다. 원자크기 미만의 미시세계를 해석할 때는 공간을 xyz 

연속의 세계와 αβγ 양자화의 세계로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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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자역학의 해석: 현실에서 양자 중첩 상태, 파동 함수의 붕괴, 양자 결어긋남을 어

떻게 설명하며, 이 현상들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현실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또한, 측

정 문제에서 어떤 "측정"이 파동함수를 명확한 하나로 붕괴시키는가? 고전물리학과는 달

리 일부 양자역학에서는 (양자 얽힘으로 인한 양자 순간이동처럼) "국소적"이면서 "인과

관계"적이면서 "실제"인 것을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과정에서의 양자역학적 

과정을 일종의 '희생'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양자역학에 해서 제 로 이해하지 못한 분

류 오류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해석을 해야 한다. ☞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은 xyz 

이다. 그 xyz 공간의 수직방향 공간은 어미블랙홀에 의해 휘말려 굴곡져 있다. 즉 양자화

가 되어 있다. 원자크기 미만의 α β γ 알갱이는 양자화된 공간에 위치하므로 우리가 이

해하기 매우 힘들다. 우리세계에서 α는 돌돌말린 열린 입자 형태로 존재하며, β 알갱이는 

파선 형태로 존재하며, γ 알갱이는 파면 형태로 존재한다. 즉 우리우주는 명확한 xyz 차

원에 이해하기 힘든 αβγ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xyz 차원으로만 해석한다면 우

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전자는 α 차원이며, 

어떠한 특정 상황에서 돌돌말린 입자가 풀어져 파선이 될 수 있다. 뭔가로 그 α 파선을 

건드려 주면, 본연의 성질인 입자로 되돌아 오게 된다. 즉 α β γ 알갱이들의 모양 변화는 

상황에 맞게 변화되며, 이것이 양자역학이다. 위 질문들에 해서는 제 10 장에서 세부

적으로 서술한다. 

 

3) 모든 것의 이론 ("대통일 이론"): 모든 무차원 물리 상수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존재하는가? 끈 이론이 그럴 수 있는가? 왜 표준 모형의 게이지 이론이 그렇게 생겼으며

, 왜 시공간에서 공간이 3 차원이고 시간이 1 차원이며, 왜 물리학의 모든 법칙은 그렇게 

되어있는가? 시간에 따라서 "무차원 물리 상수"는 변하는가?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에 

존재하는 입자가 실제로는 현재의 실험 수준에서는 관측할 수 없을 정도로 묶여 있는 또 

다른 입자들로 구성된 것은 아닌가? 아직까지 관측되지 않은 기본 입자들이 있는가? 만

약 그렇다면, 그 입자는 어떤 것이며 특성은 어떠한가? 물리학의 다른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통합된 힘을 관측할 수 있는가? ☞ 우리우주 공간의 수직방향

으로 어미블랙홀을 그려 넣으면, 모든 것의 이론은 탄생될 것이다. 왜냐하면 어미블랙홀

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어미블랙홀이 4 차원 구체이므로, 우리 공간은 연속의 

세계인 3 차원의 “공”과 불연속의 세계인 “간”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원우주는 6 차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우주는 명확한 xyz 세계에 양자화된 a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거기에 절 시간이 추가된다. 제 1 장에서 도시된 차트로 파악할 수 있듯이, 쿼크 



 

- 45 - 

 

위의 입자는 근원질량입자이다. 차원들의 조합 즉 α β γ 들의 다양한 조합으로부터 새로

운 입자가 머리속에 그려질 수 있다. 그 새로운 입자의 특성 역시 기존 법칙의 순환 반

복 논리를 따르게 된다. 6 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회전하는 근원질량입자가 만물의 변화

를 유발한다. 

 

4) 물리학적 정보: 파동 함수 붕괴나 블랙홀과 같은 현상이 자신의 이전 상태에 한 

정보를 비가역적으로 파괴하는가? 어떻게 양자적 정보가 양자계 내에 저장되는가? ☞ 엔

트로피 증가법칙은 절 적으로 우리우주에 성립한다. 따라서 정보 역시 비가역적이다. 상

황에 따라 입자는 돌돌말려 있을 수도 있고, 펼쳐져 파선이 될 수 도 있다. 즉 입자 역시 

1 개이고, 파선 역시 1 개이고, 그 둘은 정확히 같은 것이다. 파선 1 개가 다수 알갱이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상황에 맞게 모양이 변화하는 것뿐이다. 우리세상에서 α 알

갱이의 근본속성은 입자이고, 특수 상황에서 파선이 될 수 있다. 우리세상에서 β 알갱이

의 근본속성은 파선이고, 특수 상황에서 입자가 될 수 있다. 우리세상에서 γ 알갱이의 근

본속성은 파면이고, 특수 상황에서 입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파면은 관찰자 효과가 필

히 발생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γ 알갱이는 입자로만 존재해야 하며, β 알갱이 속에 돌돌 

말려 있을 수 밖에 없다. 전자와 광자의 성격은 완전 다르다. 이것을 오해한 것이 전자이

중슬릿 현상으로서, 전자입자가 파선으로 펼쳐진 특수한 상황이다. 

 

5) 무차원 물리 상수: 현재는 무차원 물리 상수의 값을 계산할 수 없다. 이 상수는 오

직 물리적 측정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 다른 모든 차원의 물리 상수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최소 차원의 물리 상수는 무엇인가? 차원 물리 상수는 여전히 꼭 필요한가? ☞ 중

성미자가 근본 입자이며, 그 근본 입자의 물리적 특성은 결코 변할 수 없다. 그 근본입자

의 조합들이 현 우리세계의 입자들이다. 그 조합입자들의 물리상수가 시간에 따라 변할

까는 확신할 수 없다. 예를 들어 β 알갱이의 길이는 어미블랙홀 첫번째 자기선과 사건의 

지평선까지의 길이이다. 그 길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커질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이가 

너무나 크므로, 우리가 그 길이를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입자들은 자기선이

며 탄성체이다. 즉 탄성체의 고유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물리상수는 변

하지 않으나, 그 입자들의 기하학적 성질 및 모양은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할 것으로 추측

된다. 기하학적으로 최소 물리상수는 어미블랙홀의 지름과 질량 그리고 우리우주 공간내 

물질들의 총 질량이다. 물론 기타 세부적인 사항도 필요하나, 위의 물리 상수가 주된 인

자이다. 이와 동시에 할미블랙홀 및 증조할미블랙홀의 기하학적 값들도 필요하다. 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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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찾기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 값들을 찾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상 성 이론과 양자역학에 본 우주론을 적용하면, 모든 것의 방정식이 

유도 될 것이며, 현재까지의 관측 및 실험 결과를 그 모든 것의 방정식에 입하면, 위의 

최소 물리 상수값이 역으로 도출될 것이다. 이 값이 도출되면, 물리학적 상수는 측정이 

아니라 계산이 된다. 우리우주 밖의 모든 다중우주 역시 그 어미블랙홀이 지배하므로, 우

리우주와 동일한 물리학적 상수와 법칙이 지배되는 안정적인 우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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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근원우주와 블랙홀 가족 
 

 

4.1 개 요 

 

우리우주는 3차원 공간이며 그 공간 속에 수천억 개의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은 명

확한 사실이다. 여기서 그 블랙홀은 빛이 탈출할 수 없는 블랙홀과 차원을 양자화 시키

는 블랙홀로 구분된다. 몇 개인지는 알 수 없으나 4차원 우주속에 다수의 어미블랙홀이, 

5차원 우주속에 다수의 할미블랙홀이, 6차원 우주속에 다수의 또는 한개의 증조할미블랙

홀이 존재할 것이다. 즉 다중우주론이다. 블랙홀의 모양은 동그라미이며, 그 표면에 펼쳐

지는 우주의 모양 역시 동그라미이다. 그렇다면 6차원 근원우주의 모양은 무엇일까? 근

원의 근원은 무엇인가의 순환 반복 질문을 끊기 위해서는 6차원 근원우주의 모양은 유

한 직선 이어야만 한다. 우리는 그 동그라미가 매우 크거나 매우 작더라도 동그라미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직선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직선은 휘어지지 않

은 것이다. 블랙홀 표면에 존재하는 것은 필히 미세하게 또는 완벽하게 휘어져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직선은 블랙홀 표면에 존재할 수가 없다. 휘어짐 정도는 블랙홀이 지배한다

. 그러면 직선의 크기는 누가 지배하는가? 그 직선의 정도를 어떤 것이 지배한다고 한다

면 그것의 근원은 무엇인가라는 순환 반복 질문이 발생한다. 연속의 6차원 근원우주 위

의 세상인 7차원 공간 초근원우주는 왜 존재하며 그 모양은 무엇인지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7차원 초근원우주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6차원 어미블랙홀 우주론의 

논리를 펼치도록 한다.  

 

 

4.2 공간입자와 질량입자 

 

4.2.1 입자는 엔트로피이고 반입자는 반엔트로피이다 

입자(Particle)는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을 가진 작은 물체로서, 무엇이든지 작은 

물체를 뜻한다. 표적으로 원자들의 집합체인 분자, 원자, 원자보다 작은 입자인 소립자 

등이 있다. 반입자(Antiparticle)는 어떤 주어진 입자에 하여 그 질량과 맛깔, 스핀이 같

고 단지 전하만 반 인 입자를 말한다. 같은 종류의 전하 사이에서는 척력이 발생하고 

다른 종류의 전하 사이에서는 인력이 발생한다. 이 두 종류의 전하를 양전하와 음전하라 



 

- 48 - 

 

하며, 전자는 음전하를 띄고 양성자는 양전하를 띈다.  

엔트로피 증가법칙은 고립계에서 변화의 방향은 필히 고온에서 저온으로, 고압에서 

저압으로, 질서에서 무질서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우리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너

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자식블랙홀은 어떠한가? 블랙홀은 만물을 잡아 당

겨 흡수하는 것이다. 즉 만물은 블랙홀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방향성이 존재한다. 그런

데 블랙홀 자체는 질량 덩어리 이며, 그 블랙홀을 이루는 개별 질량 입자들은 완벽한 묶

여 있어 무질서 해 질 수가 없다. 또한 블랙홀은 만물을 흡수하여 압축시키므로, 자식블

랙홀 자체의 온도는 우리세상에 비해 초고온 그리고 압력은 초고압일 것이다. 이것은 반

엔트로피 증가법칙이다. 따라서 엔트로피는 우리 세상의 물리법칙이고, 반엔트로피는 블

랙홀의 물리법칙임을 이해할 수 있다. 만물은 엔트로피와 반엔트로피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엔트로피의 성질을 갖는 것을 입자 그리고 반엔트로피의 성질을 갖는 것을 반입

자로 정의할 수 있다. 입자(N)의 특성은 그 입자가 차지하는 영역을 넓혀 무질서해 지려

는 성질이 있고, 반입자(S)의 특성은 그 반입자가 차지하는 영역을 줄여 질서를 갖추려는 

성질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4.2.2 형태 변화 법칙 

우리 세상이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블랙홀이 반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우리 세

상과 블랙홀의 합은 중성이라는 것이 파악되고, 중성입자의 개수는 입자 개수와 반입자 

개수 합의 절반이라는 것이 추론된다. 이것으로부터 입자와 반입자의 개수는 동일하며, 

그것들은 그 모양이나 형태가 변할 수는 있어도 사라질 수 없다는 형태 변화 법칙이 파

악된다. 근원질량입자의 개수가 보존되므로 질량보존법칙이 성립하며, 블랙홀에 의해 공

간이 압축되면서 그 모양이나 형태가 변하는 것이 에너지보존법칙이다. 어미블랙홀이 중

성축을 입자와 반입자로 분리하여, 입자는 우리 세상의 물질을 풍부하게 만들고, 반입자

는 어미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어 어미블랙홀을 성장시켜 우주 공간을 팽창시킨다. 중성축

이 입자와 반입자로 분리되는 상황이 있고, 입자와 반입자가 중성축으로 합쳐지는 상황

이 있다. 전자는 고차원이 저차원으로 변할 때, 후자는 저차원이 고차원으로 변할 때이다

. 그 과정 중에 모양이나 형태는 변할 수 있어도 모든 것은 보존되며, 전자의 진행과정은 

블랙홀(반입자 절 체)이 지배하는 차원감소법칙이 발생하며, 후자의 진행과정은 화이트

홀(입자 절 체)이 지배하는 차원증가법칙이 발생한다. 

공간은 연속의 세계이고, 개수는 양자화의 세계이다. 엔트로피 증가법칙은 공간의 일

부가 알갱이로 변하는 것이고, 반엔트로피 증가법칙은 알갱이가 공간의 일부로 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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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즉 공간과 알갱이는 같은 것이며, 그 모양이나 형태가 변할 수는 있어도 그 양 

및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형태 변화 법칙이다. 

 

4.2.3 근원우주에 6차원 자기장이 평평하게 펼쳐져 있다 

입자와 반입자는 서로 동등해야 한다. 공간과 질량은 서로 동등하다고 볼 수 없다. 뉴

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질량과 질량은 서로 끌어 당긴다는 것이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

성 이론은 질량이 공간을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이 둘 중 후자가 관측에 의해 점점 사

실로 밝혀지고 있는 듯하다. 즉 질량과 질량은 서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

서 공간과 반공간이 존재하고, 질량과 반질량이 존재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근원

공간입자가 둘로 분리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 듯 하나, 근원질량입자가 둘로 분리된

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핵심은 차원 감축이며, 공간에 차원은 존재하나, 질량에 차

원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계속 분리되어야 하는데, 근원질량입자가 계속 분리

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렇다면 0차원의 관점으로 해석해 보자. 0차원의 관점에서 근원

질량입자는 0차원 블랙홀 1 개이다. 차원이 증가되려면 0차원 블랙홀 1 개가 계속 분리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원을 6차원으로 본다면 공간은 분리되고 질량은 합쳐지는 것이며, 

근원을 0차원으로 본다면 공간은 합쳐지고 질량은 분리되는 것이다. 우리세계는 블랙홀

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근원을 6차원 공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근원질량 하나당 

근원공간 하나가 존재하고 있을까? 아니면 근원우주에 6차원 공간(자기장)이 평평하게 

펼쳐져 있고, 근원질량입자는 간간히 하나씩 존재하고 있을까? 후자일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근원우주에는 6차원 자기장이 평평하게 펼쳐져 있고, 근원질량입자들 역시 듬성

듬성 무수히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4.2.4 N 입자, S 입자, 근원질량입자 

우리우주는 엔트로피 증가법칙의 세상이므로, 공간과 반공간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간으로 둘러싸인 것이 입자이고, 반공간으로 둘러싸인 것이 반입자이다

. 이것을 각각 N 입자 및 S 입자로 칭하고자 한다. 그림 4.1에는 자석의 자기장 분포가 

도시되어 있다. 자석의 N 극에서는 공간이 넓어지려는 성질이 있고, S 극에서는 공간이 

줄어드려는 성질이 있음이 보여진다. 자석의 특성은 계속 쪼개도 N 극과 S 극이 필히 함

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그 최소 단위는 원자자석이며, 원자는 XYZ의 물질로서 중성인 

연속의 세계이다. 전자는 원자 속의 세계로서 양자역학의 세계이다. 즉 어미블랙홀이 연

속인 중성 차원(자기장)의 일부를 끊어 불연속인 입자와 반입자로 분리한다는 것이 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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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홀 우주론이다. 따라서 N 입자의 특성은 공간을 확장 시키려는 성질이 그리고 S 입

자의 특성은 공간을 축소시키려는 성질이 있게 되며, 그 입자는 열려 있기 때문에 상황

에 맞게 그 모양은 다양하게 변한다. 그림 4.1에서 왼쪽은 자기쌍극(NS)이고, 우측은 자

기홀극(N, S)이다. 이 둘은 같은 것이며, 자기쌍극은 중성의 연속이고, 자기홀극은 블랙홀

이 양자화를 일으킨 것이다. 

 

4.2.5 우리세계(N) + 어미블랙홀세계(S) = 자석(NS) 

우리세상에는 공간과 질량이 있고, 물질은 공간과 질량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

원질량입자가 N 입자로 둘러 쌓이면 물질입자이고 S 입자로 둘러 쌓이면 반물질입자이

다. 전자는 N 입자이고 반전자는 S 입자이다. 따라서 우리세계는 물질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블랙홀의 세계는 반물질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NS 입자란 중성입자이며, SN 입자란 

반중성입자이다. 근원질량입자는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힘 및 에너지에 크기만

을 부여한다. 우리 세상은 어미블랙홀이 지배하므로, NS 자기선이 N 입자와 S 입자로 분

리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우리세계는 입자(N)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미블랙

홀세계는 반입자(S)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둘은 중력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결국 자석과 

같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석은 xyz 차원으로 아직 양자화가 되지 않은 것이고, abc 차원

은 양자화가 된 것뿐이다. 자기쌍극은 xyz 차원의 중성이고, 전기홀극은 조상블랙홀에 의

해 양자화된 것으로서, 힘의 근본은 자기력이다. 우리우주는 xyz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밤하늘의 자식블랙홀에서는 그 수직방향의 공간을 극한으로 당겨 압축시킬 것이다. 그 

수직방향의 공간은 z 축이고, z 축을 극한으로 압축시키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 지구가 

공간을 당기므로 지구 주위의 공간은 휘어진다. 블랙홀은 공간을 휘는 것을 넘어 양자화

시킨다. 양자화는 띄엄띄엄 및 정수배의 특성을 갖는다. 우리세상에서 원자크기 이상은 x 

y z 연속의 세상이고, 원자크기 미만은 α β γ 양자화의 세계이다. 제 2 장에서 서술한 바

와 같이 자식블랙홀의 표면에 펼쳐지는 2차원 우주에서는 x y 연속의 세상과 ω α β γ 

양자화의 세계가 펼쳐진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밤하늘의 블랙홀은 β 폭발을 

그림 4.1 N 입자와 S 입자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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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켜 빛이 빠져나올 수 없는 이상한 영역이다. 그 이상한 영역은 우리세상의 각종 3D 

입자들을 무조건 당기는 쓰레기장이다. 그 쓰레기장이 γ 폭발을 일으키면 비로서 차원을 

양자화시키는 자식블랙홀이 탄생되어 2차원 우주가 시작된다. 그 2차원 우주에서는 지속

적으로 2차원 미세조정이 진행된다. 우리우주는 매우 질서 정연하게 물리법칙이 적용된

다. 쓰레기장은 물리법칙이라는 상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밤하늘의 

블랙홀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최종 결과물인가 아니면 자식블랙홀로 진화하기 위한 중

간단계인가? 우리우주만 아름답고, 나머지 모두는 기괴한 것이 합리적인 관점 맞는가? 

미세조정 과정 중은 우리가 현재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현상이나, 미세조정의 결과는 

현 물리법칙이 정확히 성립하는 아름다운 세상이다. 

 

4.2.6 차원감축이 양자화를 발생시킨다 

우리의 공간은 xyz 연속의 세계이다. 그림 4.1에서 자석의 자기장은 선과 선으로 구분

되는 공간이다. 즉 자기선이 연속의 xy 축이고, 그 자기선과 자기선 사이는 z의 연속이였

는데 ω로 부분 양자화된 것이다. 따라서 공간이란 자기선과 자기선 사이로 양자화된 세

계임을 이해할 수 있다. 자기선 방향으로 입자는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으나, 자기선의 

수직방향으로는 자유로이 이동할 수 없음이 보여진다. 자석의 외부에서 자기선은 N으로

부터 나와 S로 들어가나, 자석의 내부에서는 S에서 나와 N으로 들어간다. 즉 자기선의 

수직방향 z는 ω로 양자화가 이미 되었고, 자기선 방향 xy는 아직 양자화가 안된 연속의 

세계임을 볼 수 있다. 블랙홀은 연속인 중성축을 끊어 돌돌 말아 N과 S로 분리한다. 이

것이 차원감축이다. 즉 4차원세계는 자기선 xyza 연속이나, 어미블랙홀이 a 자기선을 전

자계열의 α  과 반전자계열의 α  알갱이로 만들어 xyz 연속의 3차원세계로 미세조정 시

킨다. 

 

 

4.3 근원우주의 구성 

 

4.3.1 근원 6차원 자기선과 회전하는 근원질량입자 

우리우주에 물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 물체는 순수질량과 그 순수질량을 

감싼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질량과 공간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질량은 

무엇이고 공간은 무엇일까? 그림 4.2(a)는 근원우주에 무한 공간이 연속으로 펼쳐져 있고

, 그 위에 무한 직선 축이 존재하고, 그 축 사이에 질량입자 하나가 존재한 것을 표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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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b)는 근원사각형공간입자 속에 근원질량입자가 존재한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근원

질량입자와 사각형 축의 거리를 보면 수직 수평 방향이 짧고 45도 방향으로 거리는 길

다는 것이 파악된다. 그림 (a) 또는 (b)와 같이 공간이 4 각형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을까? 

그림 (c)는 육각형의 근원공간입자가 있고 그 속에 근원질량입자가 존재하고 있다. 그 거

리 차는 다소 완만해 졌다. 고 당기는 힘의 균형을 생각한다면 (c)의 형태로 존재해야 

타당할 것이다. 입자들 사이가 멀어졌다면 원형으로 존재할 듯하나, 역시 고 당기는 힘

의 균형에 의해 결국 육각형 모양을 유지할 것이다. 그림 (a), (b), (c)와 같이 근원공간입

자 1 개당 근원질량입자 1개가 아니라, 근원우주에 6차원 자기선이 무수히 펼쳐져 있고, 

근원질량입자가 간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3.2 근원질량입자의 6차원 회전이 만물의 변화를 유발한다 

지구는 구체인 땅과 그 표면 위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땅 속에는 철핵이 회전하

고 있고, 그 회전으로 인해 지구 자기장이 방출된다. 즉 지구를 태양풍으로부터 보호하는 

막은 자기장이며, 자기장은 지구에 의해 양자화된 공간표면을 흐르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d)는 근원질량입자가 6차원 회전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그림으로서, 근원질량입

자가 그 영역의 공간을 회전력으로 당기고 있다. (d)에서 회전 방향은 제각각이므로 어떤 

질량입자는 공간을 말게되고 어떤 질량입자는 공간을 풀어지게 한다. 즉 회전방향이 제

각각이므로 서로 합쳐지지 못하므로, 변화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근원우주에 6차원 근원

공간이 펼쳐져 있고, 질량입자가 6차원 회전을 한다면, 그 질량입자의 회전으로 인해 근

원우주의 6차원 공간이 휘말려지게 될 것임이 파악된다. 즉 6차원으로 회전하는 근원질

량입자로 인해 만물의 변화가 시작되게 된다. 

 

4.3.3 공은 텅빈 것이며 간은 자기선이다 

공간에서 공은 무한히 연속으로 펼쳐진 단 한 개의 알수 없는 어떤 것이며, 간은 그 

공을 가로지르는 선이다. 공과 간은 함께 존재해야만 한다. 공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

그림 4.2 근원질량입자의 6 차원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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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기장은 그 공의 표면을 따라 흐르는 것으로 추측된다. 즉 공과 자기장은 다르나 함

께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근원공간은 6차원 자기선이 펼쳐진 것

으로서, 간은 자기선이며 공은 자기선과 자기선 사이이다. 근원 우주 전체에 걸쳐 연속으

로 펼쳐진 단 한 개의 공은 무엇일까? 근원우주는 육각형 유한평면이고 그 테두리가 초

근원우주의 자기선이라는 논리로부터 단 한 개의 공은 설명될 수 있다. 공은 텅빈 것일

까라는 의문이 발생한다. 그림 4.1로부터 공은 텅비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간

은 자기장이 굴곡진 것으로서, 그 굴곡된 골자기의 밑바닥을 연결하면 자기선이 존재하

는 것처럼 보이고, 그 자기선 위는 텅빈 것처럼 보인다. 공간에 해서는 제 8 장에서 공

간에 해 보다 세부적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4.3.4 증조할미블랙홀의 탄생 

질량입자의 회전으로 인해 그 주위의 공간은 휘말리고 그 휘말린 공간의 표면을 따라 

자기장이 흐른다. 그림 (d)와 같이, 질량입자의 회전 방향이 서로 다르다면 그 질량입자 

하나의 공간은 휘말리나, 거시적인 공간은 휘말리지 않는다. 그림 (e)와 같이 질량입자들

의 회전방향이 일치하게 되었다면, 그림 (f)와 같이 질량입자들의 집단 하나가 발생하게 

된다. 그 집단은 여러군데에서 발생될 것이며, 또한 서로 충돌하여 소멸되거나 더욱 성장

할 것이다. 이것은 성운에서 태양계가 생성되는 과정과 동일하다. 

근원우주의 차원은 XYZABC 평면이다. 최종적으로 증조할미블랙홀이 탄생되며, 증조

할미블랙홀의 6 번째 회전력은 근원우주의 C 공간을 휘말아 c 로 양자화 시킨다. 여기서 

증조할미블랙홀의 6 번째 회전력과 근원우주의 휘말려 양자화된 c가 펼쳐지려는 탄성력

은 평행을 유지하게 되므로, 증조할미블랙홀의 6 번째 회전은 멈추게 된다. 따라서 증조

할미블랙홀의 표면에 XYZABc의 세상이 펼쳐진다. 증조할미블랙홀의 5 번째 이하의 회전

력은 존재하므로, 증조할미블랙홀은 XYZAB 공간을 회전시킨다. 이것이 차원감축이다. 위 

논리는 계속 순환 반복 된다. 

 

4.3.5 6차원 유한평면 공간과 양자화 

제 1 장에서 근원우주는 6차원 공간임을 서술하였다. 먼저 휘말려 굴곡진 양자화 된 

공간은 우주모형도 우측 상단의 그림(손수건을 동전으로 회전)을 참조하도록 한다. 그림 

4.3(6)은 근원 6차원 우주에 근원질량입자가 6차원 회전하고 있는 모습을 도시한 것이다. 

모든 축이 직선이므로 6차원 우주는 종이 위에 6 각형 평면으로 도시된다. 근원질량입자

들의 회전 방향은 랜덤이므로 축은 직선을 유지한다. 여기서 근원질량입자들의 회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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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치하게 되면 증조할미블랙홀이 탄생된다. 그림 (5)는 증조할미블랙홀의 C 축 회전에 

의해 C 축이 휘말려 굴곡져 c 로 양자화된 모습을 도시한 것으로서, 근원질량입자는 γ 

공간알갱이로 감싸여 있어야만 한다. 증조할미블랙홀의 첫번째 공간의 어느 영역에서 할

미블랙홀이 탄생하며, 그림 (4)는 할미블랙홀의 B 축 회전에 의해 B 축이 휘말려 굴곡져 

b 로 양자화된 모습을 도시한 것으로서, 근원질량입자는 β γ 공간알갱이로 감싸여 있어

야만 한다. 할미블랙홀의 첫번째 공간의 어느 영역에서 어미블랙홀이 탄생하며, 그림 (3)

은 어미블랙홀의 A 축 회전에 의해 A 축이 휘말려 굴곡져 a 로 양자화된 모습을 도시한 

것으로서, 근원질량입자는 α β γ 공간알갱이로 감싸여 있어야만 한다. 그림 (3)이 우리 

우주이며, 그 α β γ 알갱이의 조합이 입자물리학 표준모형의 3 세 이다. 우리세계에서 

쿼크 속의 근원질량은 XYZ 회전을 하고 있고, 우리세계의 공간은 XYZ의 수직방향으로 

굴곡진 a 공간이 존재하고, 그 a의 수직방향으로 굴곡진 b 공간이 존재하고, 그 b 의 수

직방향으로 굴곡진 c 공간이 존재한다. 이로인해 입자물리학의 표준모형의 해석은 매우 

어렵게 된다. 논리는 반복되며, 결국 모든 공간이 휘말려 양자화된 그림 (0)의 0차원이 

된다. 직선인 선을 휘마는 것은 블랙홀의 회전력이다. 0차원이 되는 순간 더 이상 휘말 

것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휘말린 직선은 펴질려고 한다. 그 펴질려고 하는 공간이 화이트

홀이다. 따라서 그림 4.3의 역순으로 차원은 증축된다. 그림 (6)이 지속된다고 가정을 해

보자. 그러면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된다. 그림 (6)이 그림 (5)로 변화될 때, 

즉 증조할미블랙홀이 탄생될 때 비로서 시간에 의미가 부여된다. 이것이 절 시간 또는 

절 변화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블랙홀이 동그라미를 만들므로, 블랙홀이 존재하지 않는 근원우주는 분명 평면이어야

만 한다. 따라서 위 논리는 평면우주를 설명할 수 있고, 그 평면은 유한임을 설명할 수 

있고, 차원 및 시간이 왜 발생하는가 역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그림 4.3은 6차원을 

종이 위에 도시한 것으로서, 근원우주의 모양이 진짜 육각형 평면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 

누구도 6차원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간단하게 6 각형 유한 평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4.3 휘말려 굴곡진 6 차원 평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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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휘말려서 양자화된 공간과 당겨져서 양자화된 공간 

그림 4.3에는 양자화된 공간의 모양이 울퉁불퉁하게 도시되어 있다. 본 우주론은 정

확히 그림을 그리면 그만큼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공간이 

양자화된 모양을 정확히 도시해야 한다. 여기서 그 누구도 현재 그 모양을 알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 8 장에서는 우주모형도의 우측 상단과 같이 동

전이 공간을 휘마는 형태로 양자화된 공간을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림 4.4와 같이 

블랙홀이 당겨서 양자화된 공간을 서술해 보고자 한다. 그림 (a)와 같이 블랙홀의 수직방

향의 수십억 광년 크기의 공간은 결코 연속의 직선으로 펼쳐질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블랙홀이 수직방향의 공간을 강력히 당기므로 (b)와 같이 구불구불 양자화되어

야 한다. 여기서 세로방향 공간을 당겼는데 양자화 되면서 가로방향공간이 발생됨을 볼 

수 있다. 가로방향공간은 우리세계에 에너지 레벨로 존재할 것이다. 블랙홀에는 사건의 

지평선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림 (c)가 합리적인 그림일 것이다. 여기서 제 2 장에서 서

술한 바와 같이 사건의 반지평선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칭성을 생각한다면 사건의 

반지평선이 존재해야 한다. 그림 (c)는 양자화된 공간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림 (d)는 단 한 개의 양자화된 공간이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양자화된 공간의 두께는 

원자 두께 정도 크기이다. 두께는 원자 크기인데 그 길이는 수십억 광년이라니, 위 그림 

및 설명이 말이 안될 수 있다. 그러나 빅뱅의 10120 미세조정 및 끈이론의 10500 다중우주 

보다는 덜 말이 안된다는 것을 이해하자. 

고전역학에서 관성력 및 원심력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다. 물체가 공간에 있다면 반

물체는 반공간에 존재하며 그 둘이 중력선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제 9 장에서 서술

한 바와 같이 관성력 및 원심력의 근원이 설명된다. 그림 (c)와 같이 물체는 xyz 공간에 

위치하고 반물체는 xyz 반공간에 위치한다면, 물체와 반물체 사이의 거리는 수십억 광년

으로서 관성력 및 원심력을 설명할 수 없다. 그림 (d)와 같이 원자두께 하나 거리에 위치

그림 4.4 블랙홀이 당겨서 양자화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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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관성력 및 원심력이 설명되고, 모든 보전법칙과 모든 칭성이 완벽히 성립하게 된

다. 과연 원자두께 거리 옆의 반공간에 나와 칭되는 반 의 나가 존재하고 있을까? 그

림 (d)가 기괴하게 보일 수 있으나, 평행우주 논리보다는 현실적이다. 평행우주론은 그림

이 그려지지 않는다. 

그림 4.4와 같이 당겨서 양자화된 공간과 제 8 장과 같이 휘말려서 양자화된 공간 중 

어느것이 합리적 그림일까? 우리공간은 당겨서 휘말려 있는 것 같다. 그림 4.4는 a 축이 

양자화된 것이다. 그렇다면 b 축 및 c 축의 양자화는 어떻게 표현될까? 제 8 장에서 세

부적으로 고민하였으나, 기학학자 및 물리학자들의 전문적 지식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4.3.7 초근원우주의 모양은 육각형 평면표면의 구체이다 

근원우주의 근원인 초근원우주는 그림 4.5 (d)와 같이 생겼을 것이다. 다수 근원우주

는 평면 육각형이므로 다중우주의 수많은 세상 역시 모든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성립하는 

우리 세상과 같이 안정적임을 예상할 수 있다. 오각형 구조를 이루는 몇 개의 근원우주

가 존재함이 보여진다. 제 1 장에서 근원우주는 6 각형임을 현 물리학의 측정 결과로부

터 설명하였다. 왜 육각형 구조인지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하다. 이것은 초근원우주에서 

근원우주들의 세력 싸움의 결과 최종적으로 안정화 된 것이다. 근원우주가 동그라미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렇다면 그 옆의 근원우주 역시 동그라미이다. 여기서 그 동그라미와 동

그라미 사이의 텅빈 간격이 존재하게 된다. 즉 안정화 되려면 육각형 구조이어야만 한다.  

표면이 다수가 12 각형 구조이고 몇 개가 n 각형인 초근원우주가 존재할 수 있을

까? 이것은 기하하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며, 존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

나 핵심은 6 각형 구조와 12 각형 구조 중 최종 답은 누가 더 안정적인가 이다. 즉 6 각

형 구조가 더 안정적이라면, 12 각형 구조는 그림 4.3과 같이 12차원의 순환 반복하는 동

안 세력 싸움에 의해 최종 6차원 구조로 변화될 것이다.  

 

4.3.8 블랙홀 표면의 모양은 육각형들의 집합체이다  

행성은 당연히 동글한 구체이다. 여기서 왜 당연히 동글한 구체일까 의문이 발생한다. 

어미블랙홀이 XYZ 모든 방향으로 행성을 끌어당기므로 구체가 된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블랙홀 표면 역시 동글한 구체이어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여기서 행성은 우리우주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하나, 자식블랙홀 역시 우리우주 안에 존재하는가 의문이다. 만약 

우리우주 안에 존재한다면 자식블랙홀은 명확하게 해석 되어야만 한다. 자식블랙홀은 우

리 XYZ 공간을 삼키는 이해하기 힘든 물체이므로, 우리우주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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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행성은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한다. 또한 본 우주론에서의 근원질량입자 

역시 초고속 회전을 하므로 자식블랙홀 역시 초고속 회전을 할 듯하다. 그 회전 중심축

은 무엇일까? 그림 4.5 (a)처럼 Z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이 맞을까? 자식블랙홀은 우

리우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의 좌표계를 적용할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근

원질량입자는 이해할 수 없는 6차원 회전을 한다. 우리우주는 XYZ 차원이므로, 자식블랙

홀은 (b)와 같이 XYZ 회전을 해야하며, 그 XYZ 회전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들다. 자식

블랙홀은 우리 XYZ 공간을 끌어당긴다. X 축을 회전시켜 X 공간을 휘말아 끌어당기고, Y 

축을 회전시켜 Y 공간을 휘말아 끌어당기고, Z 축을 회전시켜 Z 공간을 휘말아 끌어당길 

듯 하나, XYZ 모두를 동시에 휘말아 끌어당겨야 한다. 따라서 우리 XYZ 공간이 끌려가지 

않으려는 힘과, 자식블랙홀의 XYZ 회전힘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로 (c)와 같이 자식블랙

홀의 XYZ 회전 즉 A 축 회전은 사라진다.  

자식블랙홀 표면에 그림 (c)와 같이 새로운 xy 공간이 탄생되며, 이와 동시에 z 축 회

전이 나타나게 된다. 즉 z 축 회전력이 중력을 야기함을 파악할 수 있다. 표면이 z 축 회

전을 한다면 그 속 역시 z 축 회전을 하게 된다. 그 회전력이 밖으로 방출되는 것이 블

랙홀이 뿜어내는 자기장일 것이다. 표면이 z 축 회전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 같다. 표면에 구역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각 구역은 z 축 회전을 할 수 있다. 

그 구역이 원이라면 원과 원사이에 빈공간이 존재하게 된다. 즉 빈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회전이 발생해야 한다. 따라서 (d)와 같이 블랙홀 표면은 평면 오각형이 간간이 존재하는 

평면 육각형들로 구역이 나뉘어 회전해야 함을 유추할 수 있다. 여기서 육각형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 육각형이 어떻게 회전을 할 수 있는가 의문이 발생한다. 만물의 근원은 Fig. 

4.1과 같이 질량과 자기장이다. 질량이 묶여있어 회전을 못한다면, 그 질량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인 자기장을 밖으로 내뿜고 그것을 다시 되돌려 받아 회전시키면 된다. 즉 그

림 4.1의 자석의 자기선이 회전하는 논리와 같다. 따라서 우주모형도에서 보여지듯이, 어

미블랙홀의 자기선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방출되는 주 자기선이 있고, 그 표면에 육각형 

그림 4.5 블랙홀 표면의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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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자기선들이 방출되고 있다. 

우리우주의 초은하단이 필라멘트 구조인 원인이 본 논리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은하

는 육각형 자기장 테두리에 위치하게 된다. 육각형 구조가 말이 안되는 논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e)는 토성 북극 사진이며, 지구 2배 크기의 육각형 구조이다. 현 과학

이 풀지 못하는 미스터리이다. 토성 내부에서 자기장들이 세력다툼을 심하게 함으로 인

해 육각형 자기장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특히 토성의 극에서 형성된 자기장이 매우 강력

하여 토성의 구름을 뚫고 나온 것 아닐까 한다. 지구에서 발생되는 태풍의 눈 역시 속도

가 빨라지면 오각형이나 육각형과 비슷한 모양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림 (f)는 

어떤 과학자가 원통 용기에 물을 채우고 다각형 물체를 넣은 후, 고속 회전시켰더니 다

각형 가운데에 빈공간이 발생하며, 점점 사각, 오각, 육각형 모양으로 변한다는 그림이다. 

즉 우리세상의 근원질량은 XYZ 회전력만 존재하는 데, 강력한 회전을 추가하면 휘말려 

양자화된 abc 공간이 펴져 육각형 구조를 이루는 것 아닐까 한다. 따라서 육각형 구조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3.9 근원우주에 증조할미블랙홀은 몇 개 존재하는가? 

그림 4.4(d)의 초근원우주 표면에 존재하는 근원우주는 육각형 모양으로 그 테두리는 

유한이나, 그 테두리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테두리의 크기가 변하는지 여부는 

알수가 없다. 만약 테두리의 크기가 매우 크다면 증조할미블랙홀은 수천억개 탄생할 수 

있고, 매우 작다면 증조할미블랙홀은 1 개만 탄생할 수 있다. 또한 테두리의 크기가 매우 

크다면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하므로, 다수의 증조할미블랙홀과 다수의 증조할미화이

트홀이 동시에 존재하여 그 테두리의 크기는 변하지 않을 수 있다. 테두리의 크기가 작

다면, 테두리 속에 증조할미블랙홀 1 개가 탄생하고, 그 옆 테두리 속에는 증조할미화이

트홀 1 개가 탄생하게 된다. 테두리가 큰 것이 보다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겠으나, 그 안정성 여부는 쉽게 판단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닌것으로 생각된다.  

 

4.3.10 근원질량입자의 스핀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근원질량 입자가 존재한다면, 왼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근

원질량 입자 역시 존재하게 된다. 블랙홀은 근원질량입자의 회전력에 의해 6차원공간이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고, 화이트홀은 휘말려 들어간 6차원공간이 펴질려는 힘에 의해 근

원질량입자가 회전하게 되는 것이다. 즉 블랙홀의 회전방향과 화이트홀의 회전방향은 서

로 반 이다.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근원질량입자끼리 뭉치면 블랙홀이 탄생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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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으로 도는 블랙홀이 있고, 왼쪽으로 도는 블랙홀이 있게 된다. 화이트홀도 동일하

다. 오른쪽으로 도는 블랙홀과 왼쪽으로 도는 블랙홀이 만났다면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

까?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만났다면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까? 블랙홀이 오른쪽으로 도는

데, 왼쪽으로 도는 근원질량입자가 계속 유입된다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까? 의문은 계

속 발생된다. 근원우주에 증조할미블랙홀 1 개만 탄생된다는 관점이 가장 간단하다. 이경

우 모든 근원질량입자의 회전방향은 동일하게 된다.  

 

4.3.11 증조할미블랙홀들은 서로 합쳐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세상의 물질은 그 수직방향에 존재하는 어미블랙홀에 의해 당겨지므로, 자식블랙

홀들은 서로 당겨 합쳐질 수 있다. 어미세상의 물질은 그 수직방향에 존재하는 할미블랙

홀에 의해 당겨지므로, 어미블랙홀들은 서로 당겨 합쳐질 수 있다. 할미세상의 물질은 그 

수직방향에 존재하는 증조할미블랙홀에 의해 당겨지므로, 할미블랙홀들은 서로 당겨 합

쳐질 수 있다. 여기서 증조할미세상 즉 근원 6차원 우주의 수직방향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조할미블랙홀은 근원공간을 당기며, 그 근원공간은 육각형 테두리에 연결되어 

있다. 그 수직방향으로 블랙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증조할미블랙홀들은 서로 당겨 

합쳐질수가 없다. 증조할미화이트홀도 논리는 동일하다. 이러한 관점으로 판단하면, 근원

우주는 매우 커도 안정적일 수 있다.  

 

4.3.12 N과 S는 중력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주모형도 좌측하단의 전자 및 반전자 그림과 같이, N 및 S 의 꼬리에는 중력선이 

존재한다. 여기서 N은 우리세상에 존재하고, S는 블랙홀에 존재한다. 블랙홀에 존재하는 

질량입자는 S 껍질로 둘러쌓여 있고, 우리세상에 존재하는 질량입자는 N 껍질로 둘러 쌓

여 있고, 그 둘은 중력선으로 묶여 있다. 블랙홀에 존재하는 질량입자는 회전을 하므로, 

그 회전력은 중력선을 비틀어 용수철처럼 만든다. 그 비틀린 용수철이 우리세상의 질량 

즉 중력을 유발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 8 장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4.3.13 초근원우주의 안과 밖은 설명될 수 없다 

그림 4.4(d)의 초근원우주는 성장 또는 축소되는가? 그 초근원우주의 안은 무엇이고 

밖은 무엇인가? 설명 불가하다. 우리우주의 근원까지는 어미블랙홀 우주론으로 설명 가

능하나, 근원을 초과하는 것에는 질문의 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무한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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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우주의 종말 

 

4.4.1 진정한 우주론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우주의 시작에 한 주요 이론은 폭발(Big bang) 우주론이다. 우주의 종말에 한 

이론은 정상 우주론, 열죽음, 빅립, 빅크런치, 진동 우주론 등이 있다. 이 이외에 우주를 

해석하는 다양한 이론이 있다. 여기서 진정한 우주론이라면 그 주장하는 우주론이 우주

의 시작, 우주의 중간 과정, 우주의 끝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4.2 기존 우주론 

 정상 우주론: 현 관측과는 달리 우주는 영원히 존재한다.  

 열죽음 Heat death: 운동이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자유 에너지가 없는 열적 종말 

상태가 된다.  

 파열 Big rip: 우주가 매우 빠르게 팽창하게 되어 원자, 아원자 등 모든 물질이 

찢어지게 된다.  

 빅프리즈 Big freeze: 우주가 계속 팽창함으로 인해, 우주 공간의 온도는 계속 내려

가고, 결국 절 온도까지 내려가, 모든 것이 얼어 붙은 운동정지 상태가 된다.  

 함몰 Big crunch: 우주의 시작인 폭발의 역과정으로, 우주가 한 점으로 축소되

어 종말 한다.  

 진동 우주론: 폭발과 함몰이 영원히 반복된다.  

위의 이론들은 우주의 평균 도, 우주상수 등에 따른 일반 상 성 이론 방정식의 계

산 결과이다. 일반 상 성 이론으로부터 우주가 균등하고 등방적 이라면, 우주는 프리드

만 방정식을 따르며, 우주 초기 팽창 속도와 우주 물질의 양에 따라 다음과 같다. 

 닫힌 우주: 우주의 초기 팽창 속도가 우주의 중력을 이기지 못해, 우주가 일정 기

간 팽창한 후에는 다시 수축을 하여, 최종적으로 함몰의 종말을 맞이한다. 

 열린 우주: 우주의 초기 팽창 속도가 커서, 우주가 영원히 팽창하게 되어, 최종적

으로 빅프리즈의 종말을 맞이한다. 

 평평한 우주: 초기 팽창 속도와 물질의 도가 조화를 이루어, 계속 팽창을 하긴 

하되 그 팽창이 매우 작아 닫힌 우주와 열린 우주 사이에 존재한다. 우리우주는 

거의 평평한 우주처럼 보이는 것으로 현재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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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공간과 질량의 분리와 합체에 따른 차원 순환 반복 우주 

그림 4.3에서와 같이 우주는 차원을 순환 반복하게 된다.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

고자한다. 근원질량입자는 회전을 하여 공간을 휘만다. 이것은 마치 질량이 질량을 끌어

당기는 것처럼 보인다. 근원공간은 탄성체로서 펼쳐지려고 한다. 이것은 마치 공간이 질

량으로부터 멀어질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림 4.6에서 C 축 상에 존재하는 근원질량입자

들이 하나로 뭉치면, 6차원 구체인 증조할미블랙홀이 탄생하고, 그 증조할미블랙홀 표면

의 수직방향의 축 즉 C 축은 지속적으로 γ 공간입자화 되어, 증조할미블랙홀 표면에 

XYZAB의 5차원 세상이 펼쳐진다. 여기서 6차원 근원질량들은 지속적으로 γ 알갱이로 감

싸여 5차원 세상으로 유입된다. 그것들이 뭉쳐져 어느 순간 5차원 구체인 할미블랙홀이 

탄생하고, 그 할미블랙홀 표면의 수직방향의 축 즉 B 축은 지속적으로 β 공간입자화 되

어, 할미블랙홀 표면에 XYZA의 4차원 세상이 펼쳐진다. 여기서 5차원 물질들은 지속적으

로 β 공간에 감싸여 4차원 세상으로 유입된다. 그것들이 뭉쳐져 어느 순간 4차원 구체인 

어미블랙홀이 탄생하고, 그 어미블랙홀 표면의 수직방향의 축 즉 A 축은 지속적으로 α 

공간입자화 되어, 어미블랙홀 표면에 XYZ의 3차원 세상이 펼쳐진다. 이와 같이 차원 감

축의 논리는 계속되며, 근원 우주부터 0차원까지 과정 중에 모든 보존 법칙은 필히 성립

하고, 질량이 변화를 주도하고 공간이 뒤딸아 오는 엔트로피 증가법칙의 세상이다.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흐른 뒤, 모든 질량과 모든 공간이 완벽히 분리가 되며, 이것

이 0차원이다. 즉 0차원이란, 질량의 관점에서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공간의 관

점에서 질량이 존재하지 않는 차원이다. 질량이 변화를 주도하므로 질량이 먼저 0차원이 

되고, 공간은 0차원으로 향하게 된다. 여기서 질량의 차원화라는 뜻은 질량의 차원 회전

력이라는 뜻이다. 질량이 0차원화 되면 질량의 차원 변화는 멈추나, 공간은 0차원으로 

향하고 있다. 공간이 0차원화 되는 순간부터 공간이 변화 이끌게 되며 질량은 공간을 따

라가게 된다. 즉 0차원화 된 공간입자의 차원 폭발이 발생되어 공간이 1차원화되고, 곧

이어 질량의 1차원 회전력이 유도된다. 이것은 공간이 변화를 주도하는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다. 이 논리는 계속 반복되어,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흐른 뒤, 모든 공간이 6차원

화 되면, 공간의 차원 변화는 멈추게 되나, 질량의 회전력은 6차원으로 향하고 있다. 질

그림 4.6 공간과 질량의 분리와 합체에 따른 차원 순환 반복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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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회전력 차원이 6차원화 되는 순간부터 질량이 변화를 이끌게 되며 공간은 질량을 

따라가게 된다. 이 논리에 의해 전체 우주는 차원 순환 반복이 된다.  

우리우주는 어떻게 될까? 우리우주의 크기는 어미블랙홀이 할미블랙홀을 흡수하는 양

과 자식블랙홀에 흡수 당하는 양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가속팽창 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므로, 우리우주는 젊은 우주에 해당된다. 이것은 결국 증조할미블랙홀이 증조할미 사

건의 지평선에서 근원 평면 우주를 삼키고 있다면 블랙홀 가족들은 모두 가속 팽창하게 

되며, 삼키는 것이 끝났다면 선 블랙홀은 후 블랙홀에 순차적으로 먹히게 된다. 우리우

주가 가속팽창하고 있다는 점, 확실하지는 않으나 외계 고등 생명체와의 교류가 없다는 

점,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138 억년 이라는 점 등을 고러할 때, 우리우주는 젊은 

우주 아닌가 한다. 만약 젊은 우주라면, 우리 은하에 지구인이 가장 고등 생명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4.6으로부터 다양한 질문이 있게 된다. 0차원이 되는 순간 폭발하여 6차원으로 

직행하지는 않을까? 또는 0차원에서 변화가 멈추지 않을까? 제 1 장에서 서술하였듯이, 

입자들의 질량 변화가 0차원에서 무한 인 것처럼 도시된다. 따라서 차원 순환 반복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차원이 입자로 변화되었다면, 그 입자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 

질량과 공간이 분리되는 중간 과정은 어떻게 그려질까? 입자화된 공간은 우리세계에서 

어떤 현상을 유발할까? 저서 후반부에서 세부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그림 4.6에서 XYZ 3차원 세상에 닫힌 사각형을 도시한다면, 닫힌 사각형에 의해 차원

이 감축되는 화살표와 차원이 증가되는 화살표는 동일하게 된다. 즉 질량이 지배하는 세

상과 공간이 지배하는 세상이 정확히 동일하게 되며, 이것은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서로 

연결되어 웜홀이 생성된다는 논리, 과거에서 미래로 미래에서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가

능하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그 닫힌 사각형을 해제하면, 웜홀 생성 및 시간 여행은 불가

능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열역학 제 2 법칙인 엔트로피 증가법칙이 왜 우리우주를 

지배하고 있는지 설명이 된다. 

 

4.4.4 N 입자와 S 입자의 분리와 합체에 따른 차원 순환 반복 우주 

그림 4.6에서 공간과 질량이 분리되는 모습을 도시하였다. 우리세상에 전자와 반전자

가 존재한다. 즉 입자와 반입자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공간이 입자라면 질량이 반

입자가 되나 이것은 동등하지 않다. 따라서 공간은 중성이며, 그 중성공간이 N 입자와 S 

입자로 분리된다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기서 질량 덩어리인 블랙홀의 회전력이 그 중성

을 N 과 S로 분리시킨다. 논리는 그림 4.6과 동일하며, 단지 N 입자는 넓어지려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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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우리세계의 입자를 이루고, S 입자는 좁아지려는 성질로서 블랙홀 세계의 입자를 이

룬다. 차원감축은 S 알갱이들이 유발하며, 차원증축은 N 알갱이들이 유도한다. 차원이 감

축될수록 그림 4.7과 같이 공간이 알갱들로 계속 변하게 되며, 0차원이 되면 N 알갱이들

과 S 알갱이들이 완벽히 분리가 된다. 0차원이 되는 순간 변화의 방향은 N 알갱이들이 

유도하며, N 알갱이와 S 알갱이가 합쳐져 중성축으로 변하는 차원증축이 발생된다. 논리

는 계속 반복되며, 결국 6차원의 중성 세상이 된다. 모든 과정에서 질량 보존법칙, 축입

자 개수 보존법칙, 에너지보존법칙, (반)엔트로피 증가법칙은 필히 성립한다.  

 

 

4.5 우주는 대폭발로 대발생된다 

 

물리학에서 공식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동일한 표현으로, 자식블랙홀 

표면에 2차원 세상이 펼쳐지는가라는 질문에 YES라고 답하는 것이 아름답다. 우리우주의 

거  항성이 폭발하여 자식블랙홀이 탄생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므로, 어미블랙홀 우주

론은 4차원 세계의 거  항성이 폭발(Big Bang)하여 어미블랙홀이 발생(Big 

Generation)하며, 이와 동시에 α 불확실, β 파선, γ 파면의 XYZ 연속 세상이 펼쳐진다는 

논리이다.  

우주모형도 좌측 상단에 우주 전체 발생 과정이 도시되어 있다. 근원우주가 6차원 유

한평면으로 펼쳐져 있고, 6차원 증조할미블랙홀이 발생 되고, 그 표면에 불확실 5차원 

우주가 펼쳐진다. 그 불확실 5차원 우주에 5차원 할미블랙홀이 발생 되고, 그 표면에 

불확실 4차원 어미블랙홀이 발생 된다. 논리는 계속 순환 반복된다. 5차원 할미블랙홀

은 6차원 증조할미블랙홀을 흡수하므로 가속 성장하고, 4차원 어미블랙홀은 5차원 할미

블랙홀을 흡수하므로 가속 성장하고, 3차원 자식블랙홀은 4차원 어미블랙홀을 흡수하므

로 가속 성장하고, 논리는 순환 반복된다. 블랙홀이 가속 성장함으로 인해, 그 자기장이 

가속 성장하고, 결국 자기장 첫번째 공간의 세상이 가속 팽창하게 된다. 이 논리에 의해 

언젠가는 6차원 증조할미블랙홀의 크기는 점점 축소되며, 이로 인해 모든 블랙홀의 크기

그림 4.7 N 입자와 S 입자의 분리와 합체에 따른 차원 순환 반복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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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소되고, 결국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0차원화 된다.  

6차원 근원질량입자는 증조할미블랙홀로 지속적으로 빨려 들어가 미세조정되어 5차

원 입자화되나 γ 불확실이 발생한다. 그 입자들이 뭉쳐 5차원 거  항성을 이루고, 그 거

 항성이 폭발하여 할미블랙홀이 발생 된다. 5차원 입자들은 할미블랙홀로 빨려 들어

가 미세조정되어 4차원 입자화되나 β 불확실이 발생한다. 그 입자들이 뭉쳐 4차원 거  

항성을 이루고, 그 거  항성이 폭발하여 어미블랙홀이 발생 된다. 4차원 입자들은 어

미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미세조정되어 3차원 입자화 되나 α 불확실이 발생한다. 논리는 

계속 반복된다.  

결국 6차원 근원물질은 블랙홀 가족의 지배 즉 엔트로피 증가법칙에 의해 순차적으

로 차원이 감축된 입자와 반입자로 완벽히 분리된 0차원이 탄생하며, 그 이후부터는 화

이트홀 가족의 지배 즉 반엔트로피 증가법칙에 의해 입자와 반입자가 차원의 역순으로 

합쳐져 6차원 근원물질로 환원된다. 여기서 만약, 모든 블랙홀 가족이 서로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어 모두 존재하게 되었다면, 모든 차원이 한꺼번에 0차원으로 붕괴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차원 초 폭발을 야기하며, 0차원이 바로 근원차원으로 직행하게 될 것이

나, 역순으로 차근차근 차원이 탄생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다.  

4차원 어미블랙홀의 내부 모형은 우주모형도 우측 상단 그림과 같다. 먼저 그림을 정

확히 그릴수록 우주를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저서 초반부이므로 우주

모형도의 좌측 그림과 같이 간단히 서술해 보고자 한다. 4차원 어미블랙홀이 강력한 자

기장을 내뿜고 있고, 그 첫번째 공간에 3D XYZ 텅빈 연속의 세상이 펼쳐지고, 그 수직방

향으로 불확실의 α 간격이 존재한다. 즉 α 간격에 원자 한 개가 안정적으로 존재하며, 

XYZ 방향으로 원자들이 나열된 것이 우리세계의 물체이다. 원자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α 간격에 원자는 안정적으로 존재하지만, 원자보다 작은 소립

자가 단독으로 존재할 경우, 고전역학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현상 즉 양자역학적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고전역학은 xyz 세계를 해석하는 학문이고, 양자역학은 α의 세계

를 해석하는 학문임이 이해된다. 4차원 세계의 XYZA 입자들은 사건의 지평선을 지나 미

세조정되어 3D xyz+α 알갱이가 되고, 미세조정되지 못한 입자는 상하 극으로 려 블랙

홀 제트로 방출된다. 여기서 한가지 질문이 있게 된다. 제트 밑의 우리공간에 입자들이 

생성될 수 있을까? 자기장 중심축에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곳에 은하들

이 위치할 수 있을까? 그 크기는 각각 어느 정도일까? 이것은 우리 세상에 어떤 현상을 

유발하고 있을까? 어미블랙홀 우주론이 사실이라면 위 해석에 의해 밤하늘의 관찰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텅빈 공간이 관찰되어야 한다. 이것이 슈퍼보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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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공동)이다.  

4차원 거 항성의 폭발(Big Bang)로 인해 우리우주는 발생(Big Generation)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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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대폭발후 대발생 
 

 

5.1 개 요 

 

현 물리는 폭발 이론을 기준으로 서술되고 있고, 다수의 하부 이론들의 결과는 

폭발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여기서 그 하부 이론들이 폭발 이론과 관련 없이 독립적

으로 수행되었는지, 아니면 폭발 이론에 맞춘 것인지 의문은 존재한다. 폭발 이론이 

진정한 우주론이라면, 폭발 가정 하나로서 자연스럽게 우주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서술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폭발 이론은 우주는 폭발로부터 탄생됐다라는 오직 

한가지만 서술할 뿐이다. 어미블랙홀 우주론은 중고등학교의 물리 수준으로 기술된다. 즉 

현재의 난이도 높은 물리적 관찰이나 실험 결과와 관련이 없다. 어미블랙홀 우주론은 자

식 블랙홀에 2차원 세상이 펼쳐진다는 오직 하나의 가정으로부터, 양자역학의 세계를 포

함하여 우주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서술을 시도하고 있다. 4차원의 어떤 거 항성이 폭

발을 하여 우리우주가 발생되었고, 급팽창과 급변화는 같은 뜻의 단어이다. 즉 4차원 

어떤 거 항성이 폭발하여 우리우주가 발생하는 기간동안 급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폭발 이론에서는 우리우주의 미세조정 문제 때문에 다중우주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다중우주는 4 차원 세상이다. 

 

 

5.2 대폭발 우주론의 이해 

 

아래의 설명은 인터넷 위키백과의 “ 폭발” 설명을 인용하였다. 

폭발(Big Bang)[1]은 우주의 처음을 설명하는 우주론 모형으로, 매우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작은 물질과 공간이 약 138억 년 전의 거 한 폭발을 통해 우주가 되었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폭발에 앞서, 오늘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

는 작은 점에 갇혀 있었다. 우주 시간 0초의 폭발 순간에 그 작은 점으로부터 물질과 에

너지가 폭발하여 서로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 물질과 에너지가 은하계와 은하계 

내부의 천체들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이론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에드윈 허블의 관

측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은하의 이동 속도가 지구와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사

실도 알아냈다. 이는 은하가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록 빠르게 멀어지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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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1927년, 벨기에의 물리학자이자 로마 가톨릭교회의 사제였던 조르주 르메트르는, 프

리드만의 방정식만으로 성운들의 후퇴가 우주의 팽창에 기인하고 있음을 예견했다[2]. 

1931년 르메트르는 더 나아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명백한 팽창은, 과거로 갈수록 우주

가 수축하고 결국에는 우주의 모든 물질이 하나의 점인 "원시 원자"로 모여, 시간과 공간

이 존재하지 않는 시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언급하였다[3]. 르메트르가 1927년에 

제시한 로, 에드윈 허블이 1929년 멀리 떨어진 은하들의 거리가 그것들의 적색 편이와 

비례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1964년에는 우주의 극초단파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우주

에서 소음이 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소음은 어떤 한 영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 소음은 초기 폭발에서 남겨진 복사 소음으로 추정되고 

있다[4]. 만일 현재 은하단들 사이의 거리가 점차 멀어지고 있다면, 과거에는 모두가 서로 

가까이 모여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결국 극도로 집되고 극도로 뜨거웠던 시점

이 과거에 존재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귀결되었고[5,6,7] 이 이론과 비슷한 상황을 재현하

고 확인하기 위해 커다란 입자 가속기가 만들어졌지만, 입자 가속기는 결국 이러한 고에

너지영역을 조사하는 데 기능적 한계를 나타냈다. 폭발 이론이 최초의 팽창 이후 우주

의 일반적인 변화에 해 설명해낼 수 있다 하더라도, 팽창 직후와 연관된 아무런 증거

도 없이는 이러한 기본적인 상황에 해 어떠한 입증도 할 수 없다. 

프레드 호일은 "Big Bang” 이라는 단어를 1949년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처음 언급(프

레드 호일은 정상 우주론을 주장하였으며, 폭발 우주론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Big Bang 

단어를 언급)하였다. 1964년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발견하고, 그것의 스펙트럼(각 파장

으로부터 계산된 복사량)으로부터 흑체 곡선을 그려낸 후, 이 증거를 들어 부분의 과학

자들은 과거 폭발 시나리오가 발생한 것이 확실하다고 믿게 되었다. 

1964년의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8] 폭발 이론을 우주의 기원과 진화를 설명하는 

데 가장 훌륭한 이론으로 자리잡게 하였다. 우주론에 관련된 최근의 연구 중 상당수는 

폭발 이후 은하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초창기의 우주가 갖고 있는 물리적 특성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한 것이거나, 기존의 이론과 관측 결과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 많

았다. 폭발 우주론은 1990년  후반, 발달된 망원경 기술의 결과인 허블 우주 망원경

과, COBE나 WMAP과 같은 위성으로부터 모은 방 한 자료의 분석과 더불어 큰 발전을 

이루었다. 우주론자들은 이제 폭발 모형의 많은 변수들에 한 거의 정확한 계산값을 

갖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우주의 팽창이 더 가속화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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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 성이론을 이용하여 외삽법으로 우주의 팽창을 되짚어보면, 과거 특정 지점에

서 무한한 도와 온도를 나타내게 된다[9]. 이러한 특이점은 일반 상 성이 붕괴됨을 나

타낸다. 우리가 이 특이점을 얼마나 정확히 계산해 낼 수 있을지 몰라도, 플랑크 시 보

다는 앞서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 앞선, 매우 뜨겁고 조 한 단계를 " 폭발"이라고 하고, 

이를 우리우주의 "탄생"으로 여긴다.  

현재 멀리 떨어진 은하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조사해보면 적색편이가 보이는데

, 이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허블의 법칙은 이를 정량화한 

것으로,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는 거리에 비례함을 수식을 통해 정리했다. 허블의 법칙을 

통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주가 작은 크기였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우주

의 팽창속도는 략 초속 50만 킬로미터이다. 우주가 검게 보이는 이유도, 빛의 속도로 

돌아가 반사되어 돌아온 빛이 없기 때문이다. 

그림 5.1 폭발 이론에 의한 우주의 역사 (DOE and NSF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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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폭발 이후 우주의 역사 ] 

● 우주 나이 ~ 10−43초: 플랑크 시간(Planck time) -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 계산된 물리학이 정의할 수 있는 최소의 시간단위. 플랑크 시간보다 짧은 시간에 

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할 수 없다.  ● 우주 나이 10−43 ~ 10−35초: 통일 이론 시

(GUT era) - 당시 우주의 온도 약 1027도. 원자핵도 존재할 수 없는 온도로, 빛과 입자의 

원료들이 뒤섞인 형태의 에너지만이 존재한다. 물리학의 4가지 기본 힘인 중력, 전자기력

, 약력, 강력 중에서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힘은 이 시기에 통일력으로 통합되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 시간을 통일 이론 시 라고 부른다.  ● 우주 나이 10−

35 ~ 10−32초: 급팽창(Inflation) - 이 시기에 우주는 짧은 시간에 지름기준 1043배 정도, 부

피로는 10129배의 엄청난 팽창을 겪는다(지수 함수적 팽창 조건의 경우). 이러한 급팽창은 

우주의 에너지가 상태를 바꾸는 일종의 상전이현상(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것처럼 물질의 

성질이 바뀌는 현상)을 겪으며 강력이 통일력에서 분리되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  ● 우주 나이 10−32 ~ 10−4초: 강입자의 시 (Hardron era) - 쿼크로 구성된 최초의 

강입자의 탄생. 위 쿼크와 아래 쿼크가 모여 양성자(up+up+down)와 중성자

(down+down+up)가 탄생. (양성자=수소 원자핵).  ● 우주 나이 10−4 ~ 1 초: 입자와 반

입자의 탄생.  ● 우주 나이 1 초 ~ 3 분: 폭발 핵합성.  ● 우주의 온도는 100억도~1

억도 정도까지 낮아진 상태로, 양성자간의 결합 작용, 즉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환경이다. 그 결과로 전 우주에서 다량의 헬륨이 생성되었다.  ● 우주 나이 3 분 ~ 38

만 년: 입자와 반입자의 쌍소멸, 입자만 남게 됨.  ● 우주 나이 38만 년: 재결합 - 우주

는 팽창하던 중 특정 온도(약3000도)까지 낮아지는 순간, 우주 전체에서 원자핵들이 자

유전자와 결합하는 현상이 일어난다(재결합이라는 용어는 사실 적절한 단어가 아니다. 우

주 역사상 최초의 핵-전자 결합이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단위 부피당 입자수는 절반으

로 줄고, 입자들과의 충돌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빛이 분리된다. 이 때 방출

된 빛은, 우주 팽창에 역행하며 우주의 역사에 해당하는 시간동안을 움직여, 지구에 도달

한다. 이 빛은 매우 큰 적색편이를 겪어 우리에게 미미한 에너지를 보이는 복사로 보인

다. 이론적으로 예측된 이 빛을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라 불렀다.  최초의 별(first star)

과 은하의 생성 - 당시 우주에 존재하던 원소들인 수소와 헬륨이 매우 많이 집된 곳에

서 태양 질량의 수백 배에 이르는 무거운 별들이 탄생. 이 무거운 별들은 100만 년 정도

의 짧은 수명이 지난 후 초신성 폭발과 비슷한 큰 폭발로 최후를 맞으며 자신이 핵융합

을 통해 생성한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에 뿌렸다. ● 우주 나이 38만 년 ~ 4억 년: 암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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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  - 비슷한 시기에 생긴 별들이 비슷한 시기에 폭발로 우주에 에너지를 방출하자, 

그 에너지가 재결합 때 이루어진 양성자와 전자의 결합을 분리시켰다. 이로 인해 수억 

년간 별과 은하를 만들지 못하는 시기가 지속되었다. ● 우주 나이 4억 년 ~ 137억 년: 

항성 / 은하 / 성운 / 행성 등의 발달. ● 우주 나이 137억 년: 현재의 우주 

 

이후 어떤 우주인지에 따라 우주의 운명이 다르게 결정된다. 이는 이론상의 추측이다. 

● 닫힌 우주의 경우: 우주 나이 < 137억 년 - 언젠가는 다시 수축을 하게 됨 ( 수

축) 

● 열린 우주의 경우: 우주 나이 = 137억 년 - 우주는 영원히 팽창을 계속함 

● 편평한 우주의 경우: 우주 나이 = 137억 년 - 우주는 언젠가 편평하게 되어 팽창

을 거의 멈추게 됨 

● 가속 팽창하는 우주의 경우: 우주 나이 > 137억 년 - 현재의 우주로, 지금까지의 

우주 모형 즉 감속 팽창이 아닌 가속 팽창을 함. 

 

 

5.3 대발생에 의한 우주의 역사 
 

5.3.1 대폭발과 대발생 그리고 급팽창과 급변화는 같은 것이다 

가장 최근(2013년 3월)의 관측과 ΛCDM 모형에 따르면 137.98 ± 0.37 억년이다.[10] 

0.268%에 불과한 ±0.37억년의 정확도는 WMAP과 플랑크 인공위성의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관측으로부터 얻어졌다.  

우주의 나이는 폭발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다. 그림 5.1에서 우주배경복사가 관

측된 시기는 우주 나이 약 38 만년 즉 0.0038 억년으로, ΛCDM 모형의 오차 0.37 억년보

다 100 배 더 작다. 즉 우주의 시작은 0 년인지 아니면 38 만년인지 둘의 차이는 관측 

오차 범위 내이므로 무의미 하다는 뜻이다. 폭발과 발생은 서로 같은 것이며, 급팽창

과 급변화 역시 서로 같은 것이다. 

 

5.3.2 무수히 긴시간에 걸쳐 입자는 만들어 진다 

근원우주는 6차원 자기장과 회전하는 근원질량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근원질량입자

는 회전하여 근원자기장을 휘어 마나, 그 옆에서는 휘어 말린 자기장이 펼쳐져 근원질량

입자를 반 로 회전시킨다. 즉 거시적으로 볼 때 변화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간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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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된다. 우주탄생 0 시각이란 증조할미블랙홀의 탄생 즉 동그라

미가 만들어 진 순간이며, 그 순간부터 직선이 동그라미로 변하는 과정 즉 엔트로피 증

가법칙에 따른 시간이 흘러간다. 그 0 시각은 10-44 초가 아닌 10+44 초로서 너무너무 긴 

시간이다. 즉 우주모형도의 6차원 근원우주에서 우리우주의 어미블랙홀이 탄생하기까지 

10+44 초가 걸렸다는 뜻이다.  

 

5.3.3 대폭발 및 급변화 후 대발생 

4차원 세계의 거  항성이 β 폭발과 γ 폭발을 하여 어미블랙홀이 탄생하고, 그 주위

의 공간(할미자기력선)을 다량 급격히 흡수한 결과가 현 우주 전체에 거의 균일하게 분

포한 우주배경복사(광자, 빛)이고, 그 주위의 물질 또한 다량 급격히 흡수하므로 우리세

계의 수소 및 헬륨이 다량 발생한다. 그 발생된 수소 및 헬륨의 분포는 우주 전체 관점

에서는 균일하나, 질량은 주된 흐름이 존재하므로 국부적 관점에서는 질량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우주 초기 거  블랙홀 및 거  은하가 탄생할 수도 있다. 어미블랙홀은 

할미블랙홀을 흡수하므로 우리 공간은 가속팽창하며, 어미블랙홀은 4차원 세상의 물질과 

할미자기선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므로 우리세계에서 지속적인 입자의 생성과 소멸을 통해 

양성자, 전자, 반전자, 광자 등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4차원 세상의 질량입자는 매우 

듬성듬성 있고, 할미자기력선은 매우 촘촘하게 있으므로, 우리세상의 질량입자 역시 매우 

듬성듬성 있고, 광자(빛)는 질량입자 하나당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존재할 것임을 추측

할 수 있다. 어미블랙홀 주위에 현재 어느 정도 4차원 질량입자가 있는가에 따라 현 우

리우주에 양성자 및 전자 발생량이 결정될 것이고, 광자는 끊임없이 어미블랙홀에 의해 

우리세상에 발생된다. 

 

5.3.4 모든 물리법칙은 성립한다 

모든 과정 중에 질량 보존법칙 및 에너지 보존법칙 등은 필히 성립한다. 이 뜻은 결

국 최종 0차원이 될 때, 입자의 개수와 반입자의 개수는 정확히 동일하며, 질량입자의 개

수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차원변화 과정에 따라 그 모양이나 형태가 변

할 뿐이며, 그 변화 과정 중의 에너지의 총합은 근원우주에 존재하는 근원질량입자의 회

전에너지와 정확히 같다. 폭발 이론에서는 우리 세상의 모든 입자들은 폭발 후 약 1 

초 만에 만들어 졌다고 계산한다. 어미블랙홀 우주론에서는 우리 세상의 모든 입자들은 

1044 초를 거쳐 만들어 졌다고 그림을 그린다. 둘다 이해하기 매우 힘든 시간이나, 어느 

시간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더 힘든 시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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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대폭발에 질문 

 

5.4.1 풍선을 통해 대폭발을 설명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폭발(Big bang)은 단지 우주 나이 10-43 초에 온도 약 1027 ℃ 에너지만 존재하는 덩

어리가 폭발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 이외의 이론은 폭발 우주론을 보완하는 추가 가

정 및 계산이다. 폭발 우주론에서 공간이 팽창하는 현상을 그림 5.2와 같이 풍선 표면

이 우리우주이고 그 표면에 존재하는 은하들을 예로 설명하고 있다. 풍선이 팽창하면 어

느 곳에 있더라도 공간은 동일하게 팽창하게 된다. 이것을 역으로 진행하면, 어느 시점에 

0에 가까운 점이 존재하게 되고, 크기가 0에 가까운 그 점이 폭발하였다는 것이다. 그

림 5.2에 해, 가장 일반적인 의문은 다음과 같다. 풍선 안은 무엇인가? 풍선 밖은 무엇

인가? 누가 풍선 안에 바람을 불어 풍선을 팽창시키는가? 바람이 빠지면 풍선은 축소되

는가? 직선을 계속 그으면 나타나는 좌측 영역은 무엇인가? 빅뱅 자체의 칭성 즉 좌측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폭발 이론은 위 의문에 해 답변하지 않는다. 폭발 

이론은 우주는 매우 평탄하다고 판단하는데, 동그란 풍선을 예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

가 의문이다. 폭발 입자 및 폭발 진행 과정에 해서는 양자역학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으나, 이 역시 일반인은 이해 불가능하다. 오직 한 개의 전제조건으로부터 만물이 기술

되고 계산되어야 진실에 가까운 것이다. 어미블랙홀 우주론에서는 위 답변을 우주모형도

라는 단 한장의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에서 물리를 배운 일반인이라면 

어미블랙홀 우주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림 5.2 풍선 표면을 통한 폭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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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대폭발의 시기는 반엔트로피 증가법칙인가? 

우리우주는 엔트로피 증가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즉 자연적으로는 필히 한쪽 방

향으로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로서 온도는 필히 고온에서 저온으로 떨어지며, 

압력은 필히 고압에서 저압으로 떨어지며, 입자들은 필히 질서에서 무질서로 향한다는 

것이다. 빅뱅입자는 온도 1027 ℃의 빛과 입자의 원료들이 뒤섞인 형태의 에너지만 존재

하는 덩어리이며, 이 에너지 덩어리에서 전자기력, 약력, 강력, 쿼크, 양성자, 중성자, 수

소, 헬륨이 탄생된다. 쉽게 말해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엔트로피 

증가법칙이라 하자. 그러면 핵융합 및 핵분열에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E=mC2)는 현상

은 반엔트로피 증가법칙인가?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 현 우리 세상의 엔트로피 증

가법칙이므로, 폭발의 시 는 반엔트로피 증가법칙이 지배해야 한다. 반엔트로피 증가

를 유발하는 절 체는 무엇인가의 의문이 있다. 어미블랙홀 우주론에서는 블랙홀 가족이 

엔트로피 세상을 지배하고, 화이트홀 가족이 반엔트로피 세상을 지배한다는 단 한장의 

그림을 도시한다.  

 

5.4.3 다중우주가 먼저인가? 대폭발이 먼저인가? 

빅뱅 이론은 너무너무 작은 입자 속에 우주 만물이 모두 들어가 있다는 이론이다. 이

것은 그 너무너무 작은 입자가 폭발할 때 너무너무 작은 어떤 것 하나가 초미세하게 변

했다고 한다면, 우리우주가 탄생 못한다는 것이다. 그럴 수 있을까? 우리우주는 존재하는 

것이므로, 위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빅뱅 이론에서는 다중 우주론이 추가되어야만 한다. 

즉 수많은 다중 우주들이 우주 안정화에 실패하고, 그 중 안정화된 한 개가 우리우주라

는 것이다. 실제로 다중 우주가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빅뱅 이론의 모순을 없애기 위

해 다중 우주가 존재해야만 하는 것인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질문은 양뱡향성

이다. 이것이 E=mC2 즉 질량에너지보존법칙이다. 양뱡향성은 과거 및 미래로의 시간여

행을 가능하게 하고 블랙홀과 화이트홀 사이의 웜홀을 통해 공간의 순간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다중우주가 먼저인가 빅뱅이 먼저인가? 다중우주가 먼저 존재해야 빅뱅이 존재하

는 것이다. 즉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방향성은 블랙홀 아니면 화이트홀 둘 중 

하나가 절 지배한다. 우리우주는 어미블랙홀이 절 지배하고 있다. 본 우주론은 우주모

형도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수천억개의 다중우주가 존재하고, 물리학은 모든 다중우주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천억개의 다중우주 부분이 우리우주와 같이 안정화된 우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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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급팽창과 급변화 

 

5.5.1 우리우주의 각종 장들은 왜 서로 충돌하지 않는가? 

급팽창 이론은 우주가 매우 평탄한 이유를 초기 우주의 그림 5.1의 기하급수적인 팽

창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팽창은 인플라톤이라고 불리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스칼

라 장에 의한 암흑 에너지(알 수 없는 어떤 에너지)에 의하여 진행된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있게 된다. 중력장, 전기장, 자기장, 핵력장, 힉스장, 스칼라장, 벡터장, 스피너장 

등 우주에 펼쳐져 있는 장은 도 체 몇 개인가? 우주가 3 차원 공간만으로 구성되어 있

다면 그 장들끼리 필히 충돌해야 하지 않는가? 중력장은 4 차원에 무수히 끝없이 펼쳐져 

있고, 전기장은 5 차원 알갱이의 세계이며, 자기장은 우리 3 차원 세상의 힘이며, 핵력장

은 6 차원 알갱이의 세계이고, 힉스장은 근원질량입자이고, 스칼라장은 크기만 존재하는 

질량 및 에너지 보존법칙에 적용되며, 벡터장은 방향성이 있는 엔트로피 증가법칙과 연

결되어 있다. 

 

5.5.2 급팽창 이론은 일부만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위키백과 검색에 다음의 글이 있다. 급팽창 이론은 기존의 폭발 이론의 여러 문제

점들을 해결한다. 이 문제점에는 1) 관측된 우주가 매우 평탄하다는 평탄성 문제(flatness 

problem) 2) 우주 공간의 양극단에 있어 정보 교환이 불가능하여 인과율적인 관계를 갖

지 않는 두 지점에 등방성이 있다는 지평선 문제 (horizon problem) 3) 초기 우주에서 다

수로 생성되었을 자기 홀극들이 관측하기 힘들 정도로 희석화되었다는 자기 홀극 문제

(magnetic monopole problem). 어미블랙홀 우주론의 답변은 매우 간단하다. 1)과 2)에 

한 답변은 우주 공간은 4차원 구체이다. 3)에 한 답변은 원자 이상은 필히 중성인 쌍극

이며, 원자 미만은 필히 전하를 띈 홀극이다. 선  블랙홀들이 선  자기 중성 차원을 전

기 홀극 차원으로 만들었고, 그 차원이 입자가 된 것이 전자 및 광자 등이다.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력의 최소단위는 원자로서, XYZ 세상에서 아직 중성이다. 그 힘의 근원은 그

림 4.3(3)에서 보여지듯이, 쿼크 속에 존재하는 근원질량입자들이 XYZ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것이다. 각각의 회전방향이 일치할수록 그 회전력은 더욱 커져 주위 공간을 휘말아 

굴곡진 양자화 시킨다. 따라서 전기홀극이 바로 선  차원의 자기홀극이다. 

 

 

5.5.3 빅뱅입자는 몇 차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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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입자는 몇 차원인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아마 3 차원이다라고 답변할 것이다. 급

팽창 이론이 적용되는 차원 역시 3 차원일 것이다. 제 1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우리

우주의 차원은 6 차원이라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빅뱅한 것은 4 차원 세계 거 항성이

고, 급팽창 구간은 4 차원이 3 차원화 되는 급변화 구간이 된다. 그 급변화 구간에서 우

리우주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다. 우주배경복사가 나타나는 그 때 우리우주는 발생된 

것이다. 

 

5.5.4 전제조건은 몇 개가 되어야 하는가? 

급팽창 이론의 전제조건은 몇가지 인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내가 돈이 많다면, 무엇

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내 통장에 돈이 없다. 여기서 내 집 어딘가에 돈이 있

을 수도 있다. 그 위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과연 내 집 어딘가에 

돈이 숨겨져 있을까?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 한 장만 발급할 것인가 아니면 다수의 신용카드를 발급할 것인가의 문제

이다. 아무도 그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신용카드 한 장을 발급하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한 장 더 발급하는 순간부터 이상한 것이 된다. 다수의 신용카드를 만들

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재정은 파탄난다. 즉 

각종 물리학 이론들이 서로 맞지 않게 된다. 표적인 예로, 일반 상 성 이론과 양자역

학이 서로 통합되지 않는다는 현실이다. 위 두 이론 중 어느 것을 우리가 제 로 이해하

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양자역학은 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기괴한 물리이고, 일반 상

성 이론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듯 하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이 이상하다

. 폭발 우주론 및 그 보완 우주론은 신용카드가 몇 장인지 의문이다. 어미블랙홀 우주

론은 신용카드 한 장이며, 어미블랙홀이 우리우주를 절 지배 한다는 것이다. 

 

 

5.6 우주배경복사는 우주의 시작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5.6.1 우주배경복사 

다음의 글에서 물리학적 지식은 위키백과를 인용하였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cosmic microwave background, CMB)은 관측 가능한 우주를 균일하게 가득 채우고 있는 

마이크로파 열복사다. 광학 망원경으로 관찰한 우주는 빈 어둠뿐이나, 전파 망원경을 통

해 관찰하면 별이나 은하 등에 관련이 없는 배경 복사가 우주 모든 방향으로부터 균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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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뿜어져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폭발 우주론

의 중요한 증거이며, 우주 초기의 뜨거

운 고 도 상태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오늘날에 관측되는 것이다. 우주 마이크

로파 배경은 모든 방향에 하여 균질하

고, 거의 등방적이며, 계절에 영향을 받

지 않는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매우 균등하여, 이론적인 비등방성과 다른 은하나 별

로부터 오는 잡음을 제거한 뒤에는 가장 높은 온도와 가장 낮은 온도 사이에 상 적으로 

10-5 ℃ 정도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태양계나 우리 

은하의 모양과 상관되지 않는다. 이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 우리 은하 밖에서 오며, 

우주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음을 의미한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또 하나의 특징은 

파장과 에너지의 관계가 2.725 K에서의 흑체복사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이다. 우주 마이

크로파 배경의 관측된 온도 2.725 K은 조지 가모프와 랠프 애셔 앨퍼 등이 폭발 우주

론을 통해 계산한 온도와 일치한다.  

 

5.6.2 어미블랙홀 탄생과 동시에 우주배경복사가 나타난다 

복사는 광자이며, 광자는 할미블랙홀의 자기선이 어미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서 잘

려 우리세상에 β 파동으로 나타난다. 그 광자는 우리세상에 상당히 균일하고 등방적으로 

지금도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발생되는 우주배경복사일 수 있다. 4차원 세

계는 XYZA 공간속에 β 전자와 γ 광자로 구성되어 있다. 4차원 세계의 거 항성은 β 폭

발과 γ 폭발을 통해 우리세계의 어미블랙홀이 된다. β는 할미자기선이고, γ는 증조할미

자기선이다. 4차원 거 항성이 β 폭발을 하고 나면 4차원 중성자별이 된다. 그 외부의 β 

자기선은 지속적으로 사건의 지평선에서 끊겨 4차원 중성자별 속으로 무조건 빨려들어

가게 된다. 즉 γ 폭발 이전까지 엄청난 양의 β 알갱이들이 누적된다. 그 4차원 중성자별

이 γ 폭발을 일으키면 비로서 어미블랙홀이 탄생되며 그 누적된 β 알갱이들은 급변화후 

발생된 우리세상의 우주배경복사를 만든다.  

블랙홀은 흑체복사를 한다. 따라서 우주배경복사 역시 흑체복사의 성격을 갖게 된다. 

우주배경복사는 우주의 시작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즉 그 시작이 우주배경복사 탄생 

시점과 멀리 떨어진 빅뱅일 수도 있고, 우주배경복사 탄생 시점과 일치하는 발생일 수 

도 있다.  

그림 5.3 우주배경복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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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우주 공간의 모양 

 

5.7.1 우주는 편평하다고 하는데, 왜 각종 예제들은 구체로 표현하는가? 

우주의 모양은 중력에 의해 수축하려는 에너지와 어떤 알수없는 팽창하려는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그림 5.4와 같이 열린 우주, 편평한 우주, 닫힌 우주로 구분된다. 현재 물리

학은 우주는 편평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것은 우주는 3차원 직선이다라

는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우주의 경계는 무엇인가 의문이 발생된다. 현 물리학에서 

우주는 편평하다고 하는데, 왜 각종 물리학적 그림들은 구체로 도시하는지 의문이다. 

 

5.7.2 우주 공간의 모양은 구체이다 

2차원 종이 위에 동그라미를 도시하면 그것은 1차원 구체이며, 3차원 공간상에 동그

라미를 그리면 그것은 2차원 구체이며, 지구표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4차원 공간상에 동

그라미를 그리면 그것은 3차원 구체이나, 우리는 4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다. 우주모형도

에서 어미블랙홀은 질량과 자기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량만 생각할 경우 어미블랙홀은 

3차원 구체이나, 자기장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어미블랙홀은 4차원 구체가 된다. 그 자기

장 첫번째 공간이 우리우주며, 휘어진 3차원 구체이나 그 3차원의 수직 방향으로 휘말려 

굴곡져 양자화된 이해할 수 없는 공간이 존재한다. XYZ 관점으로만 해석한다면, 그 공간

에 위치하는 질량 분포,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등에 따라 공간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결과

에 도출된다. 그러나 우주모형도에서 보여지듯이 XYZ 수직방향으로 어미블랙홀이 존재하

므로, 우리우주 공간은 질량분포와 관련 없이 XYZ 구체일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우

주 내에서 질량분포는 어미블랙홀 방향으로 얼마만큼 들어갔는지의 중력 레벨을 결정하

는 것일 뿐이다. 암흑물질이 어미블랙홀이고, 암흑에너지는 어미블랙홀이 성장하는 것이

다. 

그림 5.4 열린 우주, 편평한 우주, 닫힌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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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대발생시 어미블랙홀의 크기는 매우 컸을 수도 있다 

 우주공간은 이해할 수 없는 3차원 구체이므로, 단순히 생각할 때, 지구 좌측에서 38

억 광년 떨어진 은하가 관찰되었다면, 우측에서는 100억 광년 떨어진 동일한 오래된 은

하가 관찰되어야 한다. 현 우주의 크기는 관찰 가능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되나, 우

리우주 초기는 공간이 작았으므로 그 빛이 우주 공간을 몇 바퀴 회전할 수 도 있다. 만

약 그렇다면, 실제 은하의 개수는 관찰된 은하 개수보다 절반 이상 작을 수 있다. 발생

시 어미블랙홀의 크기는 매우 작았을까 아니면 상당히 컸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상당히 컸을 수도 있다. 본 우주론을 적용하여 현물리학의 관측 결과를 재해석한다면 답

이 나올 것이다. 

 

5.7.4 다중우주론에서 할미, 어미, 자식, 손자라는 단어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림 5.5에는 다중우주가 도시되어 있다. 빅뱅이론에서는 미세조정 문제로 인해 다중

우주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우주는 편평하다고 하는데 왜 풍선 모양으

그림 5.5 다중우주는 4 차원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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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시하는지 의문이다. 버블속이 3 차원 우리우주라면, 다중우주는 몇차원 세상인가 질

문을 하고자 한다. 4차원 세상이다라고 답변한다면 우리우주는 4차원 세상에서 폭발되

어 3차원 세상이 발생된 것이다. 다중우주는 3 차원이다고 답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거품막에 해 질문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어미블랙홀과 거품막 둘 다 생소하고 이상한 

단어이다. 그러나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이고, 어미라는 

단어 한개가 생소하고 이상할 뿐이다. 거품막에서 거품과 막 단어 2개가 모두 생소하고 

이상한 단어이다.  

거품막이 10120의 확률을 뚫고 스스로 발생되는 것인가? 아니면 엔트로피 증가법칙에 

의한 자연적인 변화의 진행 과정인가? 그림 5.5에 도시되어 있듯이, 할미 거품막로부터 

어미 거품막이 발생되고, 어미 거품막로부터 자식 거품막이 발생되고, 자식 거품막으로부

터 손자거품막이 발생된다. 즉 다중우주론에서 할미, 어미, 자식, 손자라는 단어는 자연스

러운 것이다. 그것이 블랙홀 가계도이다. 

 

 

5.8 초기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 : 1 

 

아주 먼 우주를 관측하면 초기 우주에 존재하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74% : 24%

로 관찰된다. 이것은 빅뱅이론에서 예측한 헬륨의 존재 비율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빅뱅

이론의 강력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관측 결과를 빅뱅이론에 입하여 계산한 

것인지, 아니면 관측 결과와 전혀 무관하게 순수 계산하였는데 거의 일치한 값이 계산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즉 강력한 증거가 되려면 관찰과 계산은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현 우주는 매우 안정적이다. 따라서 수소만이 미세조정되어 우리우주에 지

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여겨진다. 폭발 및 발생 당시는 급변화의 상황 이였다. 즉 

어미자기장이 순간적으로 크게 확장되어 4차원 입자들과 크게 충돌하게 된다. 이 과정에

서 수소와 헬륨의 비가 약 74%: 24% 정도 그리고 나머지 입자들도 생성될 수 있을 것이

다. 

미세조정 문제란 왜 수소와 헬륨의 비가 3 : 1 정도인가의 문제이다. 즉 1000 : 1 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이다. 빅뱅에서의 다중우주는 부분의 우주는 안정화에 실패하

고, 우리우주를 포함한 소수의 우주가 안정화에 성공한다는 관점이다. 본 우주론에서는 

모든 다중우주는 우리우주와 거의 동일하게 안정화 된다는 관점이다. 근본적으로 어미블

랙홀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다중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의 비 역시 3 : 1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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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사할 것이다.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어떻게 탄생되는 것일까? 빅뱅이론에 의해서 탄생될 수도 있고, 

위에서 언급한 발생시기에 탄생될 수도 있다. 안정화된 어미블랙홀 초기 시기는 자기

장 힘이 약할 것이므로, 가벼운 수소가 미세조정되어 발생된다. 중기는 그 자기장 힘이 

중간 정도 될 것이므로 중수소가 우리우주에 미세조정되어 발생하게 되고, 현재는 그 자

기장 힘이 강하므로 우리우주에 삼중수소가 미세조정되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렇다면 미래에는 사중수소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답은 알지 못하므로 다양한 상

상력을 개발하여 현 물리학 지식에 적용한다면 정답은 밝혀질 것이다. 

결국 어미블랙홀 우주론은 폭발 이론과 같은 것이다. 단지 오직 3차원만 존재하느

냐 아니면 6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의 차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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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성운, 은하, 거시공동, 다중우주 
 

 

6.1 개 요 

 

암흑물질 및 암흑에너지를 그 어떠한 이론도 현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우주론

에서 암흑물질은 어미블랙홀이고 암흑에너지는 어미블랙홀의 성장으로 인해 우주가 팽창

하는 현상으로서 매우 간결하게 설명된다. 천동설은 우리가 눈으로 관측한 2차원의 상

적 현상이다. 지동설은 우리가 태양계를 이해한 3차원의 절 적 현상이다. 현재 우리우주

를 3차원적으로 매우 정확히 관측하고 있다. 과연 그 관측이 정답일까? 그 관측의 결과

는 천동설이 아닐까? 지동설과 같이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차원을 하나 더 높혀 이해를 

해야 한다. 이것이 어미블랙홀 우주론이다. 성운을 구성하는 부분의 수소는 어디서 왔

는가? 또한 그 모양 구조는 왜 그리 다양한가? 현 우주론으로 위 질문이 설명 가능한가? 

수소는 지금도 미세조정에 의해 우리우주에서 발생되고 있고, 그 미세조정에 주된 흐름 

즉 발생되려는 곳으로 쏠리는 현상에 의해 성운이 발생되고, 이로인해 그 모양은 다양하

게 된다. 만물은 어미블랙홀이 지배하며 은하 나선팔 회전 속도 문제 역시 어미블랙홀이 

지배한다. 어미블랙홀의 북제트와 남제트가 10억 광년 거리의 거시공동 쌍을 만들고, 어

미블랙홀의 국부자기장이 초은하단의 필라멘트 구조를 만든다. 수천억개의 다중우주가 

존재하며 모든 다중우주의 물리적 법칙은 정확히 동일하다. 평행우주는 물리법칙에 어긋

난다. 즉 우주에서 펼쳐지는 모든 현상의 원인은 어미블랙홀이라는 것이다. 

 

 

6.2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6.2.1 암흑 물질 

다음은 위키백과의 글이다. 우주에 널리 분포하여 인력(중력)을 작용하는 물질로써, 

전자기파 즉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으면서 질량을 가지는 물질이다. 암흑 물질의 존재는 

현재 정설로 인정되며, 빅뱅 이론 및 ΛCDM 모형의 핵심 요소다. 우리가 관측적으로 얻

어낸 우주의 은하 분포는 어떤 종류의 암흑 물질이 존재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현  우

주론의 결론이다. 즉, 일반 물질이 중력 붕괴하면서 은하를 만드는 과정에서, 암흑 물질

과 같이 빛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 물질이 이미 중력으로 거  구조를 만들고 있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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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현재와 같은 은하의 분포를 보일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

는 암흑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일상적인 양성자나 전자 따위의 중입자로 구성되기 힘

들다는 것이다.  

나무위키의 암흑 물질 설명에서 다음의 글이 있다.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

을 일부러 끼워 맞추는 식으로 집어넣은 이론이라 먼 미래에는 플로지스톤설처럼 무시당

하는 이론이 될 지도 모른다. 

 

6.2.2 암흑 에너지 

우주에 널리 퍼져 있으며 척력을 작용해 우주를 가속 팽창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암흑 에너지(진공에너지)이다. 암흑 에너지에 해서는 위 설명 이외에 추가적인 설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암흑 에너지가 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현 과학의 계

산은 은하간의 중력에 의해 우주 팽창 속도가 느려져야 하는데, 우주는 가속 팽창되고 

있다는 것이 실제 관측 결과이다. 따라서 우주를 가속 팽창 시키는 암흑 에너지라는 가

상의 어떤 것이 고려될 수 밖에 없다. 위키백과 설명에 다음의 글이 있다. 암흑에너지가 

우주상수라 하면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드러나므로 여러 과학자들이 새로운 물리가 필요

하다고 입모아 말하고 있다. 너무너무 작은 입자가 암흑물질 및 암흑에너지로 파악되었

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현 과학의 미해결 문제 중 다수가 설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다수가 설명되는 것과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암흑물질 및 암

흑에너지는 모든 것을 설명해 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모든 이론을 통합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어미블랙홀 우주론이다. 어미블랙홀은 너무너무 거 한 1 개이다. 만약 어

미블랙홀이 아니라면, 관측될 수 없는 너무너무 작은 입자들이 무수히 존재한다고 생각

할 수 밖에 없다. 현재까지의 물리학 이론 및 관측 결과에 어미블랙홀을 입하여 정리

하면, 만물의 비 은 밝혀 질 것이다. 

 

6.2.3 어미블랙홀이 암흑물질이고, 어미블랙홀의 성장이 암흑에너지이다 

암흑물질은 어미블랙홀이고, 암흑에너지는 어미블랙홀이 성장하여 공간(자기장)이 팽

창하는 것이다. 어미블랙홀 우주론의 답변은 이와 같이 매우 간단하다. 이러한 과정 중에 

모든 보존법칙은 필히 성립해야 한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우리 차원의 수직방향 

현상이므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주모형도를 보면, 어미블랙

홀의 질량이 27% 정도, 그 공간이 68% 정도, 그 공간에 위치한 우리세계의 질량이 5% 

정도일 것처럼 보인다. 어미블랙홀은 우주전체에 존재한다. 중력과 약력에 직접적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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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며, 관찰은 불가하다. 어미블랙홀은 우리세계에 절 적 영향을 끼치므로, 우리세상

의 모든 물리적 현상은 어미블랙홀 때문에 발생한다. 어미블랙홀 우주론의 전재조건은 

오직 하나이다. 즉 어미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어미블랙홀의 성장으로 인해 우리우

주 공간은 자연스럽게 팽창된다. 이것은 마치 어떤 척력이라는 에너지가 우리우주에 존

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6.2.4 천동설과 지동설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회전한다는 것이고, 지동설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

구가 회전한다는 것이다. 천동설은 인간을 중심으로 2D 인 하늘을 바라본 결과이고, 지

동설은 인간중심주의를 탈피하여 3D 공간을 이해한 결과이다. 즉 천동설은 상 론이고 

지동설은 절 론이다. 논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발생 이론은 아주 작은 빅뱅입자를 

중심으로 우리우주가 탄생했다는 것이고, 본 우주론은 어미블랙홀을 중심으로 우리우주

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발생 이론은 3D 우주를 계산한 결과이고, 본 우주론은 4D 공간

을 이해한 결과이다. 일반 상 성 이론은 해석하고자 하는 상 중심인 상 론이고, 양자

역학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문이다. 본 우주론은 절 론이다. 지동설에 비유하

자면, 우리우주가 지구이고 어미블랙홀이 태양이다.  

천동설은 2D 공간과 시간의 흐름을 해석한 결과이다. 지동설은 3D 공간과 시간의 흐

름을 해석한 결과이다. 일반 상 성 이론은 상 적 시간이 공간과 통합되어 4D 공간을 

해석한 결과이다. 어미블랙홀 우주론은 4D 공간과 절 적 시간을 해석한 결과이다. 본 

논리를 더욱 확장하자면 공간 차원이 계속 증가하게 된다. 여기서 그 끝은 제 1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6D 이다.  

 

 

6.3 성간물질과 성운 

 

6.3.1 성간매질의 수소와 헬륨의 비율 

항성은 태양과 같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이고, 행성은 항성 주

위를 회전하는 천체이고, 성간은 항성과 항성 사이의 공간을 뜻한다. 다음은 위키백과에 

서술된 내용이다. 성간매질(Interstellar medium, ISM) 또는 성간물질은 은하 내의 항성 사

이나 항성 바로 근처에 존재하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나타낸다. 성간매질의 기체성분을 

성간기체, 고체성분을 성간진이라 부른다. 성간진은 우주먼지 또는 우주진, 성간기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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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가스 또는 성간가스로 부르기도 한다. 성간매질은 지구상의 개념으로 봤을때 극단적

으로 희박한 플라스마, 즉 원자와 분자, 먼지, 전자기 복사, 우주선, 자기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간매질은 일반적으로 99%의 가스 입자와 1%의 먼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물질은 항성간 우주를 채우고 있다. 이러한 농도는 일반적으로 매우 낮아서, 일반적으로 

1 입방 센티미터에 몇 입자에서 몇 백입자가 존재하는 수준이다. 원시 핵합성의 결과로, 

이 가스는 략 90%의 수소와 10%의 헬륨, 여기에 약간의 추가적인 원소(천문학에서 말

하는 "금속")로 구성되어 있다. 폭발 핵합성 또는 원시 핵합성은 폭발이라는 우주의 

초기 탄생 과정 동안 수소-1 이외의 원자핵이 생성되던 과정을 일컫는다. 폭발 핵합성

은 25%의 헬륨-4, 1%의 중수소, 아주 약간의 리튬 및 베릴륨을 생성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 외의 다른 무거운 원소는 생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주의 관측 결과가 이

러한 수치와 일치한다는 사실은 폭발 이론에 강력한 확신을 더해주고 있다. 

위에서 수소 90%와 헬륨 10%는 원자 개수비이고, 수소 원자량 1 그리고 헬륨 원자

량 4이므로, 질량비로 환산하면 69% : 31%로서, 원시 구성 질량비 75% : 25%와 유사하다

. 여기서 우리우주는 10500 개 또는 10120 개의 다중우주 중 하나라는 것을 상기해 보자. 

즉 100%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우주가 있고, 50%는 수소 그리고 50%는 헬륨으로 이

루어져 있는 우주 역시 존재할 수 있다. 왜 우리우주는 75% : 25%로 구성되어 있을까? 

왜 물리적 계산 결과와 실제 수소 헬륨 존재 비율이 거의 같을까? 모든 책에서 수소와 

헬륨의 관측 비율은 빅뱅이론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관측과 계산

은 서로 완전 독립적으로 수행되었을 것이다. 즉 빅뱅이론이 진실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빅뱅이론이 진실인데 왜 현 물리학은 제 3 장과 같이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들이 

많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그림 5.1에서 빅뱅은 차원폭발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렇다면 4차원 세상의 거 항

성이 폭발한 그 순간 우리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우리세상의 관점에서 그 크기는 0 

으로서, 0 이라는 어떤 알 수 없는 것이 엄청난 폭발을 했다는 것이다. 우주배경복사가 

탄생하는 38 만년은 안정화된 우리우주가 발생된 시각이다. 즉 폭발의 0 초와 발

생의 38 만년 사이에서 엄청난 량의 4차원 물질이 우리세계의 3차원 물질로 미세조정되

는 혼돈의 과정이다. 따라서 어미블랙홀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과 일치하고 있으며, 차이

는 단지 차원이 폭발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차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

해하기 쉬운 에너지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 혼돈의 시기에서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75% 

: 25%로 발생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우주 역시 4차원 물질들이 우리세계로 지속

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아마 수소가 계속 발생될 것으로 판단한다. 헬륨도 발생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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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을까 생각되나, 헬륨이 발생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6.3.2 수소의 발생으로 성운이 형성된다 

다음은 위키백과를 인용한 것이다. 성운은 성간 물질과 수소로 이루어진 구름이다. 서

양의 명칭 네뷸라는 구름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 많은 성운들은 성간물질이

라 불리는 가스의 중력 수축으로부터 형성된다. 몇몇의 성운들은 무겁고 짧은 일생을 사

는 별들의 죽음에 의해서 생기는 초신성 폭발의 결과로 형성된다. 다음은 나무위키를 인

용한 것이다. 성운은 우주공간에 분포한 성간 물질이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비교적 작

은 지역에 집해 있는 것을 말한다. 부분의 성운은 매우 거 하다. 지름은 적어도 

1~2광년을 상회하며 거 한 것은 1500광년에 달하는 크기를 가진 것도 있다. 성간 물질

들은 분자 구름의 형태로 성운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많은 양이 우주 공간에 분포해 있

다. 성운은 이러한 분자 구름이 집되어 모종의 이유로 인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

을 말한다.  

초신성이 폭발하면 그림 6.1과 같이 그 모양은 원형 또는 타원형이 될 것이며, 그 주

된 성분은 중금속 원자들일 것임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성간물질의 중력 수축으로부

터 성운이 형성된다면 그 모양은 어떻게 될까? 중력은 모든 방향에서 당기는 것이며, 성

간물질은 우주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그 성운 모양 역시 그림 6.1의 원형이나 

타원형이 되어야 함이 유추된다. 또한 일반 상 성 이론에 의하면 공간이 중력에 의해 

휘어지는 것이므로 모든 입자들은 그 휘어진 중심을 향해 떨어져, 원형이나 타원형이 되

어야 할 것이다. 그 렇다면 그림 6.2의 성운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 질 수 있는가 및 그 

많은 수소는 어디서 왔는가의 의문이 발생한다. 4차원 세계의 입자는 미세조정되어 우리

세계에 발생되며, 그 발생에는 주된 흐름이 있다. 즉 어미블랙홀 첫번째 자기선을 뚫기는 

그림 6.1 원형 또는 타원 모양의 은하 



 

- 88 - 

 

힘드나, 그 자기선이 뜷리기 시작하면 그 지짐에서 입자 발생의 주된 흐름이 형성되어 

아래 모양은 다양하게 성장하게 된다. 어미블랙홀이 4차원 세계의 어떤 행성을 삼켰다고 

가정을 해 보자. 사건의 지평선에서 그 행성은 소립자로 분해되고, 우리우주의 특정 영역 

에서 집중적으로 수소가 발생되어 성운이 될 수 있다. 어미블랙홀이 4차원 세계의 어떤 

거 한 항성을 삼켰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세계에서 은하 규모의 성운이 탄생

될 수도 있다. 여기서 그 발생된 입자들의 속도에 의해 성운 역시 그 속도가 발생될 것

그림 6.2 다양한 모양의 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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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그림 6.2와 같이 성운은 중력 수축이 아니라 4차원 세계의 지속적인 물질 

유입으로부터 성장으로 인해 만들어진다는 논리가 더 타당할 것이다.  

수소 또는 헬륨이 발생되는 것이라면, 지구에서도 현재 수소가 발생되고 있는지 의문

이다. 우주에서 지구로 쏟아지는 높은 에너지를 지닌 각종 입자와 방사선 등을 우주선이

라 하며,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그 다양한 종류 중 일부가 4차원 세계에서 우리 지구

로 쏟아지는 미세조정 과정의 입자들일 수 있다. 그 미세조정 과정의 입자들은 우리우주

에서 시간이 지나면 미세조정이 완료되며, 그 결과로 수소가 탄생된다. 

 

6.3.3 태양계의 탄생 

우리 태양계에는 무거운 원자들이 다량 존재하므로, 그림 6.1과 같이 초신성의 폭발

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1의 초신성 폭발 잔해에서 량의 수소가 발생하

면, 장시간 후 새로운 태양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태양계는 한가운데에 위치

한 초신성의 영향을 필히 받게 된다. 우리 태양계에 영향을 미치는 초신성은 없다. 따라

서 그림 6.1로부터 우리 태양계가 탄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림 6.2의 성운이 그

림 6.1의 초신성을 지나가면, 그 성운 속에는 량의 무거운 원자들이 포함된다. 이로인

해 그 성운속에는 다수의 태양계가 탄생된다. 역으로 성운은 멈춰있고 그 속을 초신성 

및 그 폭발 잔해가 지나갔을 수도 있다. 

 

 

6.4 은하 나선팔 회전 속도 문제 

 

6.4.1 용어설명 

다음은 위키백과의 내용이다. 암흑 물질 헤일로(Halo)는 암흑물질로 구성된 은하의 가

상적인 구성요소다. 암흑 물질 헤일로의 존재는 나선은하의 회전에서 나타나는 중력적인 

효과에 의해 증명한다. 현재의 은하의 회전속도로 보아, 기존에 알려진 질량으로는 은하

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은하의 핵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그러나 나선은하의 관측에서는 

은하의 질량으로 인한 중력이 은하를 구성하는 물질이 떨어져나가지 않도록 붙잡을 정도

로 강하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것은 관측되지 않는 물질, 즉,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 암흑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기존의 중력의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선 은하의 은하계 헤일로에서 암흑물질의 성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

다. 그러나 두 개의 중적인 이론들이 있다. 헤일로는 WIMPs로 알려진 약하게 상호작



 

- 90 - 

 

용을 하는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것은 MACHOs로서 알려진 암흑 주요부의 작은 

것의 큰 숫자들의 근원이다. 이것은 헤일로는 가스와 먼지의 많은 양의 구성성분이라는 

것 같지 않게 보인다. 왜냐하면 둘다 관측을 통해 발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암흑 물질 헤

일로는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100,000~300,000광년에 이른다. 이것은 또한 은하의 부분

의 신비로운 부분이다. 이것은 이제 은하의 95%가 암흑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어진

다. 암흑 물질은 은하의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물질 혹은 중력, 에너지와는 전혀 상호작

용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정체를 알 수가 없으므로 암흑물질(dark 

matter)라 부르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없다고 가정하면 기존 우리가 알던 중력에 한 

이론을 전부 부정해야 하고 모든 현상을 새롭게 설명해야 한다. 암흑물질 헤일로가 있다

고 가정했을 시에는 암흑물질 헤일로는 우리 은하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별, 별의 가스, 

심지어 먼지까지 포함한 질량보다 10배 이상 큰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략 은하의 구성물질 중 모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은하는 늙고 오래된 별들이 공 모양으로 집한 중심핵과 그 주위를 젊고 푸른 

별, 가스, 먼지 등으로 이루어진 나선팔이 원판 디스크 형태로 회전하고 있으며, 그 외곽

에는 주로 가스, 먼지, 구상성단 등의 일부 별 및 암흑물질로 이루어진 헤일로(Halo)가 

타원형 모양으로 은하 주위를 감싸고 있다. 우리은하의 지름은 약 10만 광년으로 중심핵

은 직경이 약 10,000 광년, 두께는 약 15,000광년이며, 나선팔의 두께는 별들의 영역만을 

고려할 경우 약 1,000광년이지만 최근의 관측 결과 가스 등을 포함한 전체 디스크의 두

께는 약 12,000 광년으로 기존의 추정치인 6,000광년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하를 둘러싸고 있는 헤일로는 지름이 약 200,000 광년 정도로 추정되었으나, 일부 

구상성단이 은하 중심으로부터 400,000광년 거리에서 발견되는 점, 최근 우리의 이웃은

하인 안드로메다 은하의 헤일로가 기존보다 휠씬 먼 400,000광년 이상까지 뻗어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우리은하 헤일로의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훨씬 멀리까지 뻗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은하의 나이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간접적으로 우리은

하 내의 별 중 가장 늙은 별의 나이를 통해 추정할 수는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우리은

하 디스크 내 가장 오래된 별의 나이는 약 132억 년이며, 주위를 공전하는 구상성단에서 

약 136억년의 나이로 밝혀진 별이 발견되고 이들 구상성단이 우리은하와 거의 동시에 

탄생하였을 걸로 추정하면 우리은하의 나이는 현재 우주의 나이인 137억 년에 거의 근

접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부 은하군에는 우리 은하 주위를 공전하는 왜소은하가 다

수 있다. 그 중 가장 큰 것은 지름이 2만 광년인 마젤란 은하가 있다. 용골자리 왜소은

하, 용자리 왜소은하, 사자자리 왜소은하 Ⅱ는 지름이 500광년으로 가장 작은 은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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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학자들의 이론적 계산에 의하면 우리은하 주위에 백 여개의 왜소은하가 존재할 것

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그리 많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 우리은하가 성장하면서 과거부

터 끊임없이 주위의 은하를 합병하였거나, 은하수를 따라 관측 불가능 지역에 다수 분포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6.4.2 암흑물질은 어미블랙홀이다 

위 글에서, 1) 암흑물질인 관측 불가능한 소립자 헤일로는 실제 존재하는가? 2) 기존 

중력 이론은 맞는가? 3) 우리은하의 나이는 현재 우주의 나이인 137 억년에 근접할 수 

있는가? 4) 왜 100여 개의 국부은하군이 우리은하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가? 의 의문이 

있다.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암흑물질은 어미블랙홀이다. 2) 어미블랙홀이 행성을 끌어 

당김으로 인해 그 행성의 공간이 휘어지는 것이 중력이므로, 어미블랙홀 관점에서 절

중력으로 해석해야 한다. 3) 우리우주 발생 직후 어미블랙홀이 4차원 거  항성을 삼켰

다면, 우리우주 특정 영역에 수소 등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게 되어 은하가 빨리 탄생하게 

된다. 즉 발생 직후 다수의 은하가 탄생될 수 있다. 4) 우주 공간은 가속 팽창하고 있

으며, 은하는 우주공간 팽창량 보다는 적게 팽창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회전하고 있다. 

여기서 나선팔 맨 끝의 국부 영역은 팽창으로 인해 떨어져 나가 우리은하 주위를 회전하

는 국부은하가 되며, 4차원 세계에서 수소 등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므로 우리 은하의 크

기는 그 로 유지된다. 떨어져 나간 국부은하에서도 수소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므로, 장시

간이 흐른 후 그 국부은하는 새로운 은하로 성장하게 된다. 

  

6.4.3 은하는 성장하고 팽창하나 나선팔 끝이 떨어져 나가 은하 모양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 물리학에서 은하는 팽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공간이 

팽창한다는 것은 사실이므로, 공간 팽창에 의해 은하 또한 팽창한다는 판단이 합리적일 

것이다. 여기서 은하의 중심부는 물질들이 집해 있으므로 팽창하지 않는다. 은하의 나

선팔 역시 그 방향으로 물질들이 집해 있으므로 거의 팽창하지 않을 것이다. 나선팔과 

나선팔 사이는 텅빈 공간이므로, 그 사이가 팽창한다는 것이다. 그림 6.3에는 나선팔이 

새로 생성될 것 같은 모습의 은하가 제시되어 있다. 나선팔이 새로 생성되는 원인은 우

주 공간 팽창 때문이다. 나선팔과 나선팔 사이의 공간이 팽창하면 나선팔은 회전속도에 

공간팽창속도가 추가적으로 더해지므로 은하의 나선팔은 팽창하게 된다. 즉 나선팔 끝의 

속도는 상당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영역까지 팽창될 수 있을까? 그림 6.4는 나선

팔 끝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의 은하가 제시되어 있다. 나선팔 끝의 팽창하려는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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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은하 중력의 뭉치려는 힘을 넘어서면, 나선팔 끝은 떨어져 나가게 된다. 여기서 수

소 등은 4차원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은하 속으로 유입되고 있다. 즉 나선팔 끝은 떨어져 

나가고 수소는 은하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므로, 은하는 팽창하지 않는 것처럼 보

이게 된다. 수소발생도 없고, 나선팔 끝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은하 역시 팽창하지 않는

다고 가정을 한다면, 은하는 캐플러 법칙을 따라 회전해야 한다. 그 법칙이 어긋난 것이 

은하 나선팔 회전 속도 문제이다. 이로인해 암흑물질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이 현 물리

학의 결론이다.  

 

6.4.4 은하 나선팔 회전 속도 문제 

그림 6.5에서 보여지듯이, 현 물리학의 계산은 캐플러 법칙인 disk 속도 분포를 보여

야 하나, 관측 결과에서는 나선팔의 속도는 일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halo라는 암흑물

질이 필히 분포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림 6.6에서 검은색 화살표가 dist 속도이

고, 파란색 화살표가 나선팔 사이의 공간 팽창속도이다. 따라서 은하 나선팔의 속도는 그 

합속도인 빨간색이 되며, 이것이 그림 6.5의 관찰속도일 것이다.  

그림 6.3 나선팔이 새로 생성될 것 같은 모습의 은하 

그림 6.4 나선팔 끝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의 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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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은하 나선팔 회전 꼬임 문제 발생 

은하 내부에 Halo라는 암흑물질이 존재하고, 은하는 팽창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 본

다. 그러면 그림 6.7과 같은 은하 나선팔 회전 꼬임 문제가 발생한다. 은하는 팽창하지 

않고, 나선팔 회전속는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이론은 도파 이론, 자가 

증식을 통한 별의 생성 이론, 일시적 나선 이론 등이 있으나,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힘들

다. 은하는 팽창하나, 나선팔 끝부분이 강력한 팽창 속도로 인해 떨어져 나간다. 

 

6.4.6 은하 나선팔 사이 공간의 팽창 

그림 6.8에서 동그라미는 나선팔 1 및 나선팔 2를 표현한 것이며, 초록색은 과거를 

뜻하고 검은색은 현재를 뜻한다. 어미블랙홀은 성장하고 있으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림 6.5 은하 나선팔 회전 속도 문제 그림 6.6 나선팔의 회전 합속도 

그림 6.7 은하 나선팔 꼬임의 문제 (인용 : Nick Strobel's Astronomy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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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역시 팽창한다. 여기서 나선팔 자체는 물질

들의 중력으로 인해 팽창하지 않는다. 즉 태양과 

지구사이의 공간은 팽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림에서 보여지듯이, 공간의 수직방향이 팽창하는 

것이므로, 그 나선팔의 xyz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xyz 공간 좌표계가 성장한

다는 것이다. 이 논리를 그림 6.7에 적용하면 나

선팔 꼬임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 역시 장시

간이 지나면 꼬이게 되나, 나선팔 끝부분이 떨어

져 나가므로 꼬이지 않는다.  

 

6.4.7 캐플러 속도와 공간팽창 속도의 합속도 

천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1) 관측한 빛의 양으로부

터 질량을 계산 2) 그 구성요소들의 운동 법칙을 통하여 계산. 양자의 계산값은 같아야

만 한다. 만약 다르다면, 무엇인가를 놓친 것이다. 그림 6.9에는 은하 가운데 위치한 초거

 블랙홀을 중심으로, 그림 6.5에 표기된 바와 같이 검은색 화살표는 케플러 계산치, 파

란색 화살표는 공간팽장, 빨간색 화살표는 그 양자의 합속도 이다. 여기서 공간은 은하 

가운데 위치한 초거  블랙홀을 중심으로 팽창된다. 그 양자의 합 벡터가 그림 6.5의 측

정치일 것이다. 광학적 관측에 의한 은하 질량 계산치는 올바른 것으로 판단되며, 케플러 

계산치와 측정치가 주어졌으므로, 본 논리를 적용하면 은하 나선팔 공간 팽창 속도가 계

산된다. 이 계산의 결과는 어미블랙홀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나선팔 속도를 관측하였을 때, 그 관측된 속도의 방향이 그림 6.9의 검은색 화살표인

지 아니면 빨간색 화살표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현 천체학에서 위 확인을 놓쳤다면 본 

논리는 상당히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천체학에서 위 확인을 놓쳤을리는 없을 것으

로 생각된다. 즉 검은색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관측 확인하였을 것이다. 즉 본 

논리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6.4.8 회전 속도가 크면 나선팔 끝은 떨어져 나간다 

그림 6.5에서 나선팔의 속도가 약간씩 점점 증가할수도 있고, 약간씩 점점 감소할수

도 있는데, 관찰된 나선팔 속도는 왜 일정한가의 의문이 발생된다. 그림 6.9에서 볼 수 

있듯이 속도가 점점 감소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나선팔 사이의 빈 공간이 팽창을 하므

그림 6.8 공간팽창과 나선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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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선팔은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면 더욱 팽창하기 때문이다. 나선팔 끝부분의 속도가 

높아지면 그 끝부분이 탈출하게 된다. 따라서 은하를 구성하는 나선팔의 속도는 직선 형

태로 유지된다. 수소는 계속 발생되므로, 나선팔 은하의 모양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된다

. 즉 은하는 닫힌계가 아니라 열린계이고, 현재 그 열린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처럼 되는 정상상태라는 것이다.  

 

6.4.9 회전은하와 정지은하 

우리세계의 거  항성이 차원감축을 일으키는 자식블랙홀이 되기 위해서는 α 폭발, β 

폭발, γ 폭발을 차례 로 해야 한다. α 폭발을 하면 그 어떠한 중력을 가진 물체가 빠져

나올 수 없는 중성자별이 되며, β 폭발을 하면 그 어떠한 광자를 포함한 전자기파가 빠

져나올 수 없는 검은색 블랙홀이 되며, γ 폭발을 하면 강력이 빠져나올 수 없는 차원감

축의 자식블랙홀이 된다. 은하 중심에는 초거  블랙홀이 존재한다. β 폭발후에도 블랙홀

은 강력히 회전하고 있으며, γ 폭발을 하면 우리세계의 공간이 그 블랙홀에 휘말려 양자

화 되어 버린다. 즉 차원감축 블랙홀의 회전력과 양자화된 공간이 펼쳐지려는 힘이 서로 

같아져, 차원감축 블랙홀은 회전을 멈추게 된다. 은하 중심에 초거  블랙홀이 존재하는

데, 회전하는 은하가 있고 정지해 있는 은하가 있을 것이다. 회전을 하는 은하의 중심에

는 초거  β 폭발 블랙홀이 있고, 회전을 멈춘 은하의 중심에는 초초거  γ 폭발 블랙홀

이 있다. 그 γ 폭발 블랙홀의 첫번째 자기장 공간에 2 차원 세상이 펼쳐져 있다. 우리은

하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은 β 폭발일 것으로 예측되므로, α 및 β 입자는 빠져나오지 못

하나 γ 입자는 빠져나올 수 있다. 그 γ 입자가 호킹복사 아닐까 한다. 

 

 

6.5 빛은 전자중성미자에 끌린다 

 

6.5.1 중력렌즈 현상 

그림 6.9 공간팽창과 나선팔 회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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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키백과의 내용이다. 중력

렌즈 효과는 아주 먼 천체에서 나온 

빛이 중간에 있는 거 한 천체에 의해 

휘어져 보이는 현상을 의미한다. 오레

스트 츄올슨이 이 효과를 처음 언급하

였으나, 1936년에 이에 관한 기사를 낸 

아인슈타인과 관련이 있다. 일반 상 성이론의 증거 중 하나이다. 프리츠 즈비키는 1937

년 은하무리가 중력 렌즈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효과는 1979년까지는 증명되

지 않았지만 "이중준성"이라고 불리는 SBS 0957+561 천체의 관측을 통해 사실임이 밝혀

졌다. 은하단이나 블랙홀 같은 거 한 물체로부터 오는 중력은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빛

의 경로 마저 휘게 만든다. 빛이 휘어져서 관찰자에게 도달하면 원래 광원의 모양은 원

호의 모양으로 과장되고 왜곡되게 된다. 일반상 성이론에 따르면, 질량은 중력장에 만들

어진 휜 시공간이고, 그러므로 빛의 경로가 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 이론은 1919년에 

아서 에딩턴이 일식 현상 동안 태양에 가까이 지나가는 별빛이 약간 휘는 것을 관찰함으

로써 확증되었다. 거  천체 주변에서는 주변으로부터 오는 빛이 천체 쪽으로 휘어지게 

된다. 광속은 항상 일정하므로, 중력렌즈효과에서 빛의 속력은 바뀌지 않고 방향만 바뀐

다. 이때 굴절각은 다음과 같다. θ = 4GM/rc2 여기서 M은 질량, r은 영향을 받은 광원으

로부터의 거리, G는 만유인력 상수, 그리고 c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이다. 전면에 있는 

은하단에 의한 강한 중력렌즈효과와 약한 중력렌즈효과를 이용하면 암흑 물질의 양과 분

포도 연구할 수 있다. 암흑물질의 삼차원 분포 지도. 허블우주망원경의 약한중력렌즈효과 

측정으로부터 재구성되었다. 이를 포함하여 전면 렌즈 안에서의 질량분포가 이해된다면, 

암흑 에너지와 허블상수로 기술되는 우주의 팽창 효과를 더욱 정확히 이해 할 수 있다. 

1919년 일식 때 태양 근처의 별들이 원래 위치에서 벗어난 정도의 관측값과 아인슈

타인의 계산값이 일치함이 확인되었고, 은하단의 중력 렌즈 효과로부터 암흑물질은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모두 7 배 많게 관찰되고 있다. 

 

6.5.2 빛에 중력질량이 존재하는가? 

그림 6.11 (a)와 같이 공간이 휘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 본다. 따라서 빛은 휘어져 직진

하게 된다. 광자가 어떻게 휘어질 것 같을까? 광자는 휘어진 공간을 따라 이동할 것 같

으므로, 그림 6.10과 같이 안쪽으로 휘어질 것 같다. 그러나 중력은 공간을 당기는 것이

므로 그림 (c)와 같이 공간이 휘어지게 된다. 즉 그림 (c)로 이해한다면 빛은 밖으로 휘게 

그림 6.10 중력렌즈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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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위 해석은 그림 (c)에서 휘어진 공간의 심오한 뜻을 잘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다. 

본 우주론에서 빛은 열린 β 알갱이다. 즉 상황에 따라 입자로 존재할 수도 있고, 그 

입자가 열려 파선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우주 공간을 직진하는 빛은 입자인가 파동인가

의 질문을 하고자 한다. 그림 6.11에서 빛은 중력질량을 갖는 입자라고 가정해 보자. 입

자는 직진을 한다. 여기서 행성에 의해 공간은 휘어져 있으므로, 그 직진하려는 중력질량

을 갖는 입자는 행성 방향으로 떨어지려고 한다. 따라서 그림에서와 같이 입자는 휘어져 

직진하게 된다. 이 해석은 그림 6.10의 중력렌즈 현상과 일치한다. 이번에는 빛이 파선이

라고 가정해 보자. 파선이 중력질량을 가질 수 있을까? 파선이 중력질량을 갖는다면 그 

파선은 행성방향으로 휘어지게 된다. 파선에 중력질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휘어

져 있는 공간 그 로를 따라 직진하게 된다. 즉 중력질량 존재 여부에 따라 해석이 반

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제 9 장 중력에서 서술하고 있듯이, 본 우주론에서는 빛은 중력

질량이 없다고 판단한다. 여하간 휘어진 공간을 그 로 직진하는 것과 휘어진 공간의 수

직방향으로 떨어지면서 직진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빛은 휘어진 공간을 그 로 따라가

는 것인가 아니면 그 휘어진 공간의 수직방향으로 중력에 의해 떨어지면서 휘어진 공간

을 따라가는 것인가 의문이다.  

 

6.5.3 β 알갱이를 끌어 당기는 α 알갱이의 힘(=약력=절대중력) 

중력렌즈 현상은 사실이고, 아인슈타인의 계산 공식 역시 그 정확성이 판결 났으므로, 

빛은 중력방향으로 끌린다는 것은 입증된 것이다. 여기서 빛이 중력에 끌린다는 것과 중

력방향으로 끌린다는 것은 서로 다르다. 즉 빛은 어떠한 방법으로 중력에 끌리는가를 생

각해 봐야 한다. 중력은 공간을 휘고, 그 공간이 휘었기 때문에, 빛은 휘어진 공간을 따

라 이동하므로 빛의 경로가 휜다로 설명할 수 있을 듯 하나, 그림 6.11과 같이 뭔가 부

족한 것 같다. 빛은 두 지점 사이에 가장 짧은 경로로 구부러진 공간을 따라 이동한다. 

그림 6.11 빛은 입자인가 파동인가 



 

- 98 - 

 

그러므로 빛은 중력을 가진 물체쪽으로 구부러진다. 이 역시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다. 

굴절각 θ = 4GM/rc2 공식은 사실임이 증명되었다. 즉 빛은 중력상수 G 에 비례하고 

질량 M에 비례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며, 이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서술해 보고자 한

다. 빛은 β 알갱이가 파선으로 펼쳐져 속도 C로 직진하고 있는 것이고, α 알갱이는 전자

중성미자로서 원자의 껍질을 구성하여 중력을 발생시킨다. 빛 즉 β 알갱이는 전자를 구

성하는 α 알갱이에 붙어야만 안정화 된다. 쉽게 설명하자면 전자 중성미자는 광자를 끌

어 당긴다는 것이다. α 알갱이의 힘은 약력이고 β 알갱이의 힘은 전기력으로서 약력은 

전기력에 약 1/5,000 정도로 작다. 즉 5,000 개 정도의 전자중성미자가 광자 하나를 당길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빛은 극히 미세하게 휘어지게 된다. 우주모형도에서 약력은 어

미자기선이 팽창하려는 힘이고 중력은 어미블랙홀이 행성을 끌어당기는 힘이다. 행성은 

허공에 붕 떠있으므로, 약력과 중력은 같아야만 한다. 즉 중력상수 G와 α 알갱이의 힘은 

동급이라는 것이다. 은하의 질량 M이 클수록 전자중성미자의 개수 역시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G는 α 알갱이의 힘과 비례하고, M은 α 알갱이의 개수와 비례한다는 것이다. 따

라서 본 논리에 의하면, 공간이 휘어졌으면 빛은 그 휘어진 공간 그 로를 따라 이동하

며, 이와 동시에 전자중성미자에 끌리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빛은 중력에 의해 휘어진

다는 것과 빛은 전자중성미자에 끌린다는 것은 동급이다. 빛이 전자중성미자에에 끌리는

가?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빛이 만약 전자중성미자에 끌린다면 중

력렌즈효과 및 적색편이현상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6.6 거시공동(슈퍼보이드) 

 

6.6.1 어미블랙홀 제트 

다음은 나무위키를 인용한 글이다. 제트는 블랙홀의 중심부에서 양극 방향으로 발사

되는 강력한 가스 방출 흐름이다. 현재까지도 블랙홀의 제트가 분출되는 메커니즘은 완

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블랙홀의 회전과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이 자전하면서 자기장이 꽈배기 모양으로 

꼬여지고, 여기서 발생한 에너지에 의해 가스가 양극 방향으로 발사되는 것이라고 생각

된다. 가스들은 플라즈마의 상태가 되어 최고 광속의 99.999%의 속도로 분출된다.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의 나이는 약 138 억년이다. 빛 속도의 약 6.5배로 우주의 

반경은 팽창하고 있으므로, 우주의 끝은 지구에서 관측할 수 없다는 이론이 세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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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팽창하고 있으므로, 인류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범위는 지구를 중심으로 반경 465

억 광년이다. 여기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겠다. 결국 현 이론으로는 

우주의 크기를 알 수 없다는 뜻이다. 

그림 6.12와 같이 일반적으로 은하는 2차원 원판 모양이

며, 그 중심에 위치한 초거  블랙홀이 원판 상에 위치한 3

차원 물질을 흡수하고, 그 수직방향으로 제트를 방출한다. 

이 논리를 우주모형도의 어미블랙홀로 확장하면, 어미 세계

의 은하는 일반적으로 3차원 원판 모양이며, 그 중심에 위치

한 어미 블랙홀이 원판 상에 위치한 4차원 물질을 흡수하고, 

그 수직방향으로 제트를 방출한다. 우주모형도에서 4D XYZA 

물질, 각종 입자, 할미자기선은 사건의 지평선과 어미블랙홀

의 첫번째 자기선 사이에서 미세조정이 시작되며, 미세조정된 입자는 3D xyz 세계인 첫

번째 공간으로 침투하고, 미세조정되지 못한 것들은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리게 된다. 

위 및 아래로 린 입자들은 계속 쌓이게 되며, 그 한도를 넘어 과포화될 경우 블랙홀 

제트로 방출된다. 여기서 제트의 강한 압력에 의해 제트 바로 아래의 우리 공간의 α 크

기는 강력히 눌리게 되어 매우 좁아진다. 제트 영역은 고 도의 물질들이 압축되어 존재

한다. 그 아래의 우리공간에서는 다량의 소립자들이 발생되나, 제트의 강한 압력으로 인

해 α 공간은 매우 좁아져, 각종 물질들이 안정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즉 입자는 다량 

존재하나 은하는 탄생하지 않게 된다. 블랙홀 제트의 지름은 매우 크다. 즉 그 크기는 

략 10 억 ~ 20 억 광년 정도로 될 것임이 추측되고, 개수는 정북과 정남 2개이다. 이러

한 논리는 우리세계에 어떤 현상을 유발할까? 

그림 6.13은 2007년 미국 미네소타 학 연구팀이 60 ~ 10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견한 직경 10억 광년의 슈퍼보이드 이다. 그림 6.14는 2015년 하와이 학교 이쉬트반 

스자푸디 교수팀이 3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견한 직경 18억 광년의 슈퍼보이드이다. 

따라서 우주모형도에서 오른쪽의 작은 갈색이 지구이고, 북제트는 그림 6.13 및 남제트

는 그림 6.14 이다. 10억 ~ 20억 광년 크기의 원형 보이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어

미블랙홀 제트 이외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의문이다. 그림 6.13은 제트 분출이 멈춤으

로 인해 외부의 은하들이 안쪽으로 침투해 가는 과정이고, 그림 6.14는 그 당시 제트 분

출이 활발히 발생한 것으로서, 보이드 영역에 위치했던 은하들이 보이드 테두리로 린 

것이다.  

 

그림 6.12 블랙홀 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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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현 별빛은 우주의 끝이 중첩되어 관찰된다 

그림 6.13의 슈퍼보이드와 그림 6.14의 슈퍼보이드가 서로 정반 편에 있는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위 두 보이드가 서로 정반 편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어미블랙홀 

우주론이 정답이라는 것이 증명된다. 즉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우주모형도에서 보

여지듯이 양 제트는 필히 정반  쪽에 위치해야 한다. 3차원 구형 공간을 이해할 수는 

없으나 단순 생각 및 단순 가정으로, 약 60~100억 광년과 30억 광년을 합하면 90 ~ 130

억 광년으로서, 우주의 둘레는 180억 ~ 260억 광년이 된다. 현 우주의 관측 가능한 거리

는 138억 광년이므로 좌측 및 우측의 관측 가능한 둘레는 276억 광년이다. 이 논리로부

터 우리우주는 아직 관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오히려 관찰되는 우

주의 끝은 좌측과 우측이 16억 ~ 96억 광년 중첩되어 있다. 여기서 빛의 속도는 상수인

가 아니면 어미블랙홀 크기에 따라 즉 절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빛의 속도는 변하는가의 

판단이 중요하겠다. 

결론적으로 그림 6.13과 그림 6.14는 정반  쪽에 위치하고 있는가? 제 3의 10억 ~ 

20억 광년 크기의 거시공동이 존재하는가? 이 두 질문의 답변에 따라 어미블랙홀 우주

론의 진실 여부는 판결될 것이다. 

 

6.6.3 어미블랙홀의 자기장 중심축 

우주모형도에서 어미블랙홀의 자기장 중심축이 존재한다. 여기서 자기장 중심축은 어

미블랙홀이 뿜어내는 내부 상황이고, 제트는 미세조정되지 못한 입자들이 외부 세계로 

방출되는 외부 상황으로서 양자는 서로 다르다. 우주모형도의 어미블랙홀 근처에 있는 

자식블랙홀을 보면, 모든 방향으로 어미자기장을 흡수하며, 우리 세상에 텅빈 검은색 동

그림 6.13 10억 광년 크기의 거시공동 그림 6.14 18억 광년 크기의 거시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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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미로 보여진다. 자기장 중심축 역시 그 모양이 동일하므로 분명 텅빈 검은색으로 우

리 세상에 보여질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 크기는 어느정도 일까? 지구의 북극 및 남극 자기장 중심은 오로라 현상이 발생하

며 매우 크다. 우주모형도에서도 그 자기장 중심을 매우 크게 도시하였으며, 그 그림으로 

이해하자면 매우 거 한 거시공동이 존재해야 한다. 이것은 그림 4.4(c)의 관점이다. 그 

그림이 올바른 것일까 의문이다. 사건의 반지평선이 존재한다는 그림 4.4(d)가 합리적인 

그림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4(d)에서 공간의 크기는 원자 두께 정도이다. 즉 어미자

기장 중심축의 좌우 너비는 극도로 작다는 것이다. 행성의 크기에 따라 자기장 중심의 

좌우 너비는 분명 다를 것이다. 즉 지구에서는 좌우 너비가 크며, 목성에서는 좌우 너비

가 작으며, 태양에서는 좌우 너비가 더 작을 것으로 추론한다. 이것은 현 물리학의 전체 

관찰 결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위 논리가 맞다면 어미블랙홀에서 방출되는 

자기장의 좌우 너비는 극도로 작게 된다. 즉 지구에서 어미블랙홀의 자기장 중심축은 관

찰되지 않을 것이다. 

 

6.6.4 차원감축 전 단계의 블랙홀은 제트축 방향으로 진동한다 

차원감축 전 단계의 블랙홀은 그림 4.4(c)와 같은 모양일 것이고, 차원감축이 발생되

는 블랙홀은 그림 4.4(d)와 같은 모양일 것이다. 즉 차원감축 전 단계의 블랙홀에서 방출

되는 자기장의 좌우 너비는 매우 클 것이다. 하기는 차원감축 전 단계의 블랙홀을 설명

한다. 

우주모형도에서 제트와 자기장 중심축은 서로 다르다. 여기서 제트축과 자기장 중심

축은입자 및 은하들의 힘에 의해 서로 동일해지려 한다. 북제트의 좌측에서 미세조정되

지 못한 수많은 입자들이 정북으로 몰려든다. 북쪽의 우측을 보면 미세조정되지 못한 수

많은 입자들이 자기장 중심축 오른쪽으로 몰려든다. 따라서 자기장 중심축이 정북 정남

으로 이동하려는 성질이 발생하며, 이 성질로 인해 자기장 중심축은 제트를 중심으로 긴 

시간에 걸쳐 진동을 하게 된다. 우리은하 중심에는 차원감축 전 단계의 초거  블랙홀이 

존재하므로, 우리은하 역시 동일한 논리가 적용 가능하다. 즉 우리은하 중심의 초거  블

랙홀은 좌우로 거시적 진동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은하 역시 평판이 위 아래로 거

시적 진동을 할 것이다. 

 

6.6.5 어미블랙홀 표면의 6각형 국부 자기장 

다음은 위키백과의 내용이다. 은하 필라멘트는 우주에서 밝혀진 구조 중에서 가장 거



 

- 102 - 

 

한 구조이다. 이것들은 평균 길이가 50~80 Mpc/h (1억 6,300만~2억 6,100만 광년)으로 

매우 무겁고, 실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으며, 우주의 거시공동 사이의 경계선이다. 필라

멘트는 중력적으로 속박된 은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많은 수의 은하들이 서로 매우 가

까이에 있는 부분을 초은하단이라고 부른다. 우주의 진화에 관한 표준 모형에서, 은하 필

라멘트는 암흑물질의 그물과 유사한 실 구조를 따라 형성된다. 우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구조도 암흑물질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암흑물질은 중력적으로 바리온 

물질을 끌어당기는데, 천문학자들이 보는 길고 얇은 초은하단 장벽은 바로 이 "보통

"(normal) 물질이다. 거시공동은 은하필라멘트(우주에서 가장 거 한 규모의 구조) 사이에 

있으며, 은하가 없거나 극소수로 구성된 아주 거 한 빈 공간이다.  거시공동 영역은 관

측 가능한 우주에서 추정되는 물질의 평균 도의 10분의 1보다 적은 도를 가지고 있

다. 거시공동은 우주 폭발에서 중입자 음향진동(압축된 중입자 물질의 내파로 인해 발생

하는 물질의 붕괴)에 의해 형성되어 온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초기 우주에서 양자진동으

로 인해 발생한 작은 비등방성으로 시작하여, 비등방 성은 시간에 따라 점점 규모가 커

졌다. 고 도 영역은 중력에 의해 더욱 빠르게 붕괴하였고, 결과적으로 오늘날 거시공동

과 은하필라멘트로 구성된 거 한 규모의 거품이나 "우주 그물" 같은 구조가 형성되었다. 

거시공동은 관측된 우주배경복사(CMB)의 온도와 연관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작

스-울프 효과 때문이다. 차가운 영역은 거시공동과 상관있는데 비해, 뜨거운 영역은 중력

적색편이로 인해 은하필라멘트와 상관있다. 작스-울프 효과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

주가 복사 또는 암흑에너지에 의해 지배된다면, 거시공동의 존재는 암흑에너지의 물리적 

증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림 6.15는 태양에서 주된 자기장이 분출되

고, 그 하위 영역에서 다수의 국부 자기장이 분

출되는 모습이다. 이것을 응용하면, 우주모형도

의 우측 그림과 같이 어미블랙홀의 주된 자기장

이 전 우주에 걸쳐 펼쳐져 있고, 어미블랙홀 표

면에서 수많은 국부 자기장이 방출되어 약 2 억 

광년 정도의 보이드를 만든다는 것이다. 우주모형도의 그림과 같이 어미블랙홀 표면에서 

국부 자기장이 방출되면, 그 국부 자기장은 위쪽의 어미자기장 간격을 쳐 좁힌다. 이로

인해 국부 자기장이 방출되는 영역에는 은하가 위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설령 위치 하

였다 하더라도 좌측 또는 우측으로 려 나가게 된다. 이로 인해 우주의 초은하단 구조

는 그림 6.16과 같이 거 한 필라멘트 구조를 이루게 된다.  

그림 6.15 태양 표면의 국부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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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태양의 자기장은 변화가 심한데, 어미블랙홀의 주 자기장 및 국부 자기장의 

변화는 그 무엇보다 가장 안정적일까 아니면 가장 불안정적일까 의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것이 블랙홀이다. 즉 블랙홀은 핵융합 반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또

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은 질량입자들이 서로 붙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 자기장 및 

국부 자기장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이다. 그림 6.16을 자세히 살펴보면 6 각형 구조

인 듯 한다. 제 4 장에서 세력 싸움에서 가장 안정적인 것이 6 각형 구조임을 서술하였

다. 어미블랙홀은 은하를 당기므로, 은하는 어미블랙홀과 가까워 지려고 하나, 국부자기

장으로 인해 가까워 질수가 없다. 따라서 은하는 6 각형 국부 자기장 테두리들 사이로 

리게 될 수 밖에 없다. 그 6 각형 테두리들 사이가 은하가 위치할 수 있는 가장 안정

그림 6.16 반경 5억 광년 이내의 초은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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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공간이다. 

그림 6.16의 보이드 영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은하가 간간이 존재하고 있다. 우주모형

도에서 제트가 멈추거나 시작된다면 어미블랙홀의 국부자기장의 변화가 발생한다. 즉 초

은하단의 모양은 제트의 유무에 의해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변화의 과정 중에 몇 개

몇 은하는 보이드 안쪽에 위치할 수 있게 되며, 그 몇 개의 은하 역시 최종적으로는 테

두리로 리게 된다. 따라서 어미블랙홀 제트의 주기에 따라 초은하단의 모양은 변하게 

됨을 이해할 수 있다. 

우주모형도의 국부 자기장이 초은하단의 필라멘트 구조를 형성한다는 위 주장은 그럴

듯해 보인다. 그러나 어미블랙홀은 제트축 또는 자기장축을 중심으로 강력히 회전을 하

고 있  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국부자기장이 육각형 구조일지라도 회전에 의해 모

든 것이 엉망이 되게 된다. 과연 어미블랙홀이 초강력 회전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어미

블랙홀은 정지해 있을까? 그렇다면 자식블랙홀은 초강력 회전을 하고 있을까? 자식 블랙

홀은 3 차례 폭발이 있어야 하며, 첫번째 및 두번째 폭발까지는 초강력 회전을 하나, 세

번째 폭발 후는 자식 블랙홀은 그 회전이 정지하게 된다. 세 차례 폭발에 의해 차원감축

의 자식블랙홀이 탄생되었으며, 자식블랙홀의 회전력은 우리세계의 공간을 휘말아 양자

화 시키는 데에 소모된다. 이로인해 자식블랙홀의 회전은 멈추게 된다. 동일한 논리로 우

리우주를 형성하는 어미블랙홀은 멈춰 있게 된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 8 장 축, 공간, 입

자의 근원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6.6.6 작은 크기의 공동은 무엇인가? 

위 설명으로부터 거시공동이란 은하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림 6.17과 같이 수소

가 빛을 발하고 있는 성운안에서의 검은색 보이드는 무엇

인가 질문이 있게 된다. 그림 6.2의 하단 중간과 같이 기둥 

2개 모양의 성운이 있을 때, 그 기둥 2개의 끝이 서로 합쳐

졌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그 사이의 텅빈 공간이 발생된

다. 그 텅빈 공간 발생 당시는 말 그 로 텅비었기 때문에 

저 멀리 뒷편에서 오는 빛 역시 그 구멍을 통과한다. 여기

서 4차원 세상의 입자는 지속적으로 미세조정되어 그 텅 

빈 공간에 계속 발생된다. 즉 기존 수소는 화학반응으로 빛을 발하게 되고, 텅빈 공간에 

새로 발생된 수소는 아직 화학반응을 하지 않으며, 그 텅 빈 공간의 뒤에서 오는 빛을 

그림 6.17 수소발생 보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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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게 된다. 이로 인해 검은색 구멍이 형성된다. 즉 이러한 현상은 보이드가 아니다. 

그림 6.17의 좌측 및 하단을 보면 수소의 농도가 매우 진하나, 우측 상단을 보면, 그 곳

이 최근 연결된 것처럼 보인다.  

 

 

6.7 우주는 미세조정 되었는가? 

 

6.7.1 미세조정에 대한 논쟁 

미세조정이라는 단어에 해 논쟁이 첨예하게 립해 오고 있다. 그 논쟁이 왜 발생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은 위키백과를 인용한 글이다. 미세조정 우주(fine-tuned 

Universe)란, 우주에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특정 물리학의 기본상수들이 매우 좁은 

범위 내에 존재하며, 여러 기본상수들이 조금이라도 지금의 값과 달랐다면 우주는 물질

을 만들어내거나, 천체 구조를 발달시키거나, 다양한 원자가 존재하거나, 현재 우리가 생

각하는 개념의 생명이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물리학에 연관된 

형이상학적 입장이므로 과학자들보다는 철학자들, 신학자들, 특히 창조주의자나 지적설계

론자들 사이에서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는 “현재 물리학자들과 

우주론학자 사이에서는 우주가 생명에 하여 ‘미세조정’되었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

한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덧붙이길, “하지만 이 결론은 우주가 생명을 위하여 미세조정되

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생명이 필요로 하는 구성 요소와 환경을 위하여 

미세조정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데이비스는 “‘인간’ 추론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되 

그 존재가 매우 미미한 생물친화적 우주와 생물발생이 빈번하여 생명이 흥성하는 최적 

생물친화적 우주를 구분하는 데 실패했다”고 언급했다. 설득력 있는 증거를 찾는 과학자

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자연주의적 설명이 제안되었는데, 다중우주론이 수반된 인간 중심 

원리도 그 중 하나이다. 미세조정 우주는 검증과 반증이 불가능한 철학적 또는 형이상학

적 확인된 논증이다. 물리학자 빅터 스텡거는 미세조정 우주론에 해 생명이 탄소에 기

반한 유기체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증명되지 않은 가설에 기반하였으며, 아직 과학적으

로 밝혀지지 않은 문제를 신에 의한 것이라고 가정하는 무지에의 호소를 이용한 틈새의 

신 논증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이는 지나친 인간중심주의로 인해 "미세조정"의 

주체와 객체를 거꾸로 착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생명 탄생을 위해 우주가 미세조

정된 것이 아니라 그 반 로 미리부터 존재하고 있던 우주에 의해 미세조정되어 생명이 

탄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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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에 의하면, 미세조정 이론은 1913년 화학자 로렌스 조셉 헨더슨이 우주의 

미세 조정의 개념을 연구한 작품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인터넷 검색에서 다음의 

다양한 글들이 있다. 우주의 기본 상수들 즉, 강력, 약력, 중력, 전자기력, 엔트로피 수준 

등을 비롯한 스무 가지 이상의 상수가 놀라울 정도로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다. 중력

이 지금보다 1인치만 커지거나 작아지더라도 우주엔 고등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 우

주 상수의 변화에 따라 생명체의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주는 우연으로만 이루어

졌다고 하기에는 그 구성 요소와 상호관련성이 너무도 복잡하다. 우주에 생명이 존재하

기 위해서는 30여개의 물리상수들이 굉장히 좁은 범위 안에 있어야만 하며 아주 미세한 

차이만 있었다 하더라도 물질이나 생명체는 존재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물리학자 Roger 

Penrose에 따르면 이 미세조정의 확률은 1/101230으로 우연히 절 로 될 가능성은 없다

고 한다. 우주 공간의 도에서, 양자장론 이론치가 1cc당 1093g 이었지만, 실제측정결과 

10-29g 이었습니다. 보통 이것을 빗 어 우주의 미세조정 정 도를 10120으로 보고 있는

데, 현재 이러한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끈이론 (string theory)에 

의해 예측되는 우주의 개수는 약 10500 개로 계산한다. 

 

6.7.2 지적설계자 vs 지적설계체 

위 글을 종합해 보면, 우리우주는 미세조정 되었다는 것은 모두 동의하는 것 같다. 물

리학에서는 수많은 다중 우주가 있고 그 중 하나가 미세 조정된 우리우주라는 관점이고, 

신학에서는 지적설계자가 생명체 탄생에 적합하게 우리우주를 미세 조정하었다는 관점이

다. 이러한 논쟁이 크게 발생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빅뱅이론에서의 10120 이라는 차이 때

문이다. 즉 너무너무 작은 빅뱅 에너지 입자 내부에서 1/10120 만큼의 너무너무 작은 차

이만 발생하더라도 우리우주가 탄생되는 것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4차원 세계의 거

 항성이 폭발을 하여 우리우주가 발생하였다. 어미블랙홀이 지적설계를 하였고 지

금도 미세조정하고 있다. 지적설계론과의 차이는 “자” 인가 아니면 “체”인가일 뿐이다. 모

든 다중우주 안에는 그 어미블랙홀이 지적설계를 하므로, 우리우주와 같이 매우 안정적

이다. 

 

6.7.3 어미블랙홀이 우리세계를 미세조정 한다 

어미블랙홀 우주론의 설명은 매우 간단하다. 우주모형도와 같이 미세조정된 입자는 

어미블랙홀 첫번째 자기선을 뚫어 우리 세계의 입자가 되고, 미세조정되지 못한 입자는 

어미블랙홀 제트로 방출된다는 것이다. 우리세상에서도 미세조정이 진행되며 표적인 



 

- 107 - 

 

것이 중성미자 진동현상이다. 미세조정이 완료된 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입자이다. 

우리세상에는 미세조정 과정 중의 입자들이 가득 존재하고 있으나, 관측이 잘되지 않는

다. 관측은 중력, 전기력, 자기력 등의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으로 수행하나, 이것은 미

세조정 완료된 후의 것이기 때문이다.  

본 저서에서 미세조정에 해 수많은 설명을 하고 있다. 여기서 예를 하나 들자면, 우

리우주에는 바리온(양성자, 중성자 등) 하나당 약 10억 개의 광자가 존재하고 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가? 우주모형도와 같이, 우리우주는 어미블랙홀이 뿜어내는 

자기장 맨 첫번째 공간에 펼쳐져 있고, 무수히 많은 할미자기선이 사건의 지평선과 첫번

째 자기장 사이에서 미세조정되어 우리 세계의 광자로 발생된다. “공”은 텅비었다는 뜻이

고, “간”은 사이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할미자기장은 어미 우주의 거 한 공간을 만들며, 

그 공간이 우리세계에서 바리온 1 개당 10억 개의 광자로 변한다는 것이다. 자식블랙홀 

표면에 2차원 세상이 펼쳐지고 2차원 생명체가 탄생하여, 2차원 미세조정에 한 신학과 

물리학의 논쟁은 똑같이 발생될 것이다. 

 

 

6.8 다중우주 및 평행우주는 존재하는가? 

 

6.8.1 무한히 큰 원과 무한히 긴 직선 

원과 직선이 있다. 원이 무한히 크거나 무한히 작더라도 원이기 때문에 무한이라는 

뜻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블랙홀이 원을 만들며, 우리 세상은 어미블랙홀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어미블랙홀 우주론이다. 직선이 무한히 크거나 무한히 작다라는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이해 불가능이다. 무한의 뜻도 이해하기 힘든데, 

그 끝 역시 이해 불가이기 때문이다. 어미블랙홀은 매우 큰 원이다. 할미블랙홀은 더 큰 

원이다. 증조할미블랙홀은 무한에 가까운 크기의 원이다. 우리의 근원우주는 평면 6 각형 

우주이다. 여기서 6 각형 테두리는 이해 불가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순간 초근원우주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설명의 끝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중우주는 우주모형도와 같

이 무수히 존재한다. 평행우주는 원인가 직선인가? 어미블랙홀 우주론에서 평행우주에 

한 논리 전개는 불가능하다. 

 

6.8.2 다중 우주론 

다음은 인터넷 나무위키의 내용이다. 다중우주론은 우리의 우주 A 외에도 다른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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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가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다중우주론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서로 다른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누벼이은 다중우주는 우리가 있는 우주의 크기가 공간적으로 무한

하다면 반지름 138억 광년의 관측이 가능한 우주의 모습과 비슷하거나 같은 모습을 가

진 또 다른 우주가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라는 이론이다. 인플레이션 다중우주는 영원히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도중에 국소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종료되고 빅뱅이 일어나는 과정이 

무수히 반복된다고 말하는 이론이다. 부분의 인플레이션 모형은 명확한 종료시간을 갖

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빅뱅이 일

어나 우주가 탄생한다는 뜻이다. 양자 다중우주는 양자역학의 해석 중 하나인 다세계 해

석에서 유도되는 다중우주이다. 경관 다중우주는 초끈이론에 따르면 칼라비-야우 다양체

가 기본 입자의 수나 여러가지 기본적인 상호작용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그러한 칼라비 

야우 다양체는 이론에 따라 다르지만 약 10500 개가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각각의 칼라비

-야우 다양체에 해당하는 우주들이 경관을 이룬다고 하여서 붙여진 이름이 경관다중우주

이다. 시뮬레이션 다중우주는 우주를 시뮬레이션하는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상현실 속의 

다중우주이다. 어쩌면 시뮬레이션한 우주 안의 지적 생명체가 우주를 시뮬레이션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양자적 평행우주란 게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면 인플레이션 다중우주, 경관 다

중우주는 '애초부터 우주가 다른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양자적 평행우주란 것은 원본우

주 A로부터 '있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파생되는 A-1, A-2, A-3, 그리고 또 거기서 파생되

는 A-1-1, A-1-2, A-2-1 …이라면 인플레이션 다중우주, 경관 다중우주는 그냥 원본우주 A, 

B, C, D 이런 식이다. 

어미블랙홀 우주론에서는 블랙홀 하나당 우주 하나가 존재한다는 관점이다. 이것은 

우주모형도와 같이 고차원이 저차원으로 가는 저자가 주장하는 차원 감소 법칙이다. 우

주가 펼쳐지려면 블랙홀이 자기장을 방출해야 한다. 여기서 자기장을 방출하지 않는 블

랙홀이 존재할까라는 의문이 있게 된다. 만약 존재한다면 그것은 차원을 감축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블랙홀이 아닌 다른 단어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모든 차원 및 모든 세상은 

질량 보존법칙, 에너지 보존법칙, 엔트로피 증가법칙이 반드시 성립하며, 추가적으로 저

자는 형태 변화 법칙을 제안하였다. 즉 차원 감축의 방법은 직선인 차원을 굴곡으로 양

자화 시키고, 차원의 일부가 잘려 입자로 변한다는 것이다. 양자화가 직선으로 변하면 화

이트홀이 지배하는 반엔트로피 증가법칙의 세상이다. 모든 다중우주는 우리우주와 같이 

매우 안정적이다. 그림 5.5에서 서술하였듯이, 다중우주는 6 로 구성되어 있는 블랙홀 

가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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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평행 우주론 

다음은 인터넷 나무위키의 내용이다. 평행우주는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우주(세계)가 

아닌 평행선 상에 위치한 또 다른 세계를 가리킨다. 넓은 의미로는 다중우주 좁은 의미

로는 양자역학의 해석 중 하나인 다세계 해석만을 가리킨다. 거품우주론은 우주의 다른 

여러 부분들이 있으나, 너무 멀어서 우린 영원히 볼 수 없을 것, 혹은 서로 블랙홀 안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이론은 우리우주가 왜 은하, 별, 블랙홀이나 

생명 등등을 이렇게나 잘만드는지 설명해 보려는 시도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

론은 더 나아가서 만약 이 우주 속 거품들이 각자 조금씩 다른 물리법칙을 가진다면 의

미상 '우린 이 우주의 물리법칙이 적당해서 존재할 수 있었다' 라는 뜻이 된다. 즉, 이 우

주가 우리가 살 지구가 만들어 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물론 아직 실험적 근거는 없다. 막과 추가차원 우주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이 사

실은 n차원 초우주의 일부일 수 있다는 가설이다. 우주가 9차원이라면 3차원의 우주가 

더 들어갈 공간이 있을 것이며, 그 우주들 역시 초우주의 표면의 일부일 것이다. 이 표면

들을 '막(Membranes)'이라고 한다. 이 가설 또한 어떠한 실험적 근거도 없다.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은 물리학자들은 아직 양자역학에서 파동함수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이해 못

한다. 다세계 해석은 이를 '우주에서 가능한 모든 시간선들이 사실은 전부 실제한다'고 

제안함으로서 설명하려 한다. 또한 이 시간선들은 무한히 갈라지고 커진다. 어떤 조건에 

한 0과 1의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 안에서 다른 조건에 의해 00, 01, 10, 11의 결과로 

나뉘며, 그 결과들이 또 다른 조건에 의해 무한히 나뉠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사람들

은 살수 있는 무한히 많은 삶들 중에서 하나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

고 있는 것이다. 어떤 면에선 '일어날수 있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정말로 일어나고 있

는데, 그 중 우리가 존재할 만한 장소가 있었던 덕에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면에서, 거품 

우주론과 유사하다. 역시 이 가설도 실험적 근거는 없다. 

우주모형도의 우리우주에서 어미블랙홀을 제거해 보자. 그렇다면 우리공간 위 아래로 

자기선이 존재하며 그 자기선을 막이라 할 수 있으므로, 평행 우주의 논리가 전개될 수 

있을 듯 하다. 그 막은 요동칠 수 있고, 막과 막은 연결될 수도 있고, 공간은 구부려 질 

수도 있고, 그 공간이 서로 연결될 수도 있고, 무한 의 공간에 양자적 현상으로 무한

의 평행 우주가 탄생될 수도 있다. 즉 어미블랙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주는 수학이 

절 지배하게 되며, 그 수학적 계산에 의한 답의 종류는 무한 가 된다. 어미블랙홀이 있

다면 답은 하나만 존재하게 된다. 그 무한  개수의 막을 갇는 무한  평행 우주들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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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어미블랙홀과 충돌하게 되므로 무한 로 발생될 수가 없다. 즉 시간여행 불가능, 공간

을 접어 점프하는 것 불가능,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연결되어 웜홀이 생성되는 것 불가능 

등 모든 SF 영화는 불가능 이라는 것이다. 우리우주는 매우 안정적이다. 과연 SF 영화가 

펼쳐지는 우주가 안정적일 수가 있는가? 모든 다중 우주는 그 어미블랙홀이 절 지배하

는 매우 안정적인 우주이다. 

평행 우주론은 인간이 선택을 하면 전 우주의 복사체가 탄생한다는 것이다. 결국 무

한 의 평행 우주가 탄생한다는 뜻이며, 일반인은 이해 불가능하다. 현재 평행 우주론을 

인정하는 물리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것은 질량 보존법칙, 에너지 보존법칙

, 엔트로피 증가법칙을 철저히 깨트리는 것이다. 현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

하기 때문에 평행 우주론을 인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평행 우주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받아 들이는 것인가? 

A 어미블랙홀과 B 어미블랙홀이 충돌할 경우, 그 안정성은 절 적으로 파괴될까 아니

면 생각보다는 안정적일까 궁금하다. 은하와 은하가 충돌하여 합병될 경우, 생각보다는 

안정적이라 한다. 어미블랙홀과 어미블랙홀이 충돌하여 2배로 거 한 어미블랙홀로 변한

다 할지라도 우리 지구는 생각보다 안정적일 것이다. 만약 SF 영화라고 한다면, 우리지구

는 파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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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절대성 이론 
 

 

7.1 개 요 

 

현 물리학의 양  축은 거시세계를 해석하는 일반 상 성 이론과 미시세계를 해석하

는 양자역학이다. 어미블랙홀 우주론은 우주모형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거시세계 및 

미시세계 모두 적용된다. 천동설은 인간이 하늘을 2D 공간으로 관찰한 인간중심의 상

적 결과이다. 지동설은 우주를 3D 공간으로 인식한 절 적 결과이다. 지구가 도는가 태

양이 도는가 특수 상 성 이론에 질문을 하고자 한다. 그 답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석

할 때는 태양이 돌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석할 때는 지구가 돈다라고 답변할 것이다. 그

러나 답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회전하는 것이다. 즉 절 성 이론이 되어야 한다. 어

미블랙홀 관점에서 절  에너지, 절  중력, 절  공간, 절  시간은 명확하며, xyz는 연

속의 세계, α는 불확실한 입자의 세계, β는 파동의 세계, γ는 파면의 세계이다. 여기서 

파면 γ 은 관찰자 효과에 의해 무조건 입자로 존재하게 된다. 우리우주는 블랙홀 즉 엔

트로피가 지배하는 세계이며, 이것은 차원은 필히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이로서 차원감소법칙이 절 적으로 성립한다. 화이트홀 즉 반엔트로피가 지배하는 세상

은 차원증가법칙이 성립하게 된다. 어미블랙홀이 우리우주를 절  지배하고 있으므로 정

답은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 물리학 이론에 어미블랙홀을 적용한다면, 모든 

것의 이론은 탄생될 수 있을 것이다. 

 

 

7.2 상대성 이론 

 

7.2.1 상대성 이론의 역사 

다음은 나무위키의 내용이다. 상 성 이론은 19 세기 맥스웰의 전자기력 방정식 중에 

뉴턴 역학에 위배되는 공식이 발견된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빛의 속도가 표적인 예이

다.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광속은 언제나 일정하다는 결과가 도출되며, 그 당시 과학자

들을 매우 당황하게 만들었다.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과감하게 원리로 받아들이고, 1905년 

특수 상 성 이론을 제시하여, 뉴턴역학, 상 적 시간, 상 적 공간 등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고전물리학의 결함을 바로 잡는다. 사실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 현상은 로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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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와 피츠제럴드의 설명으로 등장하였는데, 이것의 물리적 의미를 해석해내지는 못하였

다. 그러던 것을 아인슈타인이 고전물리학과 광속 불변의 원리로써 여러 현상을 설명하

게 된다. 1905년 발표된 질량-에너지 동등성은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고, 에너지

가 질량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말한다. 표적인 현상이 핵분열과 핵융합, 그리고 쌍생성

-쌍소멸 이다. 이 원리는 1909년에 핵분열 반응에서 나온 막 한 에너지 문제에서 예측

치와 관측된 값이 들어맞음으로써 증명된다. 아인슈타인은 특수상 론에 이어 '관성 기준

틀뿐만 아니라 가속하는 모든 기준틀에서 성립'하는 이론을 1915년 정립 하였다. 일반 

상 성 이론의 기본 원리가 되는 등가원리를 기반으로 중력장을 기하학의 관점에서 재해

석하게 된다.  

 

7.2.2 특수 상대성 이론 

다음은 위키백과 사전의 내용이다. 특수상 론은 빛의 속도에 견줄 만한 속도로 움직

이는 물체들을 다루는 역학 이론이다. 특수 상 성 이론은 여러 가지 놀라운 예측을 하

는데, 이 예측들은 전부 실험에 의해 검증되었다. 특수 상 성 이론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가정에서 시작한다. 1) 모든 관성계는 동등하다. 2)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어느 관성계에서나 일정하다. 특수 상 성 이론에 의하면 동시성은 좌표계에 따라 상

적이다. 즉 동시라는 것은 좌표계에 따라서 다르게 관측된다는 것이다. 한 좌표계에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라 관측되었더라도 다른 좌표계에서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

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될 수 있다. 시간 팽창은 어떤 관성계에서 상 속도를 가지는 다

른 관성계를 관측할 때 시간이 팽창된 것으로 관측되는 것을 뜻한다. 즉 관성계 A에서 

움직이는 다른 관성계 B를 보면 B의 시간이 상 적으로 느리게 가는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모든 관성계는 동등하기 때문에 역으로 다른 관성계 B에서 관성계 A를 관측하면 A

의 시간이 상 적으로 느리게 가는 것으로 관측된다. 길이 수축(Length contraction)은 어

떤 관성계에서 상 속도를 가지는 다른 관성계를 관측할 때 길이가 수축된 것으로 관측

되는 것을 뜻한다. 즉 관성계 A에서 움직이는 다른 관성계 B를 보면 B의 길이가 상 적

으로 짧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모든 관성계는 동등하기 때문에 역으로 다른 관성계 

B에서 관성계 A를 관측하면 A의 길이가 상 적으로 짧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질량-에너

지 등가성은 질량과 에너지는 완전히 동등하다는 의미로 다시 말해 질량의 정의에 가깝

다. 이 때의 질량을 정지 질량이라 한다. 정지 질량은 어느 관성계에서도 일정하다. 따라

서, 오늘날 일반적으로 상 성 이론에서 "질량"이라 하면 정지 질량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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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일반 상대성 이론 

다음은 위키백과 사전의 내용이다. 일반 상 성이론은 아인슈타인이 1915년에 발표한

, 중력을 상 론적으로 다루는 물리 이론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중력을 다루는 이론 가

운데 가장 정확하게 실험적으로 검증되었다. 일반 상 성 이론은 중력을 시공간의 곡률

이라는, 기하학적 언어로 기술한다. 시공의 곡률(아인슈타인 텐서)은 (우주 상수를 무시하

면) 4차원 운동량 도에 비례하는데, 이를 아인슈타인 방정식이라고 한다. 일반 상 성 

이론에서는 관성계뿐만 아니라 비관성계를 포함한 임의의 좌표계에 해 물리 법칙이 동

등한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일반상 성이론의 원리 및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등가원리: 가속 좌표계에서 지구로 인해 생기는 중력과 중력가속도g로 운동하는 

것으로 인한 관성력은 구분할 수 없다. 

2) 시공간: 일반 상 성 이론에서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은 4차원, 즉 시간과 공간이 

결합된 형태의 연속체'임을 규명했다. 뉴턴이 시공간이 시간과 공간으로 분리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별개의 공간인 점과 공간 위의 한 점에 위치한 물체에 어떠한 영

향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 아인슈타인의 사고실험에서 시공간이 서로 상호

작용함과, 공간 위에 위치한 어떠한 질량을 가진 물체에 하여 공간이 휘어짐을 제시하

였다. 

3) 중력: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중력을 가속운동계에 적용시켰다. 그는 중력가속도g의 

크기만큼 가속하는 가속계 내의 물체와, 중력을 받고있는 물체는 서로 구분이 불가능하

다는 이론을 내세움으로서 가속계를 관성계로 해석 가능함을 보였다. 

4) 중력으로 인한 시간팽창: 위에서 가속계 역시 관성계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속계의 물체는 관성계에서 물체의 이동으로 판단할 수 있고, 특수 상 성이론

에 따라 시간지연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이로서 중력을 받는 물체는 그 물체에 흐르는 

시간이 느려지게 된다. 

5) 공간 왜곡으로 일어나는 현상 

① 빛의 휘어짐: 빛의 움직임을 가속운동계에 적용시켜보면, 그 빛이 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력으로 인하여 빛이 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중력렌즈효과: 이는 일식이 일어날 때 관측할 수 있는 현상인데, 바로 태양의 뒤에 

위치하여 가려져 있던 천체가 태양의 중력에 의한 영향으로 그 빛이 휘어져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흔히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는 것이 이로 인한 현상이다. 

③ 블랙홀: 질량이 매우 큰 천체는 공간을 심하게 왜곡하여 빛마저 삼켜버릴 수 있다. 

6) 일반상 성이론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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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에딩턴의 태양의 일식 관측: 지구에서 별을 관측할 때, 별과 지구 사이에 태양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별의 관측위치를 비교하여 빛이 휘는 것을 관찰 

② 수성의 세차운동: 뉴턴의 이론에 따라 계산하면 100년동안 574´´만큼 이동해야 하

지만, 실제 세차운동 관측결과 43´´정도 오차가 났다. 하지만 일반상 성 이론에 시공간

의 곡률을 고려한 결과 이 차이를 정확히 설명 

③ 중력렌즈: 중력이 렌즈처럼 빛을 휘게 하는 현상이다. 표적으로 퀘이사가 있다. 

퀘이사는 은하의 중력 때문에 지구에서 4개의 빛나는 쌍둥이별로 오인했었다. 

④ 중력파: 천체의 중력붕괴나 초신성폭발 같은 우주현상으로 발생하여 시공간이 일

그러짐이 광속으로 파도처럼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이전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가 최

근 블랙홀에서 발견되었다. 

⑤ GPS: 인공위성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차이가 생기는데 속력과 중력의 작용을 고

려하여 보정해줘야 한다. 

⑥ 블랙홀: 질량이 매우 큰 천체는 공간을 휘게하여 천체를 지나는 빛마저 흡수한다. 

 

7.2.4 그렇게 보이는 것과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가? 아니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가? 질문을 하

고자 한다. 여기서 태양과 지구만을 해석 상으로 한다. 즉 화성의 궤도운동 등의 기존 

지식은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찰자가 지구라면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이고, 관찰자

가 태양이라면 지구가 도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에너지 보존법칙의 개념이다. 에너지 

보존법칙은 A와 B 둘만을 해석하는 양방향성으로서 둘다 정답이라는 것이다. 즉 지구와 

태양만을 해석 상으로 보면 위 둘다 맞을 수 밖에 없다. 엔트로피 증가법칙은 A, B, 그

리고 그 주위의 모든 것을 동시에 해석하는 것이다. 우리우주는 어미블랙홀에 의한 엔트

로피 증가법칙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위 둘 중 하나만이 정답이다. 엔트로피 증가법칙은 

고립계에서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는다이다. 즉 질문은 태양과 지구만을 해석 상으로 

한다고 전제하였으나, 고립계를 해석해야 하며, 태양과 지구의 고립계에서 화성 등이 해

석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이 파악된다. 즉 해석 상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것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7.2.5 행성이 공간을 당기는 것인가? 공간이 행성을 당기는 것인가? 

행성과 공간만을 해석 상으로 한다면, 행성이 공간을 당기는 것인지 공간이행성을 

당기는 것인지 알수 없다. 행성과 공간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것을 동시에 해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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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본 우주론에서는 어미블랙홀이 행성을 당긴 결과 그 행성 주위의 공간이 휘어

진다로 답변한다. 즉 주위 모든 것의 근본 중심은 어미블랙홀이라는 것이다. 

 

7.3 절대성 이론 

 

7.3.1 절대 시공간 

그림 7.1 (a)에 도시되어 있듯이 태양을 중심으로 관찰하면 지구가 돌고, 지구를 중심

으로 관찰하면 태양이 돈다. 여기서 지구에서 화성을 관찰하면 천동설이 이상하다는 것

이 파악된다. 동일한 논리로 A 은하를 중심으로 관찰하면 B 은하가 멀어지고 있고, B 은

하를 중심으로 관찰하면 A 은하가 멀어지고 있다. 이것은 상 적 관점이다. 이 현상은 

그림 5.2의 빅뱅 중심 또는 그림 5.4의 평편한 우주 공간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본 

우주론에서는 그림 (b)와 같이 어미블랙홀을 중심으로 우주공간이 수직방향으로 팽창하

므로 은하들은 자연적으로 서로 멀어지게 된다. 그 멀어지는 정도는 A 은하 및 B 은하뿐

만 아니라 모든 공간에서 동일하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절 적 관점이다. 양방향성인 에

너지 보존법칙으로 우주를 해석하면, 불가능한 현상이 가능한 현상으로 변하게 된다. 방

향성인 엔트로피 증가법칙으로 우주를 해석하면, 불가능한 현상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다.  

그리스 문명 시 에 관찰 가능한 우주는 밤하늘의 2차원 공간이다. 그 2차원 공간에 

차원 하나를 더하여 인간의 머리 속에서 3차원으로 계산을 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

가 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우리우주는 관찰 가능한 3차원 공간에 관찰 불가능한 공간 

하나가 추가되어, 4차원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절  시간에 의한 절  변화가 

추가된다. 일반 상 성 이론에서의 시간은 어미블랙홀 방향 공간의 휘어진 정도로서, 그 

시간은 중력으로 인한 물체의 움직임이 느려지는 정도이다.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가 

그림 7.1 상  시공간과 절  시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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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쳐져 있고, 어미블랙홀을 중심으로 우주가 펼쳐져 있다. 

우주모형도에서 어미블랙홀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빨간색의 3D xyz 공간의 왜곡만 존

재하게 된다. 그 그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몇 개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파악된다. 

그 공간에는 인간이 살고 있으며, 나의 관점이냐 너의 관점이냐에 따라 물리학적 논쟁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본 우주론에서는 어미블랙홀이 우주를 절  지배하고 있다고 가정

한다. 즉 인간의 존재 유무와 전혀 관련 없이 절  시공간이 펼쳐져 있다는 뜻이다. 나 

또는 너의 상 적 관점에 의해 우주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미블랙홀이 우리우주를 

절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절  시공간 좌표계가 적용되어야 한다. 우주모형도 우측상단

에서 보여 지듯이 거시적 관점에서 공간은 연속의 XYZ 좌표와 그 수직방향으로 양자화

되어 휘말려 굴곡진 a 좌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절 적 변화인 절 시간 t 가 추가된다. 

우리우주는 휘말려 굴곡진 a 좌표의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시간

은 상 적 시간으로서 a 좌표가 안쪽으로 들어간 정도이다. 아원자 세계의 미시적 관점

에서 a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에 b 공간이 휘말려 굴곡져 있고, 그 b 공간에 c 공간

이 휘말려 굴곡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주를 해석하는 거시적 관점에서는 4

차원 공간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양자의 세계를 해석하는 미시적 관점에서는 6차원 공간

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 공간의 모양에 해서는 제 8 장에서 세부적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7.3.2 절대 좌표계 

다음은 위키백과의 글이다. 뉴턴 역학에서는 물체의 자연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으로 

정의하고 절  공간에 하여 등속 직선 운동하는 모든 좌표계를 관성 좌표계로 전제하

였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절  공간은 부정되었고 특히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

성 이론과 일반 상 성 이론은 뉴턴 역학을 아우르는 좀 더 큰 범주에서 시간과 공간 그

리고 힘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체계를 제공하였다. 뉴턴이 살던 시 에 항성 주위 어딘가

로 간주되었던 절  공간은 그 후 에테르라는 가상의 매질이 절  운동의 기준인 것으로 

믿어졌고, 마이켈슨 몰리 실험으로 그것이 존재 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마이켈슨 몰리 실

험은 에테르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빛의 속력이 일정함

을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광속이 일정하다는 것은 맥스웰 방정식으로는 

쉽게 보일 수 있었지만 뉴턴 역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뉴턴 역학에 의하면 광원의 

속도에 따라 광속은 달라지며 심지어 무한 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은 광

속이 불변임을 받아들인다.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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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갈릴레오 변환이 아닌 새로운 변환체계가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특수 상 성 이

론에 등장하는 수학적인 계산 부분인 ‘로렌츠 변환’ 이다. 이것은 각 관성계에서 나름

로 측정한 물리량들은 제각기 다를 수 있는데 한 관성계에서 관찰한 물리량 값에서 다른 

관성계에서 측정한 물리량 값을 계산할 수 있는 절 적인 규칙이다. 특수 상 성 이론의 

두 가지 전제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 2) 진공에서 

빛의 속도는 일정하며 광원의 움직임과 무관하다. 이것은 결국 ‘광속의 일정함’을 모든 

관성계에서 성립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특수 상 성 이론은 맥스웰의 전자기학 때

문에 깨어질 수 있었던 ‘갈릴레오의 불변 원리'를 갈릴레오 변환이 아닌 로렌츠 변환을 

적용함으로써 살려낼 수 있었다. 그 필연적인 결과로 ‘시간과 공간은 별개의 것이 아니며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상 적이다’ 라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이로써 물리법칙은 모

든 관성계에서 같은 형태로 기술되며 절  공간은 물리적으로 무의미한 것이 된다. 아인

슈타인은 특수 상 성 이론은 1916년 일반 상 성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특수 상 성 이

론이 서로 등속 직선 운동 하는 관성계라는 특수 상황을 바탕으로 했다면 일반 상 성 

이론은 가속되는 좌표계까지 포함하는 이론이다. 일반 상 성 이론의 기본 원리는 ‘등가 

원리'로서 가속도의 효과와 힘은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속되는 계에서 나타나는 가

속도 효과는 뉴턴 역학에서 말하는 가상의 힘인 ‘관성력’이다. 그러나 ‘관성력’과 ‘중력’을 

구분할 수 없으며 동등하다. 예를 들어 구심 가속도가 g 인 비관성계는 중력이 작용하는 

관성계와 구분할 수 없다. 결국 어떤 계가 가속운동을 하느냐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느냐

와 관계없이 모든 좌표계는 동등하다. 가속되는 한 계의 관성력은 다른 계에서 다른 형

태의 실제 힘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뉴턴 역학의 적용을 위한 전제였던 관성 

좌표계는 특수 상 론에 의해 모든 물리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좌표계로 확장되었고 

절  공간 개념은 폐기되었다. 또 일반 상 론은 가속도 효과와 중력을 통합하고 그것을 

모든 자연 현상에 적용함으로써 관성계와 비관성계의 경계를 허물었다. 

관성이 발생하는 원인에 해서는 제 9 장 중력에서 세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우주

모형도에서 어미블랙홀이 없다면, 휘어지고 왜곡된 공간의 우주에서 관성 좌표계를 어떻

게 적용해야 하는가의 논쟁은 필히 발생될 수 밖에 없다. 시간은 왜곡되는 것이 맞는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상 적 시간은 나 또는 너의 움직임과 모양이 왜곡되는 것으로서, 

우리공간의 수직방향으로 양자화된 공간의 왜곡된 정도를 빛의 속도와 연결한 것이다. 

절 시간은 어미블랙홀이 전 우주적으로 이끄는 변화의 방향으로서 왜곡될 수가 없다. 

어미블랙홀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공간은 연속 XYZ 차원과 그 수직방향으로 

양자화된 a 차원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XYZa 4차원 공간에 절 시간 t 를 합하여 우주를 



 

- 118 - 

 

해석해야 한다. 절  관성계, 절  좌표계, 절  시간이 존재하며, 모든 것은 어미블랙홀

을 기준으로 해석된다. 

 

7.3.3 어미블랙홀의 자기장 회전속도가 빛의 속도이다  

우주모형도에서 도시되어 있듯이 공

간은 어미블랙홀에 의해 양자화되어 있

다. 어미블랙홀이 뿜어내는 자기장은 그 

양자화된 공간 표면을 따라 빛의 속도

로 흐르고 있다. 여기서 N 자기장은 북

쪽 자기장 중심축에서 남쪽 자기장 중

심으로 공간 표면을 흐르며, S 자기장은 

반 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반공간 표면을 흐른다. 이것이 빛이 진공에서 빛속도를 갖는 

근본 원인이다. 그림 7.2 (a)와 같이 직선 파이프에 물을 1 m/s로 흘려보내 보자. 물의 속

도는 당연히 1 m/s이다. 직선 파이프를 (b)와 같이 S 자 모양으로 휘어 보자. 그러면 물

의 속도는 얼마인가? 1 m/s로 변하지 않는다. 즉 공간이 휘어지고 왜곡 되어도 빛의 속도

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림에서 파이프의 윗쪽이 북극 자기장 중심이고 파이프의 

아래쪽이 남극 자기장 중심이다. 그 사이에 (c)와 같이 어떤 싱크가 있다면, 그 싱크로 빠

져드는 물의 속도는 얼마인가? 그 속도는 1 m/s가 아니라 파이프와 싱크의 압력차에 의

해 결정된다. 그 싱크가 바로 밤하늘의 자식블랙홀이다. 따라서 공간에 구멍이 뚤리지 않

은 이상 진공에서의 빛속도는 상수이다. 그림 (d)에서 어미자기장은 밑바닥을 1 m/s로 흐

르고 있고 그 위에 알갱이가 있다. 따라서 파이프 입구에서 알갱이는 1 m/s로 굴러간다. 

더 정확히는 광자가 펴져서 진공에서의 빛 속도의 파선으로 직진한다. 그 알갱이가 장애

물을 만나면 속도가 0.5 m/s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서 그 밑바닥에 흐르는 어미자기장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매질을 통과하는 빛의 속도가 줄어드는 원인이다. 그 

매질을 통과하면 알갱이는 다시 1 m/s 속도로 직진한다. 100% 투명한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그 위에 통나무가 떠내려 가는 상황과 같다. 우리 눈에는 통나무는 보이난 100% 

투명한 시냇물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xyz 공간에 양자화된 a 공간이 

있고, 어미자기장은 그 a 공간을 따라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고, 그 자기장의 이동이 

양자화된 a 축 공간에 숨어있는 광자를 빛의 속도로 회전시킨다. 숨어서 빛의 속도로 회

전하고 있는 알갱이가 어떤 원인에 의해 xyz 우리세계로 튀어나오면, 알갱이가 펼쳐지면

서 빛의 속도로 직진하는 파선이 된다. 

그림 7.2 어미자기장의 속도와 빛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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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미자기장은 어미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며, 할미자기장이 어미의 첫번째 자기장과 접

촉하는 순간, 어미 자기장이 빛의 속도로 빨아 당기므로, 어미의 사건의 지평선에서 할미 

자기장이 뚝 끊겨 우리 세계에서 빛인 광자가 발생된다. 할미자기선을 잡아당기는 어미

자기선의 회전속도는 변하지 않으므로 그 에너지 E는 mC2이 된다. 양성자는 4차원 세상

에서의 원자이다. 그 양성자가 우리세상으로 침투할 때 어미 공간(자기장) 일부를 끊게 

된다. 이것이 전자 중성미자이다. 즉 전자중성미자는 어미자기선 중 일부가 끊겨 알갱이

로 된 것이고, 광자는 사건의 지평선에서 할미자기선이 끊겨 알갱이로 된 것이다. 

어미블랙홀이 성장함에 따라 어미블랙홀의 자기장 이동 속도 역시 증가하는가에 해 

궁금해 진다. 만약 서로 비례한다면, 절 시간에 따라 빛 속도는 변한다는 것이므로, 모

든 물리학적 계산은 다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빛의 속도는 무조건 상수라고 한

다면, 모든 다중 우주에서 빛의 속도는 동일해 진다. 즉 모든 다중 우주의 물리법칙은 동

일하다는 뜻이다. 자석에서 자기장이 방출된다. 자석의 종류나 자기장의 모양 및 위치 변

화에 따라 그 자기장 회전 속도가 다를까 아니면 같을까? 절 시간에 따른 빛속도의 변

화 여부는 물리학 책에 답이 이미 제시되어 있다는 뜻이다. 일반 상 성 이론에서의 전

제가정은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가 아니라, 진공 속에서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이다. 즉 

진공 속이라는 제한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어미블랙홀 자기장은 어떠한 곳에서든지 

진공에서의 빛속도로 회전하고 있다가 범용 표현이다. 결국 위 둘은 같은 말이다. 

 

7.3.4 질량이 변하는가? 중력가속도가 변하는가? 

우주모형도에서 xyz1(t)와 xyz2(t)가 도시되어 있다. 1 번 행성의 중력이 갑자기 커졌다

고 가정한다면, 그 행성은 어미블랙홀을 향해 들어가게 된다. 그래도 위치는 xyz1으로 동

일하다. 단지 우리가 이해 불가능한 a 축으로의 좌표가 변한 것이다. 어미블랙홀에 가까

워질수록 그 물체의 질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되므로 그 물체의 변화 정도는 감소하게 되

며, 이것은 그 물체의 생체 시간이 지연되는 것과 같다. F=mg 에서 F는 증가하였다. 과

연 그 물체의 질량 m이 증가한 것인가? 아니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가속도 g가 증

가한 것인가? 상 적 관점에서는 m과 g 둘 중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 절 적 관점에

서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가속도가 변한 것이다. 

 

7.3.5 절대 시공간 방정식 

그림 7.3에는 절  시공간 방정식이 도시되어 있다. 우주모형도에서 보여지듯이 우리

우주 공간은 3차원 구체 표면에 펼쳐져 있다. 원의 방정식은 X2 + Y2 = R2 이고, 구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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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은 X2 + Y2 +Z2 = R2 이다. 따라서 

우리우주의 방정식은 어미블랙홀을 원

점으로 X2 + Y2 + Z2 + A2 = R2 이다. 여

기서 R은 우리우주와 어미블랙홀 사이

의 거리이며 그 R 값을 찾는 것이 핵

심 사항이다. R 값을 찾는 첫번째 방법

은 6.6 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약 10 

억 광년 크기의 슈퍼보이드 2개의 상 거리이지 않을까 한다. 두번째 방법은 현재 알려

진 물리학적 수식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3에서 R 거리를 결정 짓는 것

은 그 지점에서의 중력 G와 시간 T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우주공간에 절 중력이 0 인 

지점에서는 G = 0이고, 시간은 최  TLim로 빨리 흐른다. 우주공간에 행성이 존재하면, 그 

행성으로 인해 공간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들어간 정도가 중력 G이고, 그만큼 

시간 T는 느려지게 된다. 밤하늘의 블랙홀에서는 중력은 최  GLim가 되고, 시간은 T = 0 

즉 멈추게 된다. 중력을 길이로 환산할 수 있고, 시간 역시 길이로 환산할 수 있는 수식

이 기존 물리에서 유도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 보자. 그렇다면, 중력길이 L(G)와 시간길이 

L(T)의 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R은 L(G) + L(T)이며, 절  시공간 방정식은 X2 + 

Y2 + Z2 + A2 = [ L(G) + L(T) ]2 이고, L(TLim) = L(GLim) 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GLim 값은 

α β γ 3 차례 폭발이 발생한 자식블랙홀의 중력이며, TLim 는 절 중력이 0 인 공간에서의 

시간이다. 필라멘트 구조의 보이드 공간이 절 중력 0과 가깝지 않을까 여겨진다. 위 절

 시공간 방정식을 우리우주 공간에 적용하면 상  시공간 방정식 x2 + y2 + z2 = l2(g) + 

l2(t) 로 표현되지 않을까 한다. 우리우주 공간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A 항은 사라지며, 상

중력과 상 시간이 수직방향으로 표현되지 않을까 한다. 

물리학적 변수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전자기력 및 강력은 시공간과 관련 없다. 관성력

과가속도는 중력으로 표현될 수 있다. 속도는 거리와 시간으로 표현된다. 즉 R 값을 결

정하는 인자는 중력과 시간일 것이다. 위 수식에 오류가 분명 있을 것이다. 본 우주론에

서 여러 번 강조하였듯이, 그림을 정확히 도시하면 수식 역시 정확히 유도될 것이며, 절

 시공간 방정식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는 제안에 의의를 둔다.  

  

7.3.6 나의 공간 수축과 시간 팽창 

그림 7.4에는 어미블랙홀을 중심으로 절  좌표계가 도시되어 있다. 그림 7.3의 좌표

계와 다르게 도시되어 있으며, 좌표계 도시가 서로 틀렸을 수도 있다. 즉 본 우주론은 아

그림 7.3 절  시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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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정립된 것이 아니며, 그럴듯한 그림과 설명을 제안하는 것이 본 저서의 목적이다. XYZ 

좌표는 우리우주 공간을 뜻하며, a 좌표는 어미블랙홀이 존재하는 수직방향을 뜻한다. 주

황색은 빛의 특성으로서 어느 공간에서든지 그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a)에서 보라색 길

이 Object는 멈춰있는 큰 우주선의 시작과 끝의 길이이다. 여기서 이해의 편의상 우주선

의 길이는 수억광년으로 과장되게 표현되었다.  

공간에서 중력이 커질수록 a 축은 어미블랙홀 쪽으로 휘어지게 된다. 중력 g1을 받고 

있는 우주선은 a1에 위치하고, 중력 g2를 받는 우주선은 a2에 위치하고, 중력 g3를 받고 

있는 우주선은 a3에 위치한다. 위 3 가지 상황 모두 XYZ1에서 XYZ2로 우주선은 펼쳐져 

있다. 즉 우주선의 절 길이는 중력이 증가함에 따라 수축된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림에서 a 축과 어미블랙홀을 삭제해 보자. 그러면 우주선의 공간 및 체적이 수축

되었는지 알수가 없다. 줄자로 우주선을 길이를 측정한다고 하였을 때, 줄자 역시 동일하

게 수축되었기 때문에 우주선의 길이는 항상 동일하게 측정된다. 절  변하지 않는 것은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이다. 따라서 주황색의 빛을 쏘아서 우주선 길이를 측정한다면 그 

길이가 수축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나의 시간 역시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그림 7.3에서 서술하였듯이 공간수축과 시

간팽창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 중력이 강하면 세포활동 및 신경신호전달 등을 포함한 나

의 모든 것이 느려질 수 밖에 없다. 즉 중력이 증가하면 공간의 시간은 팽창하게 된다. 

우주선 안에 있는 내가 XYZ1에서 출발하여 XYZ2로 달려가 보자. 속도가 변하지 않는 빛

의 관점에서, a1은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b1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c1은 기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는 분명 달리고 있다. 공간의 시간 자체가 팽창하였고, 나는 그 

공간속에 있다. 그림 (a)에서 a1은 아파트 맨 윗층이고, a2는 중간층이고, a3는 맨 밑층이

다. 맨 윗층의 시간이 가장 빠르고, 맨 밑층의 시간이 가장 느릴 것임이 파악된다.  

그림 7.4 중력 증가에 따른 공간수축과 시간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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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XYZa 좌표계로부터 어미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그 공간의 중력가속도가 증가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즉 나의 질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가 증가한 것이다. XYZ 좌표계로 생각한다면, 나의 질량이 증가하게 된다. 결국 

F=mg에서 m이 변하는가 g가 변하는가의 질문이며, 수학적 관점으로 상호 동일한 것이

다. 

그림 (b)는 XYZ1a1에 멈춰있는 우주선이 가속을 한 후 등속을 한 경우이다. 가속이 

클수록 어미블랙홀과 가까워져 중력이 커지게 된다. 그 이유는 제 9 장 중력에서 세부적

으로 서술하고 있다. 해석은 (a)와 동일하다. 중력, 관성력, 가속력은 서로 동일하다는 것

을 파악할 수 있다. 즉 내가 가속을 하면 공간을 어미블랙홀 방향으로 휘게 한다는 것이

다. 따라서 가속을 할수록 공간은 수축되고 시간은 팽창된다.  

 

7.3.7 너의 시간 팽창  

특수 상 성 이론에서 길이 수축은 어떤 관성계에서 상

속도를 가지는 다른 관성계를 관측할 때 길이가 무조건 수축

된 것으로 관측된다는 것이며, 시간 팽창은 이 역시 무조건 

시간이 팽창되는 것으로 관측된다는 것이다. 

그림 7.5에는 B가 속도를 가지고 지나갈 때, A1과 A2는 어

떠한 영향을 받는가에 한 질문이다. 행성이 지나간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A2는 행

성의 중력 즉 공간의 휘어짐에 끌릴수 밖에 없고, A1은 거리가 충분히 멀다면 행성의 중

력에 끌리지 않는다. B가 속도를 갖고 움직인다면, 그 속도에 의해 공간이 휘어질까? B가 

그 속도를 내기위해서는 정지상태에서 가속을 해야 한다. 가속은 중력과 구분되지 않는

다. 즉 가속은 공간을 휘게하고, 등속은 그 휘어진 공간이 유지되는 것이다. 세부적인 사

항은 제 9 장 중력에서 서술하도록 한다.  

그림 7.6에는 중력차에 의한 너의 공간 수축과 시간 팽창이 도시되어 있다. 그림 7.4

에서는 우주전체를 표현하였으므로 XYZ 축을 휘어지게 도시하였고, 그림 7.6은 공간의 

작은 일부만 도시하였으므로 XYZ는 직선으로 도시된다. A와 B는 각각 다른 중력에 정지

해 있다. 여기서 가로축 방향은 XYZ 공간이고, 세로축 방향은 우리공간의 수직방향이고, 

주황색은 어미블랙홀로 휘어진 XYZa 공간을 뜻한다. 그림 (a)에서 A의 공간좌표계는 

XYZA이므로, A가 B를 보면 B’으로 보이게 된다. B의 공간좌표계는 XYZB이므로, B가 A를 

보면 A’로 보이게 된다. 여기서 XYZA - XYZB 는 Δa로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차이

다. Δa는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계산될 수 있으며, 이것은 또한 

그림 7.5 속도와 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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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상 성 이론의 로렌츠 변환과 연결될 것이다. A가 B’를 향해 빛을 쏘면 그 빛은 공

간을 따라 B로 가게 된다. 여기서 A는 분명 B’를 향해 빛을 쏘았고, 그 빛이 도달해야 하

는 시간은 t’이고 거리는 C · t’로 생각하나, 실제 현상은 빛은 t 시간 걸려 거리 C · t를 

이동하게 된다. 시간은 t – t’ 만큼 더 증가되었고, 거리는 C · ( t – t’ ) 만큼 더 증가되었

다. 이번에는 B가 A’를 향해 빛을 쏘면 그 빛은 공간을 따라 A로 가게 된다. 설명은 위

와 동일하다. 즉 누가 누구를 바라보던지와 상관없이 빛은 생각하는 것보다 무조건 시간

이 더 걸린다는 것이다. 

그림 (b)는 A가 B의 중력 영향권 내에 존재하는 경우이다. 그림 (a)와 동일한 상황임

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c)는 A가 B의 중력 영향권 밖에 존재하는 경우이다. A와 A1의 

거리는 A’와 B1의 거리와 정확히 같으므로, 그림 (c)는 결국 그림 (a)와 동일한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d)는 A와 B가 서로 다른 중력을 갖는 경우를 도시한 경우이다. 빛

이 여행한 거리는 ACB임이 파악된다. 여기서 AC 거리를 위로 칭시키면 -AC 거리가 

된다. 그림 (e)는 A와 B의 중력이 무한 에 가까운 것을 표현한 그림이다. 논리는 (d)와 

동일함을 볼 수 있다.  

그림 (a)에서 A는 멈춰있고, B는 등속운동을 한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B가 정지하면 B’

로 향한다. 상황은 중력차와 동일함을 볼 수 있다. A는 그림 7.5에서 A2 위치에 있다고 

가정한다. B가 A를 향해 다가온다면 그림 (b)가 된다. 서로의 시간은 느리게 보이나 그 

느림의 정도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B가 A를 스칠 때, 양자의 시간은 동일해 진다. 즉 정

상적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B가 A와 점점 멀어질 때, 서로의 시간은 느리게 보이고, 

그 느림의 정도는 점점 증가하게 된다. B가 매우 멀어졌을 때는 그림 (c)와 동일하다. A와 

그림 7.6 중력과 속도에 의한 시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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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서로 속도를 갖을 때는 그림 (d)와 일치한다. A와 B가 서로 가까워 질 때, 서로 멀어

질 때, 동일한 방향으로 나란히 직진할 때 등등 결과는 모두 같다. 그림 (e)는 A와 B가 

무한 에 가까운 속도를 갖을 때를 표현한 것이다. 분명 A와 B는 매우 가까이 있다. 그

러나 빛이 여행하는 시간은 매우 멀다. 그림 7.6은 기초적인 상황만을 도시하였고, 이를 

응용하면 다양한 상황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누가 누구를 바라보던지와 상관없이 상 방의 시간은 무조건 느리게 가

는 것처럼 관찰되고, 너가 나와 점점 가까워지면 느림의 정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점

점 멀어지면 느림의 정도가 점점 증가하게 되고, 공간의 휘어짐을 벗어나면 그 느림의 

정도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본 우주론의 핵심은 그림을 정확히 잘 그려보자 이다. 공

간은 직선으로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곡선 형태로 휘어질 것이므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한 계산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될 것으로 여겨진다. 

 

7.3.8 생명체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면 그 생명체의 소비에너지는 증가한다 

물리학에서 흔히 드는 예로서, 쌍둥이 A는 지구에 계속 있고, 쌍둥이 B는 빛의 속도

에 가까운 우주선을 타고 여행하였을 때, A의 시간은 20년 지났으나, B의 시간은 10년 지

났다는 것이다. 즉 우주여행을 한 B는 지구의 A에 비해 젊다는 것이다. B가 젊은게 맞을

까? A는 20년 동안 밥을 20 x 365 x 3 = 21,900 그릇을 먹었다. 그렇다면 B는 10 x 365 x 

3 = 10,950 그릇 먹었을까? B에 작용하는 중력이 커졌으므로 B의 모든 세포들이 그 중력

에 저항하여 움직이기 위해 매우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즉 B의 나이는 작게 되나 생체

노화는 급격히 진행된다는 것이다. 수학은 내가 알고 싶은 그것만 계산하면 되나, 물리는 

그 결과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모든 것을 파악해야 한다. 미래로의 시간여행 

방법 중 하나가 우주선이 블랙홀 근처를 회전한 후 다시 지구로 되돌아 오는 것이다. 예

를 들어 블랙홀 근처에서 10년을 보내면 지구에서는 1,00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다. 

지간 지연은 정확히 맞다. 그러나 그 강력한 중력에 나의 몸이 급격히 노화가 될 것이다. 

즉 시간이 지연되는 것과 생명체의 노화 정도는 다르다는 것이다. 

 

7.3.9 물체가 빛의 속도가 간다면 모든 것은 파동성이 된다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가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우주선 밖의 광경이 어떻게 보일까? 

빛의 속도로 가면 내가 멈추는 것이지 세상이 멈추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주선이 빛

의 속도로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발생한다. 물체가 빛의 속도로 가면 질량이 무한 가 되

기 때문에, 무한 의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 따라서 물체가 빛의 속도로 간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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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다. 이것을 그림 7.4로 해석해 보자. 그림 7.4 (a)에는 정지한 상태에서 빨간색 전

자의 스핀과 중력레벨에 따른 전자의 크기가 도시되어 있다. 돌돌말린 자유전자는 탄성

체이다. 즉 회전이 주어지면 돌돌말려 있고, 회전이 사라지면 말린 것이 풀어져 파선으로 

존재하게 된다. 주황색의 어미자기선이 빛의 속도로 자유전자를 회전 시키므로, 자유전자

는 스핀을 갖는 입자로 존재하게 된다. a1에 위치한 전자는 크기가 크나, a3에 위치한 전

자는 큰 중력으로 인해 크기가 매우 작아진다. a1에 위치한 전자는 크므로 빛의 속도로 

가속할 수 있을 듯 하다. a3에 위치한 전자는 매우 작다. 즉 모든 것이 매우 작게 변하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가속하는 것은 무한 의 에너지가 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림 (b)와 같이 우주선 또는 자유전자가 가속 또는 등속 운동을 한다. 자유전자가 정지해 

있으면, 어미자기선의 빛 속도 회전력에 의해 자유전자는 돌돌말린 알갱이로 존재하게 

된다. 자유전자에 속도가 존재하면 어미자기장의 빛 속도와의 속도차가 줄어들게 된다. 

즉 돌돌말린 알갱이가 그 속도차만큼 풀어져 파동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자유전자가 빛

의 속도로 가면, 어미자기장의 빛 속도와 동일해지기 때문에 돌돌말릴 수가 없다. 즉 자

유전자는 완벽히 파동성으로 변화되며, 이것은 우주선의 모든 상황이 파동성으로 바뀐다

는 것을 뜻한다. 우주선이 빛속도의 0.9 배로 갈 때, 내가 버튼을 누르면 그 버튼이 눌러

질까? 나의 손도 흐물흐물 해지고, 버튼도 흐물흐물 해진다. 즉 손이 버튼 속으로 푹 들

어가게 될 것이다. 그 흐물흐물해진 우주선이 정지하면 원래 우주선 상태로 되돌아 올까? 

되돌아올 가능성도 있으나, 산산조각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주공간에 있

는 우주먼지가 우주여행 중인 우주선 안쪽으로 침투하여 우주선의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7.3.10 만유인력법칙은 절대성이 맞는가? 

만유인력법칙은 절 공간과 절 시간을 해석하고, 일반상 성이론은 상 공간과 상

시간을 해석한다. 그런데 만유인력 법칙은 행성 A와 행성 B가 서로 당긴다는 법칙이다. 

즉 행성 B가 없다면 당길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 방이 있어야만 하는 법칙이다. 

일반상 성이론에서는 행성이 주위 공간을 잡아 당겨 공간이 휘어진다고 설명한다. 이것

은 행성이 절 적으로 공간을 잡아 당긴다는 뜻으로 절 성 이다. 즉 상 성 물체에 절

성 좌표계 그리고 절 성 물체에 상 성 좌표계로 서로 어긋난 것 같다. 

달을 지배하는 것은 지구이다. 지구와 달만을 해석 상으로 할 때, 지구를 중심으로 

달은 절 적으로 해석된다. 지구를 지배하는 것은 태양이다. 지구와 태양만을 해석 상

으로 할 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절 적으로 해석된다. 태양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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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중심에 있는 초거  블랙홀이다. 논리는 동일하다. 그 초거  블랙홀을 절 지배하

는 것은 어미블랙홀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만유인력법칙에 어미블랙홀을 적용하면 

절 성이 확보될 것이다. 어미블랙홀 우주론은 어미블랙홀 관점에서 모든 것을 절 적으

로 해석해야 하는 절 성 법칙이다. 그림 7.4에는 XYZa 좌표계를 적용하였으나, 어미블랙

홀 중심으로부터 θ φ ρ 의 각좌표계와 그 반지름 a 좌표계 즉 3차원 구좌표계가 우리우

주의 절 좌표계로 타당할 듯 한다.  

 

 

7.4 휘말려 굴곡져 양자화된 공간 

 

다음은 위키백과 및 나무위키의 내용

을 정리한 글이다. 길이, 에너지, 운동량, 

퍼텐셜 등의 어떤 물리량이 부드럽게 연

속값을 취하지 않고 특정 최소단위의 정

수배로 표현될 때, 그 최소 단위의 양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양자quantum"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quantus"에서 유래했

으며, 이것은 "얼마나 많이how much"라

는 뜻이다. 물리량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 혹은 '더 이상 해상도를 

높일 수 없는 최소 단위(불확정성 원리)'

가 존재한다는 아이디어는 현  과학이 

양자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었다. 어떤 물리적 양이 연속

적으로 변하지 않고 어떤 고정된 값의 정수배만을 가지는 것을 가리켜 그 양이 ‘양자화(

띄엄띄엄)되었다’고 한다. 미시세계의 모든 물질들은 그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양자

역학(Quantum Mechanics)은 분자, 원자, 전자와 같은 작은 크기를 갖는 계의 물리학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양자 역학은 굉장히 정확하나, 빠르게 움직이는 작은 입자에서는 양

자 역학이 완전히 먹혀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일 때는 상 성이

론까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상 론적 양자역학이라 부른다. 전공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정도를 넘어서 전공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비상식적인 내용들을 많이 포

그림 7.7 휘말려 굴곡져 양자화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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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고 있다. 양자역학의 세계는 본질적으로 확률과 비결정적 세계이다. 예를 들어 전자

나 양성자 등이 어떤 공간에서 발견되는 것도 단지 거기 있을 확률이 클 뿐이라는 것이

다.  

그림 4.4 (d)에서는 어미블랙홀이 공간을 당긴다는 관점으로 공간의 양자화를 서술하

였다. 이번에는 어미블랙홀이 공간을 휘어만다는 관점으로 공간의 양자화를 이해해 보자. 

이것은 그림 4.4 (c)와 같다. 책상위에 손수건이 있다. 이것은 분명 가로 세로의 2차원 연

속 공간이다. 그 가운데에 동전을 놓고 돌려보면 그림 7.7과 같이 가로 세로 공간이 휘

말려 굴곡진 양자화된 공간이 된다. 그림 7.7로부터 공간이란 무엇인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듯하다. 분명 가로 세로의 평면 연속 2차원 공간이 휘말려 연속 1차원 선 + 그 

수직방향으로 왼쪽면과 오른쪽 면의 골짜기 + 알수 없는 높이 방향으로 변했다. 우리는 

골짜기 중심의 xyz 세상에 살고 있고, 그 옆은 알수없는 이상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세부

적인 사항은 제 8 장에서 서술하도록 한다.  

 

 

7.5 질량-에너지 등가원리 E=mC2 

 

7.5.1 질량-에너지 보존법칙? 

질량-에너지 등가 원리의 공식은 E=mC2이다. 보다 정확히 서술하자면 ΔE=ΔmC2으로

서, Δ는 사라진 질량을 뜻한다. 여기서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위 두 수식은 

같은 것이다. E=mC2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첫번째는 우리세상에서 질량이 에

너지로 바뀌고 또는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질량은 우리세상을 

탈출하고 그와 상응되는 에너지가 우리세상으로 유입된다는 것 또는 에너지가 우리세상

을 탈출하고 그와 상응되는 질량이 우리세상으로 유입된다는 것이다. 양자 모두 수학 공

식은 E=mC2이다. 현 물리학의 관점은 첫번째이고, 본 우주론의 관점은 두번째이다. 첫번

째는 질량과 에너지 합 보존법칙이고, 두번째는 질량보존법칙과 에너지보존법칙 각각이

다. 둘다 정확히 수학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엔트로피 증가법칙이 있다. E=mC2 공식은 

엔트로피 증가법칙을 만족하는가? 어떤 현상의 발생원리를 모른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엔트로피 증가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엔트로피 증가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는 해석하고자 하는 상과 그 주위 모두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경우 

질량-에너지 보존법칙이 매우 편리하게 된다. 이것은 무조건 성립하는 법칙이고, 질량이 

에너지로 변했다 또는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했다고 답변하면 끝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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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현상의 발생 원리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핵심이므로, 질량-에너지 등가원리에 의문

을 제기할 수가 없다. 우리우주는 방향성 즉 엔트로피 증가법칙이 지배하고 있다. 

에너지가 끈처럼 생겼다는 가정하에 그 끈들이 무수히 모이면 질량이 탄생된다로 그

림은 그려질 듯 하다. 질량이 에너지로 변화되었다면, 질량이 쪼개지는 중간 과정이 그림

으로 그려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질량과 에너지가 탈출 및 유입되는 과정은 제 8 장에

서 세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7.5.2 진공에너지 

진공에너지는 진공인 공간이 가진 에너지이다. 진공에너지는 우리의 관점으로 서술된 

것으로서, 우리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이상한 에너지이다. 우주모형도를 

보면 우리가 진공에너지라 부르는 것은 명확히 그림이 그려지고, 그 자기장의 회전 속도

는 빛의 속도이고, mC2의 에너지를 부여한다. 그 진공에너지의 원인은 어미블랙홀이다. 

따라서 모든 물리학 공식을 절 성 관점으로 서술한다면 많은 의문점들이 풀리게 될 것

이다. 진공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세상으로 뽑아 낼 수 있을까? 우리세상은 엔트

로피 증가법칙이 지배한다. 즉 자연적 상태에서 에너지는 고위 에너지에서 저위 에너지

로 흐른다는 것이다. 강제로 진행한다면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이 엔트로

피 증가법칙이다. 에너지 종류 별로 그 가치를 평가하면 일E = 운동E = 위치E = 진공E > 

태양E > 화석E > 열E 이다. 일에너지,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는 100% 가치있는 것이고, 

진공에너지 역시 100% 가치있는 에너지이다. 진공에너지로부터 가치가 낮은 태양에너지

가 생성되며, 태양에너지로부터 가치가 더 낮은 화석에너지가 생성되며, 화석에너지로부

터 가치가 더 낮은 열에너지가 생성된다. 이것이 에너지 흐름의 자연스러운 방향이다.  

 

7.5.3 등가성 vs 방향성 

엔트로피는 방향성을 나타낸다. 즉 변화에는 필히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질량

이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 엔트로피 증가법칙이라면,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는 것은 반

엔트로피 증가법칙인가 의문이다. 빅뱅의 논리는 빅뱅 초기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었다

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듯 하다. 빅뱅 당시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었고, 현재는 

핵융합 핵분열 등과 같이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면, 먼 미래에는 에너지가 다시 질량으

로 바뀐다는 뜻일까? 수학적 계산은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세상은 방향성이 필히 

존재한다. 즉 질량-에너지 등가성은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는 수학적 공식이다. 그 수학 

공식을 현실 물리에 적용하면 계산은 정확히 맞게 되나, 만물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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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범할 수 있다. 우리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등가성이 아니라 방향성이다. 위치에너지 

10을 투입하면 운동에너지는 10 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 그 운동에너지를 다시 위치에너

지로 투입하면 더작은 값의 위치에너지가 나온다. 일에너지 10을 투입하면 공간에너지를 

뽑아 낼수도 있다. 그러나 뽑아낸 공간에너지의 양은 10을 넘을 수가 없다. 열기관은 열

을 일로 바꾸는 기계장치로서, 열 10을 투입하면 략 5 정도의 일을 생산할 수가 있다. 

즉 열기관의 효율은 략 50% 정도이다. 먼 미래 진공에너지 열기관을 개발할 수도 있

을 것이나, 그 효율이 100%를 넘을 수가 없다. 즉 진공에너지 열기관의 효율과 제작의 

간편성이 결정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모든 물리현상은 열역학 제 1 법칙인 에너지 보존

법칙과 더불어 열역학 제 2 법칙인 엔트로피 증가법칙 이 두 법칙을 필히 만족해야 한

다. 

 

 

7.6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 

 

7.6.1 중력질량은 a 차원이고, 빛은 b 차원이다 

본 저서에서 여러 번 설명하였듯이, 중력을 갖는 질량은 전자중성미자인 α 알갱이가 

유발한다. 전자는 N극의 α β γ 알갱이들의 조합으로서 결국 전자가 중력질량을 유발한다

. 세부적인 사항은 제 8 장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빛은 β 알갱이로서 NS 중성으로 판단

되며 중력을 갖는 질량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빛에 E=mC2를 적용할 때, 그 빛의 질량 

m은 물리적 뜻이 있는 것이 아닌, 단지 수학적 질량이라는 것이다. 빛의 물리적 질량은 

0 이기 때문에 빛은 빛 속도로 직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제 1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그 입자를 해석할 때는 그 입자의 차원을 적용하여 해석해야 올바르며, 그 입자가 우리

세계 xyz에서 안정적으로 존재하려면 a 차원, b 차원, c 차원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므로, 물리적 해석은 상당히 복잡하게 된다. 

질량은 정지질량(불변질량) m0 과 상 론적 질량 m 이 있다. 따라서 상 론적 에너지

는 E=mC2이고, 정지에너지는 E0=m0C2 이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는 질량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빛의 정지질량은 0 이다. 이 논리라면 빛의 정지에너지는 0 이 된다. 빛

은 정지할 수 없다고 한다. 빛은 정지할 수 없는 것일까? 아니면 파동의 빛이 정지하면 

β 알갱이로 변하여 b 차원으로 빠지게 되어 우리가 관측 불가능하게 되는 것일까? 본 

우주론에서는 빛이 정지하면 알갱이이고, 빛의 속도로 직진하면 파선으로 변한다고 설명

한다. 그렇다면 정지하면서 직진할 수 있는가 의문이 발생한다. 이 말은 결코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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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모순 같으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빛이 30%는 정지해 있고 70%는 직진할 수 있다

는 뜻이다. 

 

7.6.2 빛이 정지해 있으면 양자화된 b 차원 속으로 숨겨든다  

그림 7.8(a)는 우리공간의 모양을 도시한 것이다. 우주모형도에서 볼수 있듯이 공간 a

가 어미블랙홀 방향으로 휘말려 굴곡져 있고, 우리우주는 그 첫번째 a 골짜기에 위치해 

있고, 그 골짜기 가운데가 xyz 공간이다. 그 a 골짜기 표면은 휘말려 굴곡진 b 골짜기 들

로 이루어져 있다. 그 골짜기 표면에 어미자기선이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파선 β는 

xyz 진공에서 필히 빛의 속도로 직진하고 있다. 그 파선 β가 멈추었다면 xyz 방향의 수

직방향인 b 공간으로 끌려들어가 숨겨지게 되고, b 공간에서는 어미자기선 속도로 인해 

파선 β는 빛의 속도로 회전하는 β 알갱이가 된다. 여기서 우리의 관찰은 xyz 세계의 β 

파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차원 속에 숨겨진 β 알갱이를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7.6.3 빛의 양자화 및 중첩  

골짜기 a의 높이 방향은 에너지 E 레벨이다.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b 축은 굴곡져 양

자화 되어 있다. 즉 β 알갱이의 에너지는 양자화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동일한 

xyz 위치에서 수없이 많은 β 알갱이가 중첩됨을 이해할 수 있다. β 알갱이가 우측에 위

치하면 우스핀을 갖고 좌측에 위치하면 좌스핀을 갇게 된다.  

위 논리라면 우주 어느 곳에서나 또는 지구 지하 10 km 밑에서나 양자화된 b 공간에 

정지상태의 회전하는 무수히 많은 광자가 존재하게 된다. 지하 10 km에서 건전지로 전등

을 키면, 건전지의 전기력이라는 에너지가 광자로 변해서 빛이 나오는 것일까? 아니면 

건전지의 전기력이 b 공간을 흔들므로, 그 흔들림에 의해 b 공간의 β 알갱이가 튀어나와 

그림 7.8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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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선의 빛이 되는 것일까? 즉 에너지가 광자로 변하는가? 아니면 광자라는 것이 우리우

주에 가득 존재하고 있는가? 어미블랙홀의 성장에 의해 우리우주 공간은 가속 팽창하고 

있고, β 알갱이는 할미자기선이 어미블랙홀 사건의 지평선에서 끊긴 것으로, 지금도 무수

히 우리우주에 양자화된 b 차원속에서 광자가 발생되고 있다. 

 

7.6.4 mC2 + Iω2 = 상수 

그림 7.8(a)의 광자는 빛의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 그것을 자세히 표현한 그림이 (b)이

다. 빛이 양자화된 b 공간에 가둬져 있을 때 회전 관성은 I0 이고 회속 각속도는 ω0 이

다. 여기서 ω0는 빛의 속도로서 결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둬져 있는 광자의 회전 

에너지는 I0ω0
2 이 된다. 이것은 mC2과 공식이 유사하다. 여기서 어미자기장의 회전속도

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1/2가 붙지 않는다. 그 회전 에너지 I0ω0
2 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할 수가 없다. 단지 가둬진 공간에서는 빛 속도로 회전하는 알갱이가 되고, 그 가둬진 

공간을 탈출하면, 그 알갱이가 선으로 펼쳐져 빛의 속도로 우리세계를 직진하게 되는 것

뿐이다. 그림 (c)는 β 알갱이가 xyz 우리세상으로 튀어 나와 선으로 변한 모양을 도시한 

것이다. β 알갱이가 우리세상으로 튀어 나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에너지를 받아야만 한

다. 그 추가적인 에너지가 E=hν 즉 플랑크 상수 x 진동수이다. 플랑크 상수는 에너지의 

최소단위이다. 즉 에너지가 양자화되었다는 뜻이다. 이것이 그림 (a)에서 광자가 파선의 

형태로 양자화된 c 차원을 이동하는 것 방법 아닐까 한다. 빛의 속도로 직진하는 에너지

와 그 직진의 위 아래 방향으로 진동하는 에너지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β 알갱이 회

전에너지 I0ω0
2 는 위쪽 그림의 직선의 빛속도 직진에너지 m0C2 로 된다. 따라서 I0ω0

2 = 

m0C2 로서, 빛의 정지질량 m0 를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m0 를 이해하는 관점은 두 가

지가 있다. 첫번째는 m0 는 0 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세계의 관점이다. 즉 우리세계

에서 m0 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으므로 m0 를 0으로 취급해도 모든 수식은 성립

하게 된다. 단지 물리적 현상의 이해가 이상해질 뿐이다. 두번째는 절 적 관점에서 m0 

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m0 는 β 차원의 환산 질량이지, α 차원의 중력질량 또는 

관성질량이 아니다. 즉 물체가 빛의 속도로 가면 α 차원의 질량이 무한 가 되는 것이지, 

β 차원의 정지질량 m0 은 관련없다. 위 논리에 의해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은 설명 될 수 

있다.  

 

7.6.5 매질에서 빛 속도의 감소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갖고 있음은 물리적 사실이다. 여기서 그림 (b)는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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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00% 입자임을 표현한 것이고, 그림 (c)는 빛이 100% 파동임을 표현한 것이다. 진공

에서 빛은 100% 파동이며 빛 속도 C 를 갖는다. 진공이 아닌 매질에서 빛 속도는 느려

진다고 한다. 여기서 그 매질을 벗어나면 다시 빛 속도 C 를 갖는다고 한다. 어떻게 이

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까? 논리적으로 이해하자면, 빛이 100% 파동이면 빛속도이

고, 100% 입자이면 속도가 0 이다. 따라서 속도가 30% 줄어든 매질 속의 빛은 70%는 

파동으로 존재하고 30%는 입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추론 가능하다. 이것을 표현한 

그림이 (d)이다. 여기서 다시 언급하자면, 빛의 절  총 에너지는 결코 변하지 않으며, 그 

원인은 어미자기선의 빛 속도 때문이다. 즉 100% 입자였을 때 총에너지는 I0ω0
2 이고, 

100% 파동이였을 때 총 에너지는 m0C2 이며, 입자와 파동이 섞였을 때 총에너지는 Iω2 

+ m0V2 으로서, 매질 속의 빛의 속도는 C 가 아니라, V라는 것이다. 여기에 직진의 상하

방향으로 에너지 hν가 추가된다. 매질속의 빛의 모양은 그림 (d)의 주황색 모양인지, 아

니면 빨간색 모양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7.8은 정확하게 도시된 것이 아니다. 현

물리학의 지식을 본 제안에 적용한다면 그림 7.8 역시 정확하게 도시될 것으로 여겨진다.  

 

7.6.6 전기파, 자기파, 광자(빛)  

손전등을 키면 손전등에서 무엇인가가 앞으로 직진을 하며, 그 무엇인가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 위 둘은 서로 다르다. 즉 직진하는 그 무엇인가를 전기파라 부르기로 하며, 

우리 눈에 부딪치는 그것은 광자이다. 손전등에는 전자가 많이 있다. 그 전자를 표현한 

것이 그림 7.9 (a)이다. 즉 전기파는 전자에서 α 알갱이에 돌돌 말린 β 알갱이가 풀어져 

파선으로 직진하는 것일 것이다. 그 직진하는 전기파가 그림 7.8(a)의 양자화된 b 공간을 

뒤흔들므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β 알갱이(광자, 빛)들은 방출되어 직진하게 된다. 즉 전

자 속의 전기파는 쏘는 방향으로 직진을 하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광자는 모든 방향으

로 방출 직진하여 모든 곳에서 그 전기파의 모양을 볼 수 있다. 그림 (b)는 전기장과 자

그림 7.9 전기파, 자기파, 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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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이 항상 동시에 서로 수직으로 펼쳐지는 모습이다. 전기파가 β 공간을 뒤흔들므로 β 

공간의 뒤흔들림이 직진하여 자기장으로 관측되는거 아닐까 한다. 즉 전기파는 β 알갱이

가 파선으로 펼쳐진 것이고, 자기파는 β 공간이 뒤흔들리는 것일 것이다. 물리학적 전문

지식을 위 아이디어에 적용하면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제 8 장에서 세부적으로 도

시하였듯이 전자의 전기파는 βN 홀극이고, 양성자의 전기파는 βS 홀극이고, 광자는 βNS 

쌍극 즉 중성이지 않을까 판단된다. 

진공에서 전자기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라고 증명되었다. 0.6C 속력의 우주선에서 진행

방향으로 레이져를 쏘았다고 가정해 보자. 광자(빛)가 내 눈에 관측됨으로 인해 레이저를 

쐈다는 것을 나는 인식하게 된다. 그 광자의 속도는 우주선의 속력과 무관하며, 숨겨진 

차원에서 튀어나와 파선으로 펼쳐져 빛의 속도로 진행하게 된다. 멈춰있는 전자에서 펼

쳐지는 전기파의 속도는 C 이다. 우주선의 속도가 0.6C 이므로, 그 전기파의 속도는 1.6C 

일까? 우주선이 0.6C의 속도로 가면, 그림 7.4 (b)에서 서술하였듯이 우주선의 모든 것이 

0.6C 만큼 파동성으로 바뀐다. 즉 입자성 + 파동성 = C 이므로, 전기파의 상 적 속도는 

0.4C로 직진하게 된다. 따라서 전기파의 속도는 우주선 속도 0.4C + 상 적 속도 0.4C = 

C가 될 것이다. 

포인터에서 나오는 레이저가 α 알갱이에 돌돌 말린 β 알갱이가 풀어져 파선으로 직

진하는 것이라면, 포인터를 끄면 빛의 속도로 β 선이 알갱이로 되말려져야 함을 파악할 

수 있다. 즉 포인터를 키면 β 선이 빛의 속도로 직진하고, 포인터를 끄면 β 선이 빛의 

속도로 후퇴한다는 것이다. 위 아이디어에 한 답은 아마 현 물리학 책에 제시되어 있

을 것이다. 위 서술이 틀릴 수도 있다. 여러 번 강조하였듯이 위 서술은 저자의 추론이고

, 본 우주론의 핵심은 어미블랙홀이 존재하는가 안하는가 이다.  

 

7.6.7 시간에 따른 사건의 지평선 길이 변화와 광자의 길이 변화 

본 우주론에서 광자는 빛의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어미자기선에 접촉된 할미자기선이 

어미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서 끊겨 발생된다. 우주모형도에서 볼 수 있듯이, 어미자기

선과 사건의 지평선과의 거리는 100 억 광년일 수도 있다. 따라서 광자의 길이는 100 억 

광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잘린 할미자기선이 우리세계로 진입하면서 차원 양자화에 

의해 매우 작은 길이로 축소하게 된다. 즉 광자의 크기는 매우 작고, 이것이 파선 등으로 

펼쳐질 때, 받은 에너지에 의해 100 억 광년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4 (d)에서 사건의 지평선과 우리공간까지의 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될까 파악이 필요하다. 어미블랙홀 탄생 초기에는 어미블랙홀이 작았을 것이므로, 사건의 



 

- 134 - 

 

지평선에서 우리공간까지의 거리 역시 작을 수 있다. 지금은 어미블랙홀이 크므로, 그 거

리는 클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세상에 발생되는 광자의 파선 길

이는 커진다는 뜻이 된다. 어미블랙홀이 성장한 만큼 우리우주 공간이 성장한다면, 그 길

이는 변하지 않을 수 있다.  

 

 

7.7 차원 양자화 법칙 

 

7.7.1 차원 엔트로피 

변화의 방향은 필히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양자화된다 것이 차원 양자화 법칙이다. 

일례로 동일한 양의 차원 3.0과 차원 2.6을 혼합하면, 차원 무엇이 될까? 차원이 보존된

다고 한다면 답은 2.8이다. 그러나 현 우주는 블랙홀이 지배하여 차원이 필히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므로 답은 2.7이다. 즉 0.1 차원만큼 양자화되었다는 뜻이며, 형태 변화 

법칙과 같다. 만약 화이트홀이 지배하는 우주라면, 차원은 필히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

되므로 답은 2.9이다. 차원 증가 또는 감소를 무시한다면, 답은 2.8이 되며, 블랙홀과 화

이트홀이 연결되어 웜홀이 생성되며, 시공간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으며, 모든 곳에서 

확률이 존재하는 양자역학적 관점이 된다. 과연 우리우주는 정답이 한 개만 존재하는 안

정적인 우주인가, 아니면 다양한 우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확률이 지배하는 우주인가? 

어미블랙홀이 존재한다면 정답은 하나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모든 다중 우주에 성립한

다. 즉 모든 다중 우주의 물리법칙은 질량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차원 양자화 법칙, 형태 변화 법칙 등으로 모두 동일하다. 단지 각각의 어미블랙홀 크기

에 따라 물리적 상수값이 다를 뿐이다. 

차원 감소법칙은 엔트로피 증가법칙과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차원의 개념을 적용

하여 현 열역학의 엔트로피가 새로이 정의될 수 있을 것임을 제안한다.  

 

7.7.2 중력은 엔트로피 증가인가 감소인가? 

엔트로피는 무질서한 정도를 뜻하고, 엔트로피 증가법칙은 무질서는 필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체 분자들은 혼잡하게 섞이고 넓게 퍼진다는 것이다. 이 논리에 의

하면 우주 속의 수소 구름인 성운은 넓게 퍼져야만 한다. 그런데 수소들은 뭉친다는 것

이다. 그 뭉치는 원인은 중력 때문이다. 만물이 무질서해 지는 것은 법칙인데, 왜 중력은 

뭉쳐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일까? 즉 엔트로피를 무질서한 정도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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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엔트로피는 변화에 방향성이 존재한다

는 것이다. 즉 엔트로피는 변화의 방향성 정도라고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만물은 어미블

랙홀의 지배를 받는다. 어미블랙홀은 필히 차원을 양자화시킨다. 따라서 엔트로피는 차원

의 양자화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 중력은 연속의 차원을 불연속으로 양자화 시킨다. 일

례로 중력이 최 가 되면 밤하늘의 블랙홀이 탄생한다. 그 블랙홀의 표면에는 차원이 하

나 양자화된 2차원 세상이 펼쳐진다. 그렇다면 열 흐름의 방향성, 압력의 방향성, 무질서 

증가는 어떻게 차원 양자화와 연결되는 것일까?  

 

7.7.3 열에너지,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전기에너지  

그림 7.7과 연결하여 그림 7.10에는 a 축으로 

양자화된 우리세상의 공간이 도시되어 있다. 우

리세상은 xyz 직선이며, 그 우측으로 불확실한 

α  면이 펼쳐져 있고, 그 좌측으로 불확실한 α  

이 펼쳐져 있다. 우리세계의 원자는 스프링 형태

의 중력선으로 반공간의 반원자와 연결되어 있

고, 그 반원자는 어미블랙홀에 끌린다. 그 중력

선에 의해 원자는 진동을 하게 된다. 0 K 일 경

우 그 진동은 멈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0 K이 되면, 원자가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어미자기선과 접촉하여 이상한 현상을 유발할 것임이 추측된다. 그 진동이 커지면 원자

는 높이 방향으로 올라가게 됨을 볼 수 있다. 그 높이 방향이 온도 T 이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열에너지(내부에너지)는 포물선의 높이 면적일 것이다. 여기서 포물선 형태에 

주목할만 하다. 즉 원자가 자연적 상태에서 밑으로 떨어지지 위로 올라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열에너지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른다는 법칙의 원인일 것이다.  

운동에너지는 xyz 방향 연속 에너지이다. 즉 열에너지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양자

화된방향의 에너지이나, 운동에너지는 명확한 연속 방향의 에너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운

동에너지의 엔트로피는 존재하지 않는다. 절 적 위치에너지는 어미블랙홀 방향으로의 

거리 에너지이다. 우리세계에 그 거리의 힘은 중력으로 나타나며, 그 거리의 방향은 물체

의 중심방향이다. 우리는 상 적 관점으로 위치에너지를 이해야햐 하므로, 위치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치에너지는 중력방향의 상 적 거리에

너지가 된다. 이것은 우리세계에 명확한 에너지로 표현되므로 엔트로피는 존재하지 않는

다. 

그림 7.10 각종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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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 이동은 전기에너지를 유발한다. 전자는 양자화된 a 공간에 갇혀있고, xyz 방향

으로 연속으로 흐른다. 따라서 전기에너지의 엔트로피는 존재하지 않는다. 열에너지만이 

우리공간의 수직방향으로 진동한다. 

 

7.7.4 무질서도 증가 

열역학 제 2 법칙은 무질서도 증가 법칙이다. 왜 우리 세상은 무질서해 지려는 것일

까? 자기선은 중성이다. 그 중성을 어미블랙홀이 N 극과 S 극으로 나누어 N 입자와 S 

입자로 만든다. 즉 만물은 축이 입자가 되어 차원이 감소하게 된다. 그림 4.1에서 서술하

였듯이 N 입자는 공간을 넓히려는 성질로서 우리 세상의 입자가 되고, S 입자는 공간을 

좁히려는 성질로서 블랙홀 입자가 된다. 따라서 우리 세상은 N 입자가 지배하고 공간을 

넓히려는 무질서한 세상이 된다.  

결론적으로 차원 양자화 법칙이 만물을 지배하며, 열에너지,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무질서도 등은 그 차원 감소의 각 독립 부분의 특성임을 파악할 수 있다. 

 

 

7.8 끈이론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 

 

7.8.1 끈이론  

끈이론(String theory)은 모든 기본 입자는 근본적으로 진동하는 1차원 끈으로 이루어

져 있고, 끈의 진동 패턴이나 장력 등에 따라 소립자의 성질이 정해진다는 물리학 이론

이다. 그끈이론은 게이지 이론과 일반 상 성 이론을 자연스럽게 포함하여 자연계에 존

재하는 4가지 힘의 통합 및 다양한 입자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끈이론이 완성된다면 

한 줄의 수식으로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나 현재 전망은 좋지 

않은 편이다. 현 물리학에서 끈이론을 바라 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나뉜다. 끈이론의 미래

를 보는 학자는 끈이론은 물리학의 혁명을 가져다 줄 것이라 주장하며, 현실을 보는 학

자는 구체적인 실험이나 예측을 한적이 없고 거시 스케일의 현상에 해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끈이론은 거만하고 쓸데없는 이론이라는 것이다. 어미블랙홀 우주

론과 끈이론은 차원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그 근본이 끈이라는 관점에 차이점

이 있다. 끈이론이 완성된다면, 오직 끈이론에 의해서만 우주의 모든 현상이 설명될 수 

있을까 의문이다. 끈이론이 슈퍼보이드를 설명해 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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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끈이론과의 유사점  

1) 기본 입자는 1차원의 끈이다 ☞ 입자가 끈이다. 

2) 열린끈과 닫힌끈 두 종류가 있으며 진동한다 ☞ α, β, γ 끈들이 각각 차원을 이루고 

있으며, 열린끈이 돌돌말려 있다. 여기서 열린끈의 모양은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변화

되며, 그 변화의 모양이 에너지이다. 

3) 끈이론은 차원을 적용한다 ☞ 근원 차원은 유한 6 각형 평면 구조이다. 

4) 추가 차원은 우리우주 속에 아주 작은 크기로 축소화 되어 있거나, 매우 큰 추가 차

원에 우리우주가 부분공간에 존재한다 ☞ 블랙홀 가족이 차원을 양자화 시키고, 화이

트홀 가족이 차원을 연속으로 만든다. 알갱이 자체가 아주 작은 크기의 양자화된 차원

이다. 

 

7.8.3 끈이론과의 차이점 

1) 근원적으로 끈이 존재한다 ☞ 끈은 블랙홀의 자기선이며, 근원 우주에 근원 6차원 자

기장과 근원질량입자가 존재한다. 그 근원의 근원은 초근원 우주이다. 

2) 중력장에 한 가정이 필요하다 ☞ 중력은 어미블랙홀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며, 그 

힘은 휘말려 양자화된 공간이 펼쳐지려는 힘과 같다. 

3) 구체적인 실험 예측을 한적 없고, 거시 스케일의 어떤 현상에 해서도 전혀 설명하

지 못한다 ☞ 중학교 정도의 물리 지식으로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한다. 

4) 열린 끈은 막(Brane)에 고정되어 있어 진동할 수 있고, 우주는 그 막에 고정되어 있어, 

상위 차원으로의 이동은 불가능하다 ☞ 블랙홀이 만든 양자화된 공간이 우주이다. 우

리가 그 첫번째 공간을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 중력자는 닫힌 끈이므로 3차원 막에서 떨어져 움직일 수 있다. ☞ 전자 중성미자의 

꼬리에는 중력선이 존재하며, 그 중력선은 어미블랙홀과 반전자 중성미자와 연결되어 

우리세계의 수직방향으로 중력을 유발한다. 

그림 7.11 열린끈과 닫힌끈 그림 7.12 숨겨진 차원 그림 7.13 우주의 막(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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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끈이론은 수학적 계산이다. ☞ 만물은 우주모형도 한 장의 그림으로 설명된다. 

 

 

7.9 모든 것의 이론 통합 방법론 

 

우리우주는 6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xyz는 연속의 공간이고, abc는 휘말려 굴곡진 

양자화된 공간이다. 여기에 어미블랙홀이 만물의 변화를 유발하는 절 시간이 존재한다. 

상 적 시간이란 xyz 세계가 어미블랙홀 방향 즉 a 방향으로 휘어진 정도이다. 휘말려 

굴곡진 b 공간은 전기력으로 주되게 나타나며, 휘말려 굴곡진 c 공간은 강력으로 주되게 

나타난다. α 알갱이는 전자중성미자로서 a 축에 위치해야 하며, β 뮤온중성미자로서 b 

축에 위치해야 하며, γ는 타우온중성미자로서 c 축에 위치해야 한다. 전자는 αβγ로 이루

어진 합성입자이며, α 차원에 위치한다. 원자핵은 βγ로 이루어진 합성입자로서 β 차원에 

위치한다. 원자핵 속에는 γ 차원의 쿼크가 존재하며, 그 쿼크 속에는 xyz 방향으로 회전

하는 근원질량입자가 들어 있다. 이로서 우리세계에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원자가 만들어 

지게 된다. 여기서 공간이 a, b, c 그리고 입자가 α, β, γ 들로 합성을 이루고 있으므로, 

본 우주론의 개념을 현 물리학에 적용하여 정리한다면 양자역학이 완성될 것임을 제안한

다. 

어미블랙홀은 3차원 구체이므로, 직각 좌표계 보다는 구 좌표계가 더 합리적일 것이

며, 구 좌표계의 반지름은 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미블랙홀이 할미블랙홀을 흡수하여 

성장하는 절 적 시간 흐름에 따른 공간의 성장이다. 따라서 어미블랙홀 관점에서의 절

 중력, 절  공간, 절  시간을 적용하면 모든 것의 이론은 탄생될 수 있다. 근원 6차

원 우주부터 0차원까지 해석 논리가 정확히 동일하므로, 모든 차원에 적용될 수 있는 범

용적인 모든 것의 이론이 탄생될 수 있다. 여기서 질량보존법칙, 에너지보존법칙, 모양변

화법칙이 적용되며, 블랙홀이 지배할 경우 엔트로피 증가법칙 그리고 화이트홀이 지배할 

경우 반엔트로피 증가법칙이 변화를 지배한다. 

현 물리학에서 중력이 통합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제 1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은 겉보기 힘이라는 것이다. 어미블랙홀의 절 중력은 약력과 같

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절 중력이 약력과 같다면, 현 물리학의 이론이 모든 것의 이

론일 수 있다. 즉 모든 것의 이론은 이미 완성되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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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축, 공간, 입자의 근원 
 

 

8.1 개 요 

 

축 및 공간은 수학적으로 정의되며, 입자는 물리학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제 1 

장에서 서술하였듯이 입자를 포함하여 축 및 공간 역시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 

또한 모든 보존법칙과 엔트로피 증가법칙을 만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축 및 공간 

역시 모양이 변하거나 또는 우리의 관찰에서 사라질 수는 있어도 절 적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어미블랙홀 우주론은 차원의 순환 반복으로서, 동일한 논리가 계속 반

복된다. 그 순환반복의 출발점은 제 3 장에서 설명한 근원우주이며, 그 근원우주에서 축, 

공간, 입자가 무엇인지 파악이 필요하다. 그 근원이 정확히 파악된다면, 만물의 비 은 

수학의 도움을 받아 풀리게 될 것이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될 수 있으며, 본 저서에

서는 근원질량입자의 회전이 만물을 형성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본 챕터에서는 근

원질량입자들의 회전으부터 공간, 입자, 물질, 블랙홀 등의 탄생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본 챕터에서 N은 입자를 뜻하고, S는 반입자를 뜻하고, γ는 증조할미블랙홀에 의해 c 차

원의 공간 일부가 돌돌 말린 알갱이, β는 할미블랙홀에 의해 b 차원의 공간 일부가 돌돌 

말린 알갱이, α는 어미블랙홀에 의해 a 차원의 공간 일부가 돌돌 말린 알갱이를 뜻한다. 

본 챕터에서 제시된 각종 그림은 아이디어의 제안이다. 본 아이디어에 현 물리학의 지식

을 적용한다면 축, 공간, 입자의 모양이 정확한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을 것임을 제안한

다. 

 

 

8.2 근원질량입자의 회전이 만물의 변화를 이끈다 

 

8.2.1 수학적 및 물리적 관점의 차원 변화 

차원이란 수학에서 공간내에 위치한 점 등의 위치를 표기하기 위해 필요한 축의 개수

를 뜻한다. 그림 8.1에는 수학적 및 물리적 관점에서의 차원 변화가 도시되어 있다. (a)는 

XYZ의 3차원 입체이고, (b)는 XY의 평면이고, (c)는 X의 선이고, (d)는 존재하지 않는 점이

다. (a)의 XYZ가 (b)의 XY로 변했다면 Z는 어디로 갔는가? 또한 0차원은 부피가 영인 점

인데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등의 의문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림 (a), (b, (c), (d)는 



 

- 140 - 

 

수학적 정의이지 물리적 차원변화가 아님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e)는 A 방향으로 극한으로 압축된 3차원 공간을, (f)는 Z 방향으로 극한으로 압

축된 2차원 공간을, (g)는 Y 방향으로 극한으로 압축된 1차원 공간을, 그리고 (h1)은 X 방

향으로 극한으로 압축된 0차원 공간을 도시한 것이다. 즉 수학적 관점의 극한 lim은 현

실세계에서 직선(연속)이 양자화(띄엄띄엄, 정수배)로 변한다는 것이다. 위 그림들로부터 

앞과 뒤가 존재한다는 큰 특징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종이에 좌표계를 그리면 

종이의 앞면에만 좌표계를 도시하지 종이의 뒤면에는 도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림 

(e), (f), (g)에는 명백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앞이 존재하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뒷면 역시 

존재하고, 그 면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수직방향의 차원이 극한으로 구부려져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앞면은 공간이고, 뒷면은 반공간이고, 그 사이가 수직축이 극한으로 변한 

것 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변화 과정 중에 모든 물리법칙은 필히 성립한다. 그림 (h2)

는 0차원의 입자를 도시한 것이다. 입자는 독립적인 물리량인가? 아니면 휘어져 말린 공

간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양자화 된것인가? 

우리세계의 3차원 공간은 자식블랙홀 속으로 빨려들어가 어떻게 될까? 이것에 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블랙홀의 중력은 무한 이므로, 그 수직방향의 축은 사라지는 것

처럼 보여야 한다. 즉 그림 (b) 아니면 그림 (f)가 되어야 하며, 물리적 세계인 그림 (f)가 

정답일 것이다. 여기서 그림 (f)의 윗면은 입자가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이고 밑면은 반입

자가 위치할 수 있는 반공간이다. 우리의 세계를 N 이라 놓고, 반 의 세계를 S라 놓자. 

자석을 생각해 보면, 자석은 N과 S가 항상 함께 붙어 존재한다. 여기서 자석은 XYZ 세상

의 자기장으로서 N 극성과 S 극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NS 극성으로 해석해야 한

다. 즉 자기홀극이 아니라 자기쌍극으로서 XYZ 세상에서 아직 차원 양자화되지 않은 중

성 극성이다. 이 중성 극성 NS가 떨어져 나간다면 어미블랙홀에 의해 N 알갱이와 S 알

갱이로 분리된다. 즉 모든 보존법칙은 성립하고, NS가 N과 S로 분리되는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지배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차원 순환 반복으로 동일하게 해석되며, 단지 모양

이 바뀌는 것뿐이며, 그 모양 변화에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0차원이 

그림 8.1 수학적 및 물리적 관점에서의 차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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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모든 중성은 N과 S로 완벽히 분리된다. 즉 N의 관점에서 S는 존재하지 않는 0 이

며, S의 관점에서도 N은 존재하지 않는 0 이다. 또한 모든 것은 양자화가 되었기 때문에, 

직선 및 연속이 존재하지 않는다. 

 

8.2.2 질량입자의 회전에 의한 1차원 선의 변화  

제 4 장에서 근원질량입자의 회전이 만물의 변화를 유발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림 8.2

에는 질량입자의 회전에 의한 1차원 선의 변화 과정이 도시되어 있다. 수학적으로 선의 

중심에서 오른쪽은 양수이고 왼쪽은 음수가 된다. 오른쪽을 N이라 놓고 왼쪽은 S라 놓자

. 그림 (a)와 같이 우측의 N 축과 좌측의 S 축 중간에 질량입자가 회전을 하면, 그림 (b), 

(c), (d)와 같이 변하게 된다. 여기서 외부의 어떤 구속력(중력을 유발하는 어떤 외부 요인

)이 존재하여 (d)는 멈추게 된다. 즉 (a)에서의 질량입자의 회전에너지는 (d)에서의 돌돌 

말린 선 에너지로 변하였다. 그 선에너지가 풀어지면 그림의 역순으로 되며 질량입자의 

회전 방향은 반 가 된다. 그림의 순서가 블랙홀이 지배하는 엔트로피 증가의 세상이고, 

그림의 반 순서가 화이트홀이 지배하는 반엔트로피의 세상이다.  

그림 (d)의 중성 NS 입자가 외부의 어떤 구속력에 의해 (e)와 (f)로 분리된다면, (e)는 

S 입자가 되고 (f)는 N 입자가 될 것임이 보여진다. N과 S의 회전방향은 반 가 되며, 회

전 방향으로 인해 N 입자는 외부의 양쪽 선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 보여지고, S 입자는 

외부의 양쪽 선을 탈출하게 됨이 파악된다. 즉 N 입자는 우리공간에 갇히게 되고, S 입자

는 우리공간을 탈출한다. 여기서 (e)와 (f)의 합은 (d)와 같다. 즉 모든 것은 보존이 성립

하며, 우리세계는 (d)가 (e)와 (f)로 분리되는 방향성(엔트로피 증가)이 지배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NS 입자를 분리 시키는 것일까? 블랙홀이 절  지배체이다. 즉 외부구속력은 블

랙홀이 유발한다. 어미블랙홀 우주론의 핵심은 그림을 정확히 잘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a)에서 질량입자는 NS 선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 면의 높이 방향으로 떨어

져 있고, 이것은 어떤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질량입자의 회전이 어떤 높이 방향

의 선을 비틀고, 그 비틀린 선이 NS 선을 돌돌 말게 된다. 그 질량입자는 어미블랙홀에 

위치한 질량입자 한 개 이며, 그 비틀린 선이 중력선이다. 비틀린 선은 (d)를 당겨 N과 S 

그림 8.2 질량입자의 회전에 의한 1 차원 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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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로 분리시킨다. 회전방향으로 인해 N은 우리세상에 남게되고 S는 어미블랙홀로 빨려

가게 된다. 그 세부적인 그림은 뒤에서 도시하기로 한다. 

 

8.2.3 어미블랙홀 회전에 의한 4차원 공간의 변화  

근원질량입자는 6차원 회전을 한다. 그 근원질량입자들의 거  집합체가 블랙홀이므

로, 블랙홀 역시 차원 회전을 한다. 우리세상은 어미블랙홀이 지배하므로 어미블랙홀은 

XYZA 차원 회전 즉 b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한다. 그림 7.3에는 어미블랙홀의 b 축 회

전에 의한 휘말린 XYZA 공간이 도시되어 있다. 그림 (a)의 공간은 4 분면으로 나뉘어 지

며, 그림 (b)의 위쪽 두 분면은 N 공간이고, 아래쪽 두 분면은 S 공간이다. 그림 (c)는 N 

공간만을 고려할 때, 큰 A 축이 어미블랙홀에 의해 미소 a 축으로 줄어들었고, XYZ의 공

간은 우측 R과 좌측 L이 존재하는 그림이다. 즉 공간과 반공간이 존재하며, 이것에 각각 

우측공간과 좌측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림 (d)는 휘말린 N 공간을 표현한 것으로

서, 분명 우리의 세상인 N 공간인데 우측 R과 좌측 L이 휘말려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e)는 S 공간을 표시한 것으로서, (d)의 뒤쪽 면에 위치하며, 이것 역시 우측 R과 좌

측 L이 존재하게 된다. 제시된 그림들로부터 이해할 수 있듯이, 우리는 휘말린 N 공간에

만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S 공간이 우리 세계의 반 쪽면에 존재하고 

있음이 파악된다. 그림 (d)에서 어미블랙홀은 강력한 자기장을 방출하므로, 그 자기장이 

휘말린 공간을 끊고 (f)와 같이 띄엄띄엄의 공간을 만들 것임이 추측된다. 즉 우리의 XYZ 

연속 공간의 수직방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양자화된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파

악할 수 있다. 

 

8.2.4 천 위의 동전을 회전시켜 보자  

근원 공간은 평편 6차원이며, 그 근원공간이 휘말려 양자화된 것은 그림 8.3으로부터 

그리고 입자와 반입자의 탄생은 그림 8.2로부터 이해할 수 있다. 그림 8.4는 탁자 위의 

천 위에 동전을 놓고 회전시킨 사진이다. 어미세계는 XYZA 차원이므로, 평면 천은 XYZA 

차원이고, 동전은 어미블랙홀이다. 그림 8.4는 그림 8.3(d)와 동일함을 볼 수 있다. 동전의 

그림 8.3 어미블랙홀 회전에 의한 4 차원 공간의 변화 



 

- 143 - 

 

회전 방향은 천의 높이 방향인 b 축이다. 어미블랙홀 탄생 직후 어미블랙홀은 b 축 회전

을 하며, 그 회전이 XYZA 차원을 휘말아 빨아들인다. 여기서 XYZA 차원은 빨려들어가지 

않으려는 성질이 있으며 두 힘이 평행을 이루는 시점에서 어미블랙홀의 b 축 회전은 멈

추게 된다.  

사진을 해석해 본다. 천의 앞면과 뒷면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즉 천의 앞면은 N의 

세상 즉 공간이고, 뒷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S의 세상 즉 반공간이다. 천의 두께는 β

이며, 차원속에 또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N의 표면은 동전의 표면과 평행 방

그림 8.4 어미블랙홀에 의해 휘말려 굴곡진 4차원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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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휘말려 연속적이다. 이로부터 우리 공간은 xyz 방향으로 휘말린 연속의 세계임을 

알 수 있다. 동전의 수직방향으로 굴곡되어 있다. 이로부터 a 방향으로 공간이 양자화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알 수 없는 높이가 생겼다. 그 높이는 분명 xyz 및 a의 수직방

향이다. 따라서 b 공간일 수 밖에 없고, 이것이 에너지 레벨일 것이다. 따라서 xyz 공간

은 골짜기 모양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 골짜기 방향이 우리의 xyz 연속 세상이고, 그 수직방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양자화된 a 차원이고 그 끝에는 어미블랙홀이 존재한다. 전자는 중력선을 가지고 있으며, 

원자핵에 묶인 전자의 중력선은 어미블랙홀 표면의 회전하는 질량입자와 연결되어 있다. 

이로인해 중력선은 비틀려 스프링처럼 되어 우리세계의 원자를 어미블랙홀 방향으로 끌

어 당긴다. 이것이 절 중력이며, 그 결과 우리세계의 공간이 휘어지게 된다. 골짜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좌측면 L 과 우측면 R 이 존재하며, 골짜기의 폭은 α 너비를 가

지고 있고, 그 너비 또한 좌측 α  과 우측 α  으로 구분된다. 에너지를 받으면 a 축 방

향으로 원자가 진동을 하게 되고, 진동을 하면 골짜기 모양에 의해 높이 방향으로 원자

가 올라감이 파악된다. 즉 높이는 에너지 E 임을 알 수 있다. 높이가 가장 낮은 골짜기가 

절 온도 0K으로서 모든 분자 운동이 멈춰있는 상태이다. 왜 에너지를 받으면 진동을 하

는 것일까? 우리세계의 N 원자는 어미블랙홀 표면의 S 원자와 중력선으로 연결되어 있

으며, 원자의 회전에 의해 그 중력선은 비틀어져 스프링과 같이 탄성력을 같게 된다. 즉 

중력선의 탄성력과 R 면 및 L 면의 탄성력의 조합으로 진동하게 된다.  

그림 8.2와 같이 N 입자는 골짜기 사이에 갇히게 됨이 파악되고, S 입자는 골짜기를 

타고 넘어가 우리세계를 탈출할 것임이 보여진다. 어미블랙홀은 자기선을 빛의 속도로 

방출하며, 입자가 R 면에 닿을 경우 시계방향 회전을 하고, L 면에 닿을 경우 반시계 방

향으로 회전함이 보여진다. 파동의 모양은 어떻게 그려질까? 확실히 알수는 없으나, 본 

사진을 전문적으로 분석한다면 다수의 물리학적 비 이 풀어질 수 있을 것임을 제안한다

. 

 

8.2.5 휘말려 양자화된 공간 표면으로 어미블랙홀의 자기장이 빛 속도로 지나간다 

그림 8.5는 그림 8.4의 어미블랙홀에 의해 휘말려 굴곡진 4차원 공간상에서 어미자기

장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 (a), (b), (c)는 어미자기선이 우리세계의 

반 편인 S 공간을 따라 흐른다는 그림이다. 그림 4.1과 같이 자석의 자기장은 일반적으

로 선들으로 표현되며, 그 하나의 선이 그림 (a)의 보라색 선이다. 그림 4.1에서 자석의 

자기장은 과연 선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림 8.4와 같이 공간이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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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그 골짜기만을 선들로 연결해 놓은 것일까? (b)는 어미블랙홀 중성 자기선이 N 

과 S 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 (c)는 선이 펼쳐져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 (d)는 

휘말려 굴곡진 공간 표면 위로 어미자기장이 지나간다는 것을 표현한 그림이다. 여기서 

N 자기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공간을 따라 빛 속도로 회전한다면, S 자기장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반공간을 따라 빛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 그림 (a), (b), (c)로는 논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나, 그림 (d)는 논리가 계속 펼쳐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리에서는 (d)를 

선택한다. 이것은 그림 4.1의 자석의 자기장은 명확히 관찰되는 자기선들의 집합체인가 

아니면 굴곡진 공간위로 흐르는 어떤 것인가를 확인해 보는 것은 필수이다. 

 

8.2.6 공간의 모양과 각종 입자의 위치 

그림 8.6의 (a)에서 원자는 질량이 존재하는 xyz 세상의 물질이므로 골짜기 한가운데 

위치 한다. 여기서 골짜기 맨 밑바닥에는 원자가 존재할 수 있으나, 허공에는 정지하여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a 축 방향 진동이 필히 발생해야 골짜기 한가운

데 허공에 떠있게 된다. 즉 원자는 분명 우리세상의 물체인데 이해못할 α 간격이 존재하

고, 또한 이해못할 에너지 E 레벨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전자는 자유전자와 원자에 묶인전자로 구분된다. 여기서 골짜기 폭과 전자의 너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이 필요하다. 전자 이중슬릿 현상으로부터 파악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b)와 (c)에 전자의 모습이 도시되어 있다. 우리의 세계 xyz는 골짜기 모양

의 a 축으로 공간이 형성되어 있고, 그 a 축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세한 b 축으로 양자화

가 되어 있다. 그 b 축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세한 c 축으로 양자화가 되어 있다. 우리 공

간 xyz를 기준으로 좌측  선과 우측  선이 존재한다. 즉 좌측에 전자 하나 그리고 

우측에 전자 하나가 위치할 수 있다. (c)는 전자가 파동인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양자화

된 b 공간의 모습은 (d), (e), (f)와 같을 수도 있다. 원자핵은 묶인 전자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공간 xyz 차원에 존재하는 입자는 필히 α β γ 순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그림 8.5 어미블랙홀 자기장의 펼쳐진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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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인 전자는 α 차원이므로, 원자핵은 β 차원이 되어야 한다. 그 원자핵 속에 γ 차원이 

있고, 그 속에는 근원질량입자가 있다. 원자핵의 모양 역시 (d) 또는 (e)와 같이 다양한 

아이디어 개발이 필요하다.  

어미블랙홀의 공간은 xyza이며, xyz 축은 직선이고 a 축은 파동 모양이다. 동일한 논

리에 의해 그 사건의 지평선 밖의 세계는 할미블랙홀이 방출하는 XYZAB의 휘말려 굴곡

진 자기장 공간이며, XYZA 축은 직선이고 b 축은 파동 모양이다. 어미블랙홀은 할미블랙

홀의 자기장을 삼키므로, XYZAb 자기장에서 b 차원이 사라져 알갱이로 변한 것이 광자

이다. 즉 전자는 α 차원이고, 광자는 β 차원이다. 자유전자는 (b)와 같이 α 알갱이로 존

재한다. 그러면 자유광자는 xyz 세상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f)와 같이 β 파선으로 

존재해야 함이 추론된다. 그림 (a)에서 β의 방향은 에너지 E의 방향이다. 즉 자유광자는 

(f)와 같이 에너지 방향으로 파선으로 펼쳐져 있고 xyz 방향으로 직진하는 것 아닐까 한

다.  

공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전자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황에 따라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현재 정확히 도시될 수는 없다. 어미블랙홀 우주론에서 제안된 각종 그

림들을 현 물리학에 적용시켜 학술적으로 분석한다면, 정답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8.2.7 입자의 중첩과 에너지의 양자화 

그림 8.6(b)에서 전자는 좌측에 한 개 그리고 우측에 한 개 즉 두 개가 동일한 xyz 위

치에 중첩될 수 있음이 보여진다. 광자의 중첩은 그림 7.8로 설명되며, 그 논리는 그림 

8.6과 동일하다. 여기서 a 차원의 골짜기는 한 개나, 그 a 차원 속의 b 차원의 골짜기는 

몇 개 인지 파악이 필요하다. 즉 분명 양자화된 b 차원의 골짜기 개수는 무한 는 아니

라는 것이다. 양자화된 b 차원 속에는 양자화된 c 차원이 존재하며, 그 골짜기 개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만을 것임이 파악된다. 여기서 광자란 도 체 무엇일까? 광자를 일반인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할 수는 없을까? 광자를 100% 이해한다는 것은 당분간 불가

능하다. 여기서 광자를 100% 계산 가능한 것과 100% 이해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

다. 뭔가 하나를 100% 이해했다는 뜻은 우주 만물을 100% 이해했다는 것과 정확히 동

그림 8.6 공간의 모양과 각종 입자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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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그림 8.6 (b)와 같이 전자는 양자화된 b 차원에 걸려서 a 차원에 위치하므로, 전자는 

불연속적인 즉 양자화된 에너지만을 갖게 됨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원자 모형에서 껍질

이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다. 광자는 양자화된 b 차원 속에 위치하는가 아니면 양자화된 

c 차원 속에 위치하는가 판단이 필요하다. 광자 역시 동일한 논리로 그림 7.8 (a)와 같이 

양자화된 c 차원에 걸려서 b 차원에 위치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c 차원의 양자화된 간

격이 플랑크 상수일 것이다. 우리 우주는 6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양자화된 c 차원 

속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에너지의 최소 단위는 플랑크 상수임을 이해할 수 있다. 

빛은 광자들의 집합체이다. 광자의 크기가 매우 작아 c 차원 속에 위치할 수도 있을 것

이다. 그 집합체인 빛이 양자얽힘으로 하나의 알갱이군을 이루어 양자화된 b 차원속에 

존재하는 것 아닌가 추측을 해본다.  

 

8.2.8 물질, 반물질, 에너지, 진동, 중력 

그림 8.4로부터 공간이 양자화 되었다는 뜻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림 8.4는 그림 4.4 (c)

와 같다. 사건의 지평선은 존재하는 것이며, 사건의 반지평선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즉 그림 4.4 (d) 및 그림 8.7이 올바른 모양일 것으로 여겨진다. 공간은 한번만 접혔

으며, 그 접힌 두께는 원자 정도일 것이다.  

위에서 여러 번 서술하였듯이 우주의 물질은 N으로 이루어져 있고 블랙홀의 물질은 

S로 이루어져 있다. 사건의 지평선 밖은 4차원의 세상이고, 그 4차원 세상의 βN 물질 및 

β 공간이 사건의 지평선 안쪽으로 유입된다. 그 공간을 사건의 공간이라 부르고자 한다. 

사건의 공간에서 미세조정된 것은 공간의 장벽을 뚫고, 그림 8.2 (f)와 결합되어 우리세상

의 3차원 αN 물질로 변환된다. 이와 정반 의 상황이 사건의 반지평선에서 펼쳐진다. 할

미블랙홀이 밑바닥에 거 하게 존재하며, 어미블랙홀이 할미블랙홀의 βS 반물질 하나를 

흡수한다. 그 반물질은 사건의 반지평선을 지나 사건의 반공간에 위치한다. 그림 8.2 (e)

는 XYZ 우리공간을 타고 넘어가 사건의 반공간에 위치한 후 βS 와 결합하여 αS 로 변환

된다. 그 물질과 반물질은 중력선으로 연결된다. 보다 세부적인 그림은 뒤에서 서술하기

로 한다. 진동은 XYZ 공간의 좌우측으로 발생된다. 그 진동의 근본 원인은 반물질과 연

결된 중력선 때문일 것이다. 즉 중력선이 스프링처럼 행동하여 물질과 반물질의 진동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XYZ 공간의 높이 방향은 에너지 레벨이다. 최저점이 원자의 진동이 

멈춘 온도 0 K이고, 최고점이 우리우주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 온도이다. 그 최  에너지

가 mC2 일 것이다. 물질의 에너지는 EN이고 반물질의 에너지는 ES 로서, 양에너지와 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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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의 합은 mC2 이다. 최저점에서는 물질과 반물질이 만날 수가 없음이 보여지고, 최고

점을 넘어야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게 됨을 볼 수 있다. 물질이 빛의 속도를 넘는다면, 물

질과 반물질이 하나로 될 것이다. 그러나 물질이 빛의 속도를 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우주론의 그림 도시가 100% 정확히 정립되었다면, 다양한 이유가 발견될 것이다.  

그림 (b)와 같이 에너지 레벨에 따라 공간이 휘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닐까 한다. 분자 

진동이 멈추는 0 K일 경우 물질 바로 옆에 반물질이 존재하게 된다. 이상한 현상이 발생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림 (c)는 중력에 의해 XYZ 공간이 휘는 것을 도시한 것이다. 

어미블랙홀이 반물질을 당긴다. 반물질은 물질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물질은 공간을 

휘게 한다.  

 

8.2.9 보즈-아인슈타인 응축 

보즈-아인슈타인 응축이란 보손 입자들이 0 K에 가까운 온도로 냉가되었을 때 나나타

는 물질의 상이다. 보스-아인슈타인 응집의 내파 현상은 보스노바라고 불린다. 다른 물질 

상에 비해 보스-아인슈타인 응축은 단히 외부 간섭에 취약하다. 외부 세계와의 아주 

작은 간섭만으로도 응축 임계온도를 넘어 보통의 기체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절  온도 0 K에 가까워 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일반적인 온도에서 N 공간은 

넓고 원자는 N 공간에서 진동하여 가운데에 위치한다. 즉 원자는 N 공간의 힘만 받아 

허공에 붕 떠있어야 한다. 온도가 낮아진다면, N 공간이 줄어들어 S 공간에 가까워 진다. 

절 온도 0 K이 된다면, N 공간은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림 8.7 (b)와 같을 

것으로 추측된다. 원자와 반원자가 거의 서로 붙어 있는 듯한 모습이고, 또한 원자 및 반

원자가 공간선과 접촉하게 된다. 결국 중성물질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빨간색(물질)과 

파란색(반물질)은 서로 붙으려고 한다. 즉 물질과 반물질이 붙으면 새로운 물질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공간 및 반공간은 서로 쳐 물질과 반물질을 떨어트리려고 한다. 즉 중

성물질의 힘은 단히 취약하다는 것이다. 중성물질 한개가 서로 떨어지면 그 순간 공간

그림 8.7 물질, 반물질, 에너지, 진동, 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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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출렁임이 발생한다. 그 출렁임이 그 옆의 수많은 중성물질을 모두 떨어트리는 연쇄반

응(폭발)을 유발한다. 이것이 보즈-아인슈타인 응집의 원인이지 않을까 한다. 

 

8.2.10 보존법칙, 대칭성, 형태변화, 증가법칙, 변화의 방향, 순환반복 

본 우주론은 질량 보존법칙, 에너지 보존법칙, 엔트로피 증가법칙을 철저히 따르며, 

단지 형태가 변하며, 그 변화의 방향은 블랙홀이 유발한다는 관점이다. 모든 논리는 순환 

반복된다. 즉 그림 8.7은 3차원 우리세상을 해석한 것이며, 이 논리는 다른 차원의 세상

에도 정확히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지 문자기호가 다를 뿐이다. 본 논리는 칭성을 철저

하게 지킨다. 따라서 사건의 지평선이 있으면 사건의 반지평선이 존재하게 된다. 그림 

8.7 (a)에서 N 물질은 양자화된 공간에 위치하는데, S 물질은 사건의 반공간에 위치하여 

칭성이 깨졌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며, 블랙홀이 만물의 

변화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우리세상의 물질은 전자로 둘러 쌓여 있고 전자는 α β γ 알

갱이로 구성되어 있으나, 반공간의 반물질은 반전자 중성미자(α 알갱이)로 둘러 쌓여 있

다. 논리의 순환반복으로 0차원이 되면, 질량입자와 S 알갱이들은 모두 0차원 블랙홀을 

이룬다. N 알갱이들은 전자의 모양과 같이 차원 알갱이들의 집합이 되며, 이것이 화이트

홀로서 그림 8.7의 역방향의 반엔트로피 증가법칙의 세상이 펼쳐진다.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의 세상에서 우주는 반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생명체는 물질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8.3 표준모형 6 세대 

 

8.3.1 용어설명  

다음은 위키백과를 인용한 내용이다. 원자는 전자구름 여러 개가 덮고 전자가 가스층 

안에서 돌고 있으며, 한 가운데에서는 원자핵이 있다.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룬다. 

원자 모형은 원자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눈으로 볼 수 없는 원자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돌턴의 원자모형] 현재 쓰이고 있는 원자의 의미는 돌턴이 확립했다. 즉 화학 반

응에 의해 더 이상 나뉘지 않는 기본 단위를 상정하면 많은 화학의 화합물의 성질이 간

단하게 설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턴이 원자라고 생각한 것들 중에는 지금의 의미로

는 원소인 것들이 많다. [톰슨의 원자모형] 조지프 존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함으로써 전

자를 발견하였다. 이것으로 원자가 양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 속에 전자가 빵속의 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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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처럼 박혀있는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전자의 발견으로 돌턴의 원자 모형에서 전

기적으로 양성을 띤 부분과 전기적으로 음성을 띤 전자를 구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러더퍼드의 원자모형] 러더퍼드는 그의 알파입자 산란 실험에서 박막의 특정영역에

서만 알파선이 산란되는 것을 보고 원자 질량의 부분을 차지하는 양성자는 원자 내부

에 작게 뭉쳐져 있고 그 바깥쪽으로 전자가 넓게 퍼져 공전하고 있는 마치 태양계의 행

성 모델과 흡사한 원자구조를 주장하였다. [닐스 보어의 원자모형] 러더포드의 원자모형

은 전자가 원자핵주위를 공전하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하고 양성자로 떨어져야 한다는 모

순을 안고 있었다. 닐스 보어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전자가 허용된 특정 궤도에만 존재

할 수 있다는 양자화 가설을 내놓았다. 이의 모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양자역학이 탄

생했다고 볼 수 있다. [현  물리학의 원자모형]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기반으

로 하는 양자역학은 전자나 원자핵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기술하는 것을 포기했다. 원

자는 원자핵 주위에 전자구름이 확률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구름은 파

동함수로 기술되며 슈뢰딩거 또는 디락의 방정식의 해가 된다.  

 오비탈은 orbit(궤도)+ al(~스러운, 접미어)의 합성어로 ‘궤도스러운’이라는 의미를 가

진다. 즉, 실제 궤도(orbit)은 아니지만 그와 매우 흡사한 형태와 특징을 지녔다는 것을 

뜻한다. 오비탈의 특징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명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다른 명칭으로는 

원자 궤도함수, 원자 파동함수, 전자구름 등이 있다. 오비탈은 양자역학적으로 규명된 원

자의 모양이다. 양자역학에 의해 핵 주위를 도는 전자의 정확한 위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알아낼 수 없고 오로지 확률만을 측정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오비탈을 전

자구름이라 칭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나온다. 전자들은 정확한 궤도를 도는 것이 아니라 

핵 주위에 확률로서 존재한다. 물리적 계산을 통해 도출된 '각 지점에서의 전자발견 확률

'을 점으로 표시하면 점들에 의해 핵 주위에 구름이 퍼져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즉, 

전자를 확률적으로 나타낸 원자모양이 마치 구름을 형성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전자구

름이라고 칭한다.  

그림 8.8 원자 모형과 오비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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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9에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 도가 도시되어 있고 그 모양은 s p d f로 구분한다.  

 

8.3.2 입자는 xyz α β γ 순차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우리세계는 어미블랙홀 N 공간의 골짜기에 위치한 xyz 중성 연속 차원이다. 원자는 

우리세계 xyz에 존재하는 기본 입자이므로, 원자가 α β γ 차원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원자는 전자와 원자핵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는 α 차원으로서 N 공간에 위치

하며 그 공간은 왼쪽면과 오른쪽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원자핵은 β 차원임이 파악된다. N

은 넓어지려는 성질이 있고, S 는 좁아지려는 성질이 있다. 원자핵은 매우 작은 것이 단

단히 결속되어 있다. 즉 원자핵 껍질은 S 알갱이로 둘러 쌓여 있다는 것이다. 위 논리는 

순환반복된다. 근원질량입자가 존재하고, 그 주위를 γ 공간, β 공간, α 공간이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으며, 각각 왼쪽면과 오른쪽면이 존재한다. 여기서 그 힘에 해서는 제 9 장

에서 서술하도록 한다. 

 

8.3.3 쿼크 속에는 근원질량입자가 들어 있다 

현재 입자 가속기로 파악할 수 있는 최소단위는 쿼크이다. 쿼크는 3세 로 나뉘며, 1 

세  up down, 2 세  charm strnge, 3세  top bottom으로 구분된다. 쿼크 역시 왜 3세

로 구분될까? 4세  쿼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의문이 발생한다. 쿼크가 3세 로 

그림 8.9 전자가 발견될 확률 도 모양 (출처: http://chem.libretext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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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졌다는 것은 제 1 장에서 서술하였다. 

3세  위의 어떤 것은 근원질량입자이다. 1 

세 를 α 쿼크, 2 세 를 β 쿼크, 3세 를 γ 

쿼크로 부르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쿼크는 증

조할미블랙홀 우주의 γ 알갱이이므로 우리 

세상에 자유롭게 존재할 수가 없다. 즉 쿼크

는 근본적으로 γ 알갱이다이다. 그런데 왜 α 

쿼크 및 β 쿼크가 발생하는 것일까? 입자 가

속기로 β 차원인 양성자를 붕괴시키면, 순간

적으로 γ 쿼크들이 발생되나, 곧바로 β 차원 

및 α 차원과 반응하므로, 우리에게는 3세 로 관찰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어미세상에서 

β 차원인 양성자가 우리세상으로 유입된다. 쿼크는 γ 차원이므로 우리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다. 즉 우리공간을 탈출하여 어미블랙홀 제트로 방출된다는 뜻이다.  

그림 8.10은 유럽원자핵공동연구소(CERN)의 형 강입자 충돌기에서 발견된 힉스입자

의 사진이다. 그림에서 힉스입자는 빨간 직선이지 않을까 한다. 그림을 살펴보면, 노란선

은 휘어져 있고 또한 초강력 자기장 내부에 갇혀있다. 빨간선은 초강력 자기장과 전혀 

관련없이 직진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쿼크는 α, β, γ 자기선으로 둘러 쌓였기 때문에, 

초강력 자기장에 갇혀 그림의 노란선과 같이 휘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세상에서 사라지

게 된다. 근원질량입자는 오직 질량만 존재하므로, 초강력 자기장에 반응하지 않는다. 따

라서 그림의 빨간 직선과 같이 우리 세상을 탈출하게 된다. 여기서 그 빨간선의 근원질

량입자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을까? 의문이 발생한다. 그것은 입자가속기의 성능에 따라 

다르게 나올 것이다. 성능이 월등히 강력하다면, 수많은 근원질량입자가 쏟아져 나올 것

다. 여하간 명확한 것은 그 근원질량입자들은 개수 즉 정수배라는 것이다.  

 

8.3.4 오비탈은 차원의 방어막이다 

오비탈 s에는 전자가 2 개, p에는 전자가 6개, d에는 전자가 10개, f에는 전자가 14개 

위치한다. 왜 전자가 위와 같이 위치해야 할까? 그림 8.11에는 오비탈을 α β γ 차원으로 

분석한 것이 도시되어 있다. 그림에서 빨간 바탕은 오른쪽면 그리고 파랑 바탕은 왼쪽면

을 뜻하고, 빨간 동그라미 입자는 전자이다. 그림을 보면 계속 2 개로 나뉘어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오비탈 s는 α 차원의 방어막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2 개의 전자가 위치

한다. 오비탈 p는 βα 차원 방어막으로서 β에 4개 그리고 α에 2개가 위치한다. 오비탈 d

그림 8.10 힉스입자 (출처: CERN) 



 

- 153 - 

 

는 γα 차원 방어막으로서 γ에 8개 α에 2개가 위치한다. 오비탈 f는 γβα 차원 방어막으

로서 γ에 8개, β에 4개, α에 2개가 위치한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

실일 수도 있다. 만약 우연의 일치라고 한다면, g, h 등 오비탈이 추가적으로 존재하는가

의 논란은 필히 발생될 수 밖에 없다.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g 및 h 등 추가오비탈은 

존재하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고, 또한 많은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개발될 수 있다. 따라

서 오비탈 s p d f는 차원의 방어막이다. 근원질량입자들이 γβα 자기선으로 둘러쌓인 것

이 원자이다. γ는 입체이고, β는 면이고, α는 직선이고, xyz 즉 원자는 점이다. 3차원 공간

은 8 개의 부분 공간으로 구분되므로, γ 속에는 전자 8 개가 위치한다. 그 3차원 공간은 

2차원 면으로 둘러 쌓여 있고, 그 면은 4 개의 부분면으로 구분되므로, β 속에는 전자 4 

개가 위치한다. 그 2차원 면은 1차원 선으로 둘러 쌓여 있고, 그 선은 2 개의 좌측 우측 

선으로 구분되므로, α 속에는 전자 2 개가 위치한다. 즉 α 공간은 선이고, β 공간은 면이

고, γ 공간은 체적으로서, 이들의 조합으로 인해 우리세계에 점인 원자가 탄생된다.  

현 화학의 오비탈 설명과 위 논리가 우연히 일치할 수도 있다. 이것을 그림 8.11의 

오른쪽과 같이 다른 차원에 적용시켜 보자. 근원차원에는 근원질량만 존재하므로 오비탈 

개수는 0 개 이다. 5차원 세상은 γ 알갱이만 존재하므로, s 오비탈 1 개 존재한다. 4차원 

세상은 βγ 알갱이가 존재하므로, 그 조합을 살펴보면, β, βγ 로서 s 및 p 오비탈 2 개 존

재한다. 3차원 세상은 αβγ 알갱이가 존재하므로, 그 조합은 α αβ αγ αβγ 로서 s p d f 오

비탈 4 개 존재한다. 2차원 세상은 ωαβγ 알갱이가 존재하므로, 그 조합은 ω ωα ωβ ωγ 

ωαβ ωαγ ωβγ ωαβγ 로서 s p d f g h i j 오비탈 8 개 존재한다. 위 논리는 계속 반복되

어 1차원 세상은 16 개의 오비탈이 존재하고, 0차원 세상은 32 개의 오비탈이 존재하게 

된다. 과연 우리세상에 g h 오비탈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g h 오비탈은 2차

원 세상에 펼쳐지는 것인가? 만약 우리세상에 g h 등의 오비탈이 존재한다면, 근원 우주

는 7 차원이 된다. 

 

8.3.5 오비탈의 배치 모양도 

그림 8.11 오비탈과 α β γ 차원 



 

- 154 - 

 

원자를 이루는 전자는 파동으로 존재한다고 하며, 그 전자의 위치는 그림 8.9와 같이 

오직 확률로만 계산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림 8.11의 개념으로 전자의 위치를 도시해 보

면 그림 8.12와 같다. 기본적으로 전자는 좌측과 우측 2 개 존재하며, α 선 끝에는 β 선

이 있고, β 선 끝에는 γ 선이 존재한다. 그림 8.12와 같이 다양한 오비탈 결합 모양이 제

안될 수 있다. 그림 8.12에 심오한 물리적 뜻이 내포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무런 의미 없

는 그림인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여하간 이러한 전자의 배치가 원자핵을 이루

는 쿼크와 연결되어 있어, 기본 차원이 γ 인 쿼크에 3세 가 존재하는 것 아닐까 한다.  

 

8.3.6 표준모형 6 세대 

근원우주는 6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표준모형은 그림 8.13와 같이 6 세 로 구

성된다. 모든 논리는 순환반복된다. 화이트홀 W는 공간이 팽창되려는 N 이 지배하며, 그 

화이트홀이 완벽 소멸되었을 때, 근원우주가 펼쳐지고, 증조할미블랙홀 탄생이 시작되려 

한다. 블랙홀 B는 공간을 수축하려는 S가 지배하며, 그 차원은 6 5 4 3 2 1 0 으로서 명확

하고, 중성 자기장 M 를 방출한다. 블랙홀 자기장 첫번째 N 공간에 위치한 우주는 차원

이 블랙홀 보다 한차원 낮으나 이해할 수 없는 양자화된 차원이 존재한다. 기본물질이란 

그 세상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최소 단위의 질량 m이 포함된 입자이며, 알갱이화된 

N 자기입자가 그 겉을 둘러 쌓고 있어야 한다. 쿼크는 증조할미블랙홀 세상의 물질이고, 

양성자는 할미블랙홀 세상의 물질이고, 원자는 어미블랙홀 세상의 물질이고, 플람은 자식

블랙홀 세상의 물질이고, 라임은 손주블랙홀 세상의 물질이고, 제롬은 증손주블랙홀 세상

의 물질이다. 여기서 플람, 라임, 제롬은 본 저서에서 제안하는 단어이다. 0차원이 되면 N 

그림 8.12 오비탈의 배치 모양 예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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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이 발생하여 화이트홀이 지배하는 세상이 시작되고, 6차원이 되면 S 빅뱅이 발생하

여 블랙홀이 지배하는 세상이 시작된다. 블랙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기본물질은 테두리

의 N 전자와 그 속의 S 핵으로 구성되어 있다. 블랙홀이 방출하는 중성 자기장 M 는 

그 표면 우주에서 N 전자중성미자와 S 전자중성미자로 분리되어 알갱이로 변한다. 위는 

블랙홀이 지배하는 차원감축의 흐름을 서술한 것이고, 화이트홀이 지배하는 세상은 위 

서술과 정확히 반  현상이 발생한다. 그림 8.13에서 모든 논리는 순환반복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8.3.7 차원별 원자 내부의 모습을 그려보자 

그림 8.14에는 표준모형 6 세  테이블을 그림으로 도시한 것이다. 차원에 따른 원자

모형은 략적으로 이와 같이 그려지지 않을까 하며,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그림 8.13 표준모형 6 세  

그림 8.14 6 세 의 기본물질 구성도 



 

- 156 - 

 

우주에 존재하는 N 기본입자는 중력선에 의해 블랙홀 표면의 S 기본입자와 연결되어 있

다.  

그림 8.15는 우리세상의 기본물질인 원자를 도시하고, 그 속의 양성자 및 그 속의 쿼

크 모형을 도시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차원만 다를뿐 순환반복된다.  

우리세계에서 원자는 α 차원이며, 그림 (a)의  와 같이 도시된다. 원자는 전자  

와 핵 ,  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전자  는 어미블랙홀 표면의 미자 α  와 중력선 

 에 의해 강력히 묶여 있고, 핵은 S 양성자와 NS 중성자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우리세계에서 양성자는 β 차원이며, 그림 (b)의  와 같이 도시된다. 양성자는 전자 

 와 핵 ,  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핵 표면은 미자 β  로 둘러 쌓여 있으며, 전자  

와 미자 β	  는 중력선  에 의해 강력히 묶여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양성자의 크

기가 매우 작고 또한 단단하게 된다.  

우리세계에서 쿼크는  차원이며, 그림 (c)의  와 같이 도시된다. 쿼크는 전자  

와 핵인 근원질량입자  들로 구성된다. 여기서 근원질량입자들 표면은 미자  로 둘

러 쌓여 있으며, 전자  와 미자  는 중력선  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에서 몇 개들의 집합체인지는 현재 알수는 없다. 그림의 특징을 살펴보면, 원자는 

어미블랙홀이 잡아 당기는 중력이 존재함을 볼 수 있고, 양성자 및 쿼크는 어미블랙홀과 

관련 없음을 볼 수 있다. 즉 양성자 및 쿼크는 중력이 작용하는 우리세상의 물질이 아니

라는 것이다. (a)에서 핵은 S 양성자, (b)에서 핵은 S 쿼크이나, (C)에서 핵은 공간의 성질

이 존재하지 않는 근원질량입자이다. 즉 뭔가 순환반복 성질이 어긋났다. 만약 γ 차원을 

β 차원이 완벽히 막았고, β 차원을 α 차원이 완벽히 막았다면, 전자의 오비탈은 s 만 존

재할 것이다. 그림 (c)에서 순환반복 성질이 어긋났으며, 이것은 γ 차원이 새고 있다는 

뜻이다. 이로인해 그림 8.11의 각종 오비탈들이 발생되는 것 아닐까 한다.  

 

그림 8.15 원자, 양성자, 쿼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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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차원감축의 블랙홀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세차례 폭발해야 한다 

우리세계에서 초거  행성이 폭발하면 블랙홀이 탄생된다. 초거  행성의 기본물질은 

그림 8.15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이 폭발하여 블랙홀이 탄생되어야만 한다. 원자 

속에는  이 존재하고 있고, 양성자 속에는 β  이 존재하고 있고, 쿼크 속에는  이 

존재하고 있다. 블랙홀은 완벽한 S 물질이다. 따라서 3 종류의 N 껍질들이 S 껍질들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세계의 초거  행성이 자식블랙홀

로 변하려면, 그림 8.16과 같이 α 폭발, 

β 폭발, γ 폭발 총 세 차례 폭발이 발생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8.4와 연결

하여, α는 중력의 세계이므로 α 폭발이 

발생하면 질량이 탈출할 수 없는 행성

이 되며, β는 광자의 세계이므로 β 폭발

이 발생하면 빛과 공간이 탈출할 수 없

는 행성이 되며, γ는 근원의 세계이므로 γ 폭발이 발생하면 비로소 진정한 차원감축의 

블랙홀이 된다. 따라서 중성자별은 α 폭발이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블랙홀은 β 폭발

이며, 그 블랙홀이 또한번 폭발하면 비로소 차원감축이 발생하게 된다. 은하의 중심에 있

는 초거  블랙홀이 차원감축의 블랙홀일 것이다.  

 

8.3.9 어미블랙홀이 성장하여 우리우주는 팽창한다  

그림 8.17(a)는 증조할미블랙홀을 표현한 것이다. 이

것은  자기선을 방출하며,  과  로 알갱이화 되

어  차원이 지속적으로 감축된다. 각 근원질량입자  

는  껍질로 감싸여 있다. (b)는 할미블랙홀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자기선을 방출하며, β  과 β  로 알

갱이화 되어 β 차원이 지속적으로 감축된다. 할미블랙홀 

표면의 β  미자는 증조할미블랙홀의   입자를 흡수

하여 β    입자로 된다. 즉 할미블랙홀이 성장하게 된다. (c)는 어미블랙홀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자기선을 방출하며, α  과 α  로 알갱이화 되어 α 차원이 지속적으

로 감축된다. 어미블랙홀 표면의 α  미자는 할미블랙홀의 β    입자를 흡수하여 α  

β    입자로 된다. 즉 어미블랙홀이 성장하고 우리우주는 a 축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팽창된다.  

그림 8.17 우주의 팽창 

그림 8.16 세번의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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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0 차원 입자들의 조합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우리세계의 원자는 그림 8.18의 중력선, 전자, 핵, 미자의 

집합체이며, 3세 로 구성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들의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제 1 장에서 서술한 각종 우리세계의 입자들이 만들어 지게 된다. 본 우주론은 동

일한 논리의 반복이다. 즉 2차원 세상에서는 4세 로 구성되어 있고, 1차원 세상에서는 5 

세 로 구성되어 있고, 0차원 세상에서는 6 세 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본 우주론은 

6차원부터 0차원까지 모든 우주를 해석할 수 있다. 

 

 

8.4 어미블랙홀은 차원을 입자와 반입자로 만든다 

 

8.4.1 N과 S는 중력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 8.19는 어미블랙홀 사건의 지평선 밖의 양성자가 우리우주로 침투하여 입자와 

반입자가 탄생되는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사건의 지평선 밖의 양성자  가 ①과 같이 

어미블랙홀에 끌리면 에너지를 갖게 되며, 그 에너지로 인해 ②와 같이 어미자기장 일부

가 우리세계로 떨어지게 된다. 여기서 이것이 말이 되는가 의문이 있을 것이다. 초천도체 

현상은 외부 자기장 일부가 초전도체 내부에 갇혀 알갱이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즉 어미

자기장의 일부가 실제로 떨어져 나가 우리세계의 알갱이처럼 행동한다는 제안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림 (b)와 같이 떨어져 나간 자기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의 

예측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8.4에서 볼수 있듯이 공간은 휘말려 굴곡져 있고, N 자기장

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빛속도로 흐르고 S 자기장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빛속도로 흐르고 

있다. 그 중 일부가 떨어져 나오면 그 휘말려 굴곡진 사각형은 어떻게 변할까? N과 S의 

방향이 서로 반 이므로 N과 S는 분리되게 된다. 여기서 더욱 세부적인 상황은 기하학의 

도움이 필요하다. 즉 현재 그 모습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그림 (b)와 같이 자

기선 α  과 α  및 중력선  과  이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중력선의 존재는 

제 10 장 양자얽힘으로부터 증명될 것이다. 

그림 8.18 우리세계의 차원별 입자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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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중력선의 비틀림이 자기선을 N 입자와 S 입자로 분리한다 

그림 8.19(c)와 같이 중력선  는 a 축 방향으로 회전하는 어미블랙홀 입자 한개와 

연결된다. 여기서 어미블랙홀의 b 축 거시 회전은 공간을 휘마는 힘과 평행하므로 멈춰

있다. 어미블랙홀 입자의 a 축 회전에 의해 (d)와 같이 중력선이 비틀어지게 된다. 말리

는 것과 비틀리는 것은 서로 다르다. 더욱 비틀어지면 α  자기선은 (e)와 같이 최 로 

말리게 되며 어미블랙홀 입자는 회전을 멈추게 된다. 중력선은 최 로 비틀려 있으며 용

수철과 같이 끌어당기는 힘이 최 가 된다. 이로인해 α  과 α  는 서로 분리가 되며, 그

림 8.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말린방향과 회전방향의 차이로 인해 α  은 우리세상에 갇

히게 되고 α  는 파동의 형태로 어미블랙홀로 빨리게 된다.  

N 자기장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빛속도로 흐르고 있고, S 자기장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빛속도로 흐르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력선의 비틀림과 연결되어 N 입자와 

S 입자는 분리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림 8.19는 50% 정도만 옳바를 것으로 판단한

다. 즉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만물이 100% 완벽히 파악되어야만 그림 8.19가 100% 옳

바르게 그려질 수 있다. 

 

8.4.3 전자의 모양은 무엇이며 어느 곳에 위치하는가?  

그림 (g1)은 전자가 골짜기 양쪽에 알갱이로 위치하는 모습이고, (g2)는 전자가 파동으

그림 8.19 입자와 반입자의 탄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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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골짜기 양쪽에 위치한 모습이다. 전자의 모양은 무엇이며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 역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8.4.4 공간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가?  

공간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림 (h)와 같이 a 축이 골짜기로 존재하고, 그 속에 

b 축이 작은 굴곡으로 존재하고, 그 속에 c 축이 미소 굴곡으로 존재할까? 이 역시 파악

되어야할 과제이다.  

 

8.4.5 N 자기장과 S 자기장 사이는 무엇인가? 

그림 (i)와 같이 N 자기장면과 S 자기장면 사이는 무엇일까? 분명 공간인데 우리가 

공간을 이해할 수 없다. 이 역시 파악되어야 할 과제이다. 

 

8.4.6 스핀의 양자화 

스핀(spin)은 질량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물리량으로서 자전에 의한 각운동량이다. 쉽게 

말해 몇 바퀴 회전시켜서 같은 모습이 되는가를 나타내는 양자수이다. 모든 방향에서 보

아도 같은 모습이면 스핀 0, 전자는 2 바퀴 돌리면 같은 모습을 가지므로 스핀 ±1/2, 광

자는 한바퀴 돌리면 같은 모습을 가지므로 스핀 ±1이다. 전자는 어떤 축을 중심으로 오

른쪽으로 돌거나 왼쪽으로 돌거나 둘 중 한가지 값을 가지며, 그 회전 속도는 변하지 않

는다. 

그림 8.20에는 상황에 따른 전자 모양의 다양한 변화가 도시되어 있다. 묶인 전자는 

그림 8.19 (g2)와 같이 파동으로 존재할 듯하고, 중력선이 어미블랙홀과 연결되어 원자의 

중력이 발생되며, 자유 전자는 그림 8.19 (a)와 같이 어미자기선과 접촉하게 된다. 골짜기 

오른쪽과 접촉하면 양수스핀을 갖고 왼쪽과 접촉하면 음수스핀을 갖게 된다. 여기서 회

전, 말림, 비틀림은 서로 독립변수들이다. 스핀을 갖게 되면 중력선은 어미블랙홀과 떨어

지며, 그 중력선의 모양은 (b)와 같이 되지 않을까 한다. 즉 중력이 존재하지 않는 단단

그림 8.20 상황에 따른 입자 모양의 다양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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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유입자가 된다. 전자의 회전은 x 축 회전 + y 축 회전 + z 축 회전 = 상수 회전 이

다. 따라서 x 축을 한바퀴 돌리고 y 축을 한바퀴 돌리면 z 축 회전이 결정된다는 뜻에서 

2 바퀴 돌리면 같은 모습이 된다는 뜻이지 않을까 한다. 전자는 3차원 구체인 α 알갱이

다이다. 광자에서 “자”는 입자의 뜻이고, β 알갱이는 α 알갱이의 수직방향으로 돌돌 말려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회전을 인위적으로 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광자를 회전시켜야 하며, xyz 세상에 광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β 파선이 되고, 파선은 

한바퀴 돌리면 같은 모양을 갖는다. 동일한 논리로 증조할미블랙홀의 입자가 xyz 공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γ 는 파면으로 존재하나, 관찰자 효과에 의해 파면은 필히 β 알갱

이에 붙어 입자로 존재하게 된다. 즉 γ 알갱이를 단독으로 관찰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림 (c)와 같이 말린 입자와 비틀린 중력선이 서로 떨어질 수 있는가 의문이다. 이것

이 혹시 중성미자 진동 현상을 유발하지 않을까 한다. 입자는 그 주어진 상황에 맞게 다

양하게 그 모양이 변한다. 그림 (d)는 파동으로 변할 때의 모습이 도시되어 있고, (e)는 

속도를 가지고 직진했을 때 모습이다. 본 그림이 정답일 수는 없으나, 상황에 따른 각종 

입자들의 모양이 그림으로 그려질 것이다. 

 

8.4.7 파울리의 배타 원리 

같은 양자 상태에 두 개의 동일한 페르미온이 존재하지 못한다는 원리이다. 스핀 역

시 양자화이므로 독립변수로서, 2개의 전자가 동일한 xyz 위치에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

다. 전자 3개는 왜 동일한 위치에 존재할 수 없을까? 원자 속의 전자가 그림 8.6 (b)와 같

이 입자로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자. 입자는 회전을 하고 있으므로 왼쪽면에 하나 그리고 

오른쪽 면에 하나가 위치함을 볼 수 있다. 즉 3 개는 위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림 

8.6 (c)와 같이 파동으로 존재한다면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 만약 그림 8.19 (g2)와 

같이 파동으로 존재한다면 위쪽과 아래쪽에 존재하게 된다. 위쪽 전자와 아래쪽 전자 둘 

중 중력방향으로 즉 아래쪽 전자가 먼저 채워져야 함을 이해할 수 있다.  

 

8.4.8 외부 자기장에 따른 전자의 스핀 방향 

자유전자는 그림 8.20 (b)와 같이 중력과 무관하므로, 확률적으로 왼쪽 절반 오른쪽 

절반 위치할 것이다. 만약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면 그 특성에 따라 한쪽으로 쏠릴 

것임이 추측된다. 그 특성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 중성자이지 않을까 한다. 중성자는 

그림 8.23의  이며, 양성자, 전자, 반중성미자로 구성되어 있다. 즉 외부자기장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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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가 반응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얽히고 섥혔기 때문에, 만물의 

비 이 모두 밝혀져야 만, 어떤 하나의 물리적 비 이 밝혀지게 된다. 

 

8.4.9 원자의 α β γ 진동 

원자가 진동하는 원인은 그림 8.7 (a)와 같이 원자 속의 전자는 어미블랙홀과 α 중력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중력선은 스프링처럼 비틀려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원자핵과 

β 중력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한 쿼크와 γ 중력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원자는 외부

세계로 α 진동이 발생하며,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는 β 진동이 발생하며, 원자핵과 쿼크 

사이에는 γ 진동이 발생된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 9 장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원자가 에

너지를 받으면 그림 8.7과 같이 위로 뜨게 된다. 이는 허공이므로 중력선이 왼쪽으로 당

기나, 가로막혀 왼쪽벽에 충돌하고, 스프링 중력선이 되튕겨 오른쪽벽에 충돌하고, 이러

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원자는 진동하게 된다. 원자에 중력선으로 묶여 있는 반원자 역시 

동일하게 진동을 한다. 

그렇다면 그 진동은 우리세상에서 어떻게 보여질까? 그림 8.7의 좌우로 진동하는 것

처럼 관찰되는 것일까? 우선 우리 눈으로 원자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전자나 광자

를 투사하여 간접 관찰해야 한다. 만약 우리 눈으로 원자를 볼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

리는 왼쪽 및 오른쪽을 볼 수 없고, 오직 그 가운데만 볼 수 있으므로, 원자가 커졌다 작

아졌다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양자화된 공간의 골짜기의 폭이 크다면 우리 눈

에 원자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 도 있게 된다. 

 

8.4.10 시공간의 휘어짐과 원자 진동 

우주모형도에서 중력에 의해 xyza 공간은 휘어지게 된다. 공간이 휘어져도 어미블랙

홀의 자기선은 연속적으로 흘러야만 하므로 빛의 속도는 상수이다. 절 시간은 우주모형

도 전체가 변화하는 것이므로 모든 위치에서 동일하며, 아인슈타인이 설명한 상 시간은 

물체가 위치한 xyz 공간에서의 a 축 방향으로 휘어진 정도 임을 앞에서 설명하였다. 따

라서 빛의 속도가 절 시간임을 이해할 수 있다. 절 시간은 엔트로피 증가법칙이 지배

하고, 상 시간은 어미블랙홀에 의한 a 축의 변화이다. 

지구에서 1 초의 정의는 세슘 원자가 9,192,631,770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그 진동 횟수는 그림 8.7과 같이 골짜기의 폭 길이와 중력선의 비틀림 정도에 영향을 받

는다. 그림 7.4와 같이 행성이 무거울수록 그 행성은 어미블랙홀 방향으로 접근하게 되

므로, 중력선의 비틀림 정도는 커지게 된다. 이로 인해 원자 진동수는 변하게 될 것이다. 



 

- 163 - 

 

 

 

8.5 전자와 반전자의 탄생 과정 

 

8.5.1 전자와 반전자의 탄생 과정  

그림 8.21에는 전자와 반전자의 탄생과정이 도시되어 있다. 각 과정에 한 세부적인 

설명은 위에서 기술하였으므로, 본 설명은 간단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그림 (a)와 같이 

사건의 지평선 밖에서 4차원 물질 및 할미자기선이 유입이 된다. 이것들은 (b)와 같이 사

건의 지평선 안쪽에서 미세조정된다. 미세조정된 입자는 (c)와 같이 어미자기선을 뚫고 

우리세계로 유입된다. 그 과정 중에 각종 입자들이 우리세계에 발생된다. 중성전자  

는 곧바로 (d)와 같이 전자  와 반전자  로 분리되고, 그림 (e)와 같이 전자는 원자 

를 이루며 반전자는 어미블랙홀 표면으로 끌려간다. 여기서 돌돌 말린  는 반 방

향의 회전으로 인해 반전자미자 α  파동으로 펼쳐져 어미블랙홀로 끌려가고, 그 속의 반

광자미자 β  들은 떨어져 나오게 된다. β  입자 역시 회전방향이 반 이므로 그림 8.7(a)

와 같이, 사건의 지평선 반 면을 통해 우리세계를 파동 형태로 탈출하여 할미블랙홀로 

빨려 들어간다. 

 

8.5.2 자식블랙홀에서는 반전자미자가 튀어나와 어미블랙홀로 빨려들어간다 

그림 8.21 전자와 반전자의 탄생 과정 

그림 8.22 자식블랙홀에서는 반전자미자가 튀어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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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2에서 4D는 어미블랙홀이고, 3D는 자식블랙홀이다. (a)에서 원자  는 어미

블랙홀 표면의 α  전자미자와 중력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β  광자미자는 어미블랙홀을 

탈출하여 할미블랙홀 표면으로 끌려간다. 동일한 논리로 자식블랙홀에서는 반전자미자 

α  가 튀어나와 어미블랙홀 속으로 빨려들어가게 된다. 즉 모든 논리의 핵심은 차원이 

맞아야 하며 그 논리는 순환반복된다는 것이다. 자식블랙홀에서 튀어나온 α  는 전자기

력에 반응하지 않는 반전자미자이면서, 그림 8.7(a)와 같이 사건의 지평선 반 면으로 흐

르므로, 우리세계에서는 관측될 수 없다.  

 

 

8.6 중성자의 베타 붕괴 과정 

 

8.6.1 중성자가 먼저 탄생된다  

중성자가 약력에 의해 양성자로 바뀌면서 전자와 반중성미자를 방출하는 것을 음의 

베타붕괴라 한다. 그림 8.23에는 음의 베타 붕괴 과정이 도시되어 있다. 그림 8.21에는 

원자가 탄생되는 과정이 도시되어 있다. 미세조정으로부터 곧바로 그림 8.21의 양성자와 

전자가 탄생될까 아니면 그림 8.23의 중성자가 먼저 탄생된 후 붕괴되어 양전자와 전자

로 바뀔까라는 의문이 존재한다. 중성자의 음의 베타 붕괴 과정이 자연적으로 발생되므

로, 미세조정에 의해 중성자가 먼저 탄생된다는 것이 파악된다.  

그림 8.23의 ①과 같이 사건의 지평선 밖의 4차원 입자의 운동에너지는 0 이다. 이것

그림 8.23 중성자의 음의 베타 붕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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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미블랙홀에 끌려 ②와 같이 첫번재 자기선 직전의 운동에너지가 2 라면 그림 8.21

과 같이 전자와 양성자가 곧바로 탄생된다. 그러나 그 운동에너지는 4 일 것이며, 운동에

너지 2 를 소모하여 ③과 같이 양성자, 전자, 반전자가 탄생되며, 남은 운동 에너지 2 를 

소모하여 ④와 같이 반공간에 위치하는 중성자가 탄생된다.  

 

8.6.2 중성자의 음의 베타 붕괴  

중성자는 ④와 같이 밖에서부터 S전자미자, N전자미자, N전자, 양성자로 구성되나, 반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S 계열은 S 공간에 위치할 수 있을 듯하나, N 계열은 N 공간에 

위치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 극성의 힘으로 인해 S 공간에 위치한 중성자는 N 공간으로 

천천히 리게 된다. 여기서 천천히 리는 것이므로 그 과정 중 어떤 입자들이 새로이 

탄생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중성자  → 양성자  + 전자  + 반중성미자 α  이

다. 

 

8.6.3 양성자의 양의 베타 붕괴  

양성자에 에너지를 투입하면 중성자로 바뀌면서 반전자와 중성미자를 방출하는 것을 

양의 베타 붕괴라 한다. 그림 8.24에는 양의 베타 붕괴 과정이 도시되어 있다. ①과 같이 

양성자  에 운동에너지 6을 가하면, 운동에너지 2를 소모하여 자기선을 뚫고 ②와 같

그림 8.24 양성자의 양의 베타 붕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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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자반중성미자 α  이 발생된다. 운동에너지 4 로부터 ③과 같이 사건의 지평선까지 

도달하며, 다시 ④로 떨어지게 되며, 할미자기선은 끊임없이 우리세계로 유입된다. 운동

에너지 2 가 소모되어 ⑤와 같이, 양성자, 전자, 반전자, 전자중성미자 α 가 발생하고, 

반전자는 어미블랙홀 표면으로 빨려가고, 전자중성미자는 우리세계에 갇히게 된다. 남은 

운동에너지 2 로부터 ⑥의 중성자가 탄생된다. 따라서 양성자  + 6 → 중성자  + 

반전자  + 중성미자 α  이다. 

위 그림으로부터 어미블랙홀 사건의 지평선까지 필요한 에너지는 6 이라는 것이 밝

혀진다. 그렇다면 7의 에너지를 투입하면? 5의 에너지를 투입하면? 에너지를 왼쪽으로 투

입하면? 등등의 다양한 질문이 발생된다. 그림 8.24에서 한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된

다. 6의 에너지를 투입하여 입자를 사건의 지평선 ③ 까지 보낸다면, 되돌아 오는 입자는 

원래 그자리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시간이 흘렀기 때문이고, 또한 사건의 지평

선까지 가는 및 오는 과정에 타 입자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의 베타 붕

괴를 실험할 때는 강력한 자기장을 걸어 주는 것 아닐까 한다. 즉 그 강력한 자기장이 

방어막을 형성하여, ③을 거치지 않고 ②에서 ④로 되튕겨 제자리로 올 것이다.  

 

 

8.7 전기홀극이 자기홀극이다 

 

8.7.1 자기쌍극  

자석은 그림 8.25 (a)와 같이 항상 N 과 S 가 함께 자기쌍극으로 존재한다. 자기홀극

이란 홀극 꼴의 자기장을 만드는 가상의 물질 또는 입자로서, (b)의 전기홀극과 같이 N 

극 또는 S 극만을 가지는 자석이다. 아직 아무도 자기홀극을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부

분의 이론은 자기홀극이 존재해야한다고 한다. 초기 우주에서는 자기홀극이 상당히 많이 

생성되었으므로, 오늘날 자기홀극은 쉽게 관측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자석의 최소단위는 원자자석이고 전기는 원자 속의 힘이다. 즉 자석은 xyz 차원의 물

질이고 전기는 α 차원의 입자으로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쌍극과 전기홀극은 동일 

비교 상이 아니다. 어미자기장은 NS 중성으로서, 우리세계에 N 과 S 로 알갱이화 되어 

발생되어, N 알갱이는 우리세계에 갇히게 되고, S 알갱이는 어미블랙홀로 빨려들어간다. 

그림 (a)에서 N 은 공간을 넓히려는 성질이 보여지고 S 는 공간을 좁히려는 성질이 보여

진다. 또한 자기력은 N 극에서 나와 S 극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석속에

서는 S 극에서 나와 N 극으로 들어간다. 자석의 xyz 자기선이 자식블랙홀로 빨려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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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자식의 세상에서는 (a)와 같이 xy 중성 자기선이 펼쳐지고, z 방향이 (b)와 같이 전기

홀극으로 알갱이화 된다. 논리는 순환반복된다.  

현 물리학에서는 자기홀극이 필히 존재해야만 한다고 한다. 또한 현 물리학에서는 암

흑물질 및 암흑에너지가 필히 존재해야만 한다고 한다. 과연 자기홀극 따로, 암흑물질 따

로, 암흑에너지 따로 일까? 아니면 위 세 가지가 결국 어미블랙홀로부터 파생된 동일한 

결과물일까?  

 

8.7.2 자기장은 XYZ 공간이 양자화 되어 펼쳐진 것이다  

근원우주에서 근원질량입자는 6차원 공간 회전을 하며, 어미블랙홀은 4차원 자기장을 

뿜어내어 우리우주 공간을 양자화 한다. 우리 세계의 모든 물질 속에는 XYZ 회전을 하는 

근원질량입자가 존재하며, 그 근원질량입자의 회전 방향이 일치하였을 때 그 회전력이 

외부로 뿜어져 나와 자석 주위의 XYZ 공간을 양자화 시킨다. 논리는 그림 8.3 및 그림 

8.4와 동일하다. 어미블랙홀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양자화된 공간의 파골의 깊이는 

매우 깊고 너비는 매우 얇다. 자석은 약하기 때문에 양자화된 공간의 파골은 작고 그 너

비는 넓다. 따라서 자기장은 양자화된 XYZ 공간이고, 자기선은 파골을 연결한 것이다. 그

림 8.25 (a)와 같이 자기선들이 N에서 나와 S로 펼쳐진 것인가? 아니면 그림 8.4와 같이, 

XY의 연속 공간에 Z 방향이 양자화되어 굴곡져 있는 것인가? 아마 이 답은 현 물리학에

서 이미 밝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8.8 기타 현상 

 

8.8.1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 

원자는 전자와 원자핵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주모형도와 같이 전자는 α 알갱이 속에 

β 알갱이들이 있고, β 알갱이 속에 γ 알갱이 들이 있다. 전자의 α 는 어미블랙홀과 연결

되어 있고, 전자의 β는 원자핵과 연결되어 있고, 전자의 γ는 쿼크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

그림 8.25 자기쌍극과 전기홀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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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자의 α β γ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면 고체이고, α 연결이 끊어지면 액체가 되고, β 

연결이 모두 끊어지면 기체가 되고, γ 연결이 모두 끊어지면 플라즈마가 되는 것 아닐까 

한다. 원자의 집합체인 물질에서 그 α 연결들을 모두 끊기 위해서는 잠열이 필요하며, β 

및 γ 연결을 모두 끊기 위해서도 역시 잠열이 필요하다.  

 

8.8.2 우주선 

우주선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와 방사선 등을 총칭하는 단어이다. 먼 우

주에서 일어난 초신성 폭발 등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며, 90% 정도는 단일 양성자이고, 

10% 정도의 헬륨과 적은 양의 리튬, 베릴륨, 붕소 등이 함유되어 있다. 우주선 중의 일

부는 4차원 세계로부터 미세조정되어 우리우주에 현재 발생되는 입자들 일 수 있다. 

 

8.8.3 밴 앨런대  

밴 알렌 방사선벨트는 행성자기장에 의한 지구 

주위에 묶인 전된 입자(플라즈마)의 2층 구조를 

말한다. 그림 8.26은 UCLA-KASI 공동로 세번째 방

사선 의 생성원리를 컴퓨터 시뮬레이션한 결과로

서 Nature Physics에 2013년도 게제된 것이다. 밴 

앨런 는 그림 8.4와 동일한 논리로서 지구자기장

이 휘말려 굴곡이 발생한 공간이다. 즉 지구는 매우 

약한 강도의 자석이며, XY 방향은 연속의 세계이고 

그 수직 방향 Z 로 양자화가 된 것이다. 그 골짜기에는 각종 입자들이 위치하고, 등성에

는 입자들이 덜 분포하게 된다.  

밴 앨런 에서 4차원으로부터 유입되는 우주선은 지구 자기장의 관찰자 효과에 의해 

걸리게 된다. 완전진공에서는 4차원으로부터 유입되는 우주선은 그림 8.23과 같이 그 진

공을 스쳐 지나가 반공간에서 속도가 0 인 중성자가 만들어지나, 지구 자기장의 관찰자 

효과에 걸리게 되면, 그 중간 과정인 양성자가 밴 앨런 에서 발견되며 그 속도는 매우 

빠를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매우 빠른 속도의 각종 입자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된다. 

 

8.8.4 온도에 의한 엔트로피 증가법칙 

그림 8.7의 골짜기는 포물선 모양이다. 높이가 온도이고, 면적이 에너지라고 한다면, 

그림 8.26 밴 앨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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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 의한 엔트로피 증가법칙이 유도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원자가 xyz 공간을 운동

하고 있을 때, 방해를 받으면 그 방해받은 xyz 운동에너지만큼, 골짜기 윗방향으로 원자

가 상승하게 되며 이것이 열에너지일 것이다. 역으로 원자가 골짜기 아랫 방향으로 하강

한다면 그 에너지만큼 원자의 xyz 운동에너지는 상승하지 않는다.  

 

8.8.5 쌍소멸과 쌍생성 

쌍소멸은 전자와 양전자가 충돌하여 없어지는 현상으로, 충돌 결과 전자와 양전자는 

사리지고, 두개나 그 이상의 감마선 광전자 생성되고 또한 한 개 혹은 그이상의 중성미

자-반중성미자 쌍이 생성될 수 있다고 한다. 전자와 반전자의 모양은 우주모형도 제시되

어 있고, 그 전자와 반전자를 충돌시키면, 전자 중성미자-반중성미자 쌍 한 개가 생성되

고, 다수의 광자 및 반광자가 방출된다. 여기서 다수의 광자 및 반광자의 에너지 레벨은 

모두 동일하다. 즉 에너지 레벨이 모두 동일하므로, 마치 하나의 광자처럼 관찰될 수 있

다. 이것이 감마선 광전자가 아닐까 한다. 

감마선이 핵 주변에서 전자와 양전자를 생성하는 것을 쌍생성이라 한다. 전자와 양전

자가 동시에 탄생되기 위해서는 감마선이 어미자기장을 뜯어 내야 한다. 감마선이 핵과 

충돌하면 공간의 수직방향으로 향하게 되고, 이로 인해 어미자기장 일부까 뜯겨지는 것 

아닐까 한다. 중력렌즈 효과는 α 알갱이가 β 파선을 끌어 당기는 힘에 의해 발생된다고 

설명하였다. 감마선은 β 파선으로서 어미자기장을 끌어 당겨 α 만큼 뜯어 내는 것일 수

도 있을 것이다. 

 

8.8.6 기타 

현 과학으로 계산은 정확히 수행되나, 그 근원을 설명하지 못하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다. 본 우주론의 전제조건은 어미블랙홀이 존재한다는 단 한가지 이다. 즉 그 단 한가

지가 진실이라면 만물의 근원은 필히 밝혀지게 된다.   



 

- 170 - 

 

제 9 장 중력, 전자기력, 강력, 약력, 중력파, 중성미자 
 

 

9.1 개 요 

 

중력과 약력은 어미블랙홀의 힘이고, 전자기력은 할미블랙홀의 힘이고, 강력은 증조할

미블랙홀의 힘이다. 만유인력의 법칙에 어미블랙홀 질량을 넣으면 자연계의 4 가지 힘은 

통합될 것이다. 어미블랙홀에 의해 양자화된 표면의 밑쪽에는 반세상이 펼쳐져 있다. 이

것이 관성질량 및 등가원리를 유발한다. 우리세계의 입자는 차원의 조합으로 존재해야 

하나, 중성미자는 차원이 하나만 존재하는 알갱이로서 중력과 약력에만 반응하는 이상한 

입자처럼 우리에게 관찰되게 된다. 중력과 전기력의 물리적 공식이 유사하다. 이것은 중

력에 한 그림과 전기력에 한 그림이 유사하다는 뜻이 된다. 강력 역시 물리적 공식

과 그 그림이 유사할 것이다. 어미블랙홀 우주론은 α β γ 차원만 다를 뿐 모든 것은 동

일한 논리가 적용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만물이 100% 완벽히 밝혀져야만 뭔가 하나를 

정확히 그려낼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그림은 제안 단계로서, 정확한 그림은 아니다. 본 

제안에 현 물리학 지식을 적용한다면 보다 정확한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9.2 중력 

 

9.2.1 중력은 왜 너무나 약한가? 

그림 9.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중력의 절 크기 1/1038 는 강력 1, 전자기력 1/102, 약

력 1/105 에 비해 너무나 작으므로, 중력이 이상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제 1 장에

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그 절 크기에 Log를 취하여 차트를 만들어 보면, 6차원은 강력, 5

차원은 전자기력, 4차원은 약력으로 도시되며, 경향상 3차원은 12승 정도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략적 경향상 38승은 0차원에서 성립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 즉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중력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자연계의 4가지 힘은 그림 9.1과 같이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 본다. 

먼저 우리우주에 공간이 존재하는가 질문을 한다. 답은 당연히 XYZ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이다. 그렇다면 그 XYZ 공간에 응축된 힘이 존재하고 있는가 질문을 한다. 쉽게 답

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자유로이 XYZ 공간을 이동할 수 있으므로 XYZ 공간에 응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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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은 0 이다고 답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값이 바

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1/1038 이라는 것이다. 강력, 

전자기력, 약력 역시 그 힘이 

작용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공간이 있다. 그 알수 

없는 공간에 응축된 힘은 0 

인가 질문을 한다. 쉽게말해 

전자에 큰 응축힘이 내재되

어 있는가 질문이다. 만약에 

0 이라면, 강력, 전자기력, 약

력은 중력과 동등한 레벨이

며, 만약 0 이 아니라면 중력과 전혀 다른 것이다. 후자가 정답이기 때문에 100년이 지

난 현재에도 중력이 통합이 되질 않는다. 즉 강력, 전자기력, 약력은 블랙홀이 공간을 엄

청난 힘으로 양자화 시킨 것으로서 우리세계의 힘이 아니며,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은 

XYZ 공간의 힘이 0인 직선의 힘이다. 정리하자면 양자역학은 공간의 힘을 해석하는 학문

이고, 중력은 질량을 해석하는 학문이다. 일반상 성이론은 중력을 공간의 힘으로 해석하

여 양자역학에 근접하였으나, 뭔가를 놓쳤기 때문에 위 둘이 통합이 되질 않는다. 그 놓

친 것이 어미블랙홀이다.  

그렇다면 중력 1/1038 값이 틀렸다는 것인가의 질문이 있게 된다. 답변은 XYZ 공간만

을 해석할 때에 그 값은 정확히 맞다이다. 즉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중력 1/1038 값

은 양자역학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과 1/1038 값은 상 중력임을 파악할 수 있다. 여러 

번 서술하였듯이, 어미블랙홀이 행성을 당김으로 인해, 행성이 XYZ 공간의 수직방향으로 

떨어지려고 하며, 이로인해 그 수직방향의 공간이 휘어지게 되고, 어미블랙홀의 강력한 

힘이 응축되어 있는 그 수직방향 공간의 힘이 행성이 떨어지지 않게 떠 받치고 있다. 즉 

어미블랙홀이 행성을 당기는 힘이 절 중력이고, 수직방향의 공간이 떠받치고 있는 힘이 

약력이며, 절 중력과 약력이 동일한 지점에서 행성은 허공에 붕 떠있게 된다. 제 8 장에

서 서술한 바와 같이 6차원 회전하는 근원질량입자가 만물의 변화를 유발하며, 그 회전

력이 공간의 각 차원에 힘을 부여하며, 공간차원 힘의 크기는 근원질량입자의 개수에 비

례한다. 각 차원 공간에 응축되어 있는 힘을 해석해야 하며, 본 우주론을 현 물리학적 지

그림 9.1 자연계의 4가지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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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적용하면 자연계의 4가지 힘은 통합될 것이다. 

그림 9.1에서 경향상 0승, 2승, 5승 다음에는 12승 정도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

적 약력은 1/1013 이다. 표에 제시된 절 적 크기 및 상 적 크기의 명확한 이해가 필

요하다. 여하간 저자의 판단으로는 절 적 약력 1/105을 XYZ 공간의 힘으로 환산한 것이 

상 적 약력 1/1013 값이지 않을까 한다. 즉 1/1013 값이 3차원 공간에서의 절 적 힘으로 

생각된다. 차트의 빨간선의 특징은 각 차원의 독립적인 힘을 뜻하며, 6차원에서는 기울기

가 0 이어야 하고, 0차원에서는 기울기가 무한 이어야 한다. 즉 달걀모양이 되어야 한다

는 뜻이다. 그림 8.2 (a)는 직선으로서 공간에 힘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힘의 기울기

는 0이고, (d)는 공간이 완벽히 양자화된 것으로서 공간 힘의 기울기는 무한  이다. 이것

이 변화의 방향성 또는 시간의 흐름이다. 2차원의 힘은 1/1038 정도 될 듯 하다. 그러나 

제 1 장에서 서술하였듯이, 약력 즉 1/105 값이 4차원의 독립적 힘이고, 전자기력 및 강

력은 차원이 섞여 있는 것으로서, 차트의 빨간선은 오차가 있을 수 밖에 없다. 0차원에서 

기울기는 무한 가 되어야 하나 경향상 1/1038 값처럼 판단되는 이유가 바로 차원의 힘

이 섞여 있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독립차원의 힘이 있고, 조합차원의 힘이 있으므로, 

그 둘의 구분을 명확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9.2.2 양자화된 공간에 엄청난 힘이 응축되어 있다 

근원우주에서 6차원 랜덤 회전하는 근원질량입자들이 변화(시간)를 야기하는 근본원

인이다. 6번째 회전력 방향들이 일치하면 증조할미블랙홀이 탄생하여 c 공간을 엄청난 힘

으로 양자화 시키고, 근원질량입자에서 6번째 회전력은 사라진다. 5번째 회전력 방향들이 

일치하면 할미블랙홀이 탄생하여 b 공간을 엄청난 힘으로 양자화 시키고, 근원질량입자

에서 5번째 회전력은 사라진다. 4번째 회전력 방향들이 일치하면 어미블랙홀이 탄생하여 

a 공간을 엄청난 힘으로 현재 양자화 시키고 있고, 근원질량입자에서 4번째 회전력은 사

라진다. 여기서 어미블랙홀의 4번째 회전력과 공간을 휘어마는 힘은 현재 진행중이다. 즉 

그 진행 중에 의해 우리세계의 변화가 진행되며, 이것이 엔트로피 증가법칙이다.  

우리세계의 모양은 그림 4.3 (3)이다. 즉 abc 공간은 선 블랙홀에 의해 엄청난 힘으

로 양자화 되었고, XYZ 공간은 힘이 0 인 직선의 세계로서, 쿼크 속에 있는 근원질량입자

가 XYZ 3차원 랜덤 회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근원질량입자의 회전 방향을 우리가 

일치시켜주면 신기한 현상이 발생하며, 그것이 바로 그 영역의 공간이 미약하게 양자화 

되는 것이다. 그림 8.4는 블랙홀이 우리공간의 수직방향을 양자화 시키는 모습이며, 그림 

9.15은 자석이 XYZ 공간을 미약하게 양자화 시키는 모습이다. 그림 4.4 (d)가 양자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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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za 공간이며, 우리 세상은 그림 8.4와 같이 원자의 공간 오른쪽 벽면과 왼쪽 벽면 공간

에 갇혀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그림 9.2와 같이 탁자 위의 개미는 XY 2차원 공간에 갇

혀 있으며, 위 및 아래를 결코 이해하

지 못한다. 개미는 XY 공간을 자유롭

게 이동한다. 따라서 개미는 공간에 힘

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개미의 밑바닥은 개미가 

결코 뚫을 수 없는 강력한 공간이 존재한다. 그 바닥의 힘에 의해 개미는 XY 공간을 자

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동일하게 XYZ 우리 공간의 수직방향으로 엄청난 힘

이 응축된 장벽이 있고, 그 장벽에 원자가 갇혔기 때문에, 그 장벽 방향으로 자유로이 원

자가 이동할 수 있다. 물체는 원자들이 나열된 것이다. 즉 양자화된 공간의 두께는 원자 

정도 크기이고, 그 XYZ 방향으로 원자가 그림과 같이 나열된 것이다. 본 설명이 이해 불

가능할 것이나, 탁자위를 자유로이 이동하는 개미가 탁자를 이해 못하는 것과 같다. 

그림 4.4 (d)와 연결하여, 그림 8.7 (a)를 설명해 본다. 산봉우리에서 골짜기까지 원자두

께 정도로 양자화된 공간은 흐물흐물할까 아니면 매우 단단할까 의문이 발생한다. 양자

화된 공간에는 블랙홀의 힘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흐물흐물할 수가 없다. 또한 그림 

8.7 (a)에서와 같이 우리세계는 N 에너지로서 N의 특징은 그림 4.1과 같이 공간을 넓히

려고 하고, 그 뒷면의 S 에너지의 특징은 공간을 좁히려고 한다. 즉 그림 8.7 (a)의 사건

의 지평선 왼쪽에서는 공간을 좁혀 모든 것을 강력히 빨아들이려고 하고, 사건의 반지평

선 오른쪽에서는 공간을 넓혀 모든 것 강력히 어내려고 한다. 따라서 양자화된 우리공

간은 강력한 탄성 강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9.3에는 어미블랙홀이 물체를 당겨 공간이 휘어진 모양이 도시되어 있다. 물체

는 허공에 붕 떠있으므로, 물체와 공간에 힘의 평형이 성립한다. 즉 어미블랙홀이 물체를 

당기는 힘 FG는 공간의 장력 Fxyza와 같게 된다. 여기서 공간의 장력은 Fxyz와 Fa로 구

분된다. 어미블랙홀이 우주공간을 휘게한다. 즉 우주공간 속에는 엄청난 힘이 응축되어 

있고 그 힘이 Fu이다. 이것은 일반상 성이론에서 우주상수와 같다. 힘 F1과 F2가 있을 

때, 절 힘은 F1+Fu 및 F2+Fu이다. 양자의 절 힘을 빼면 F1 – F2 이다. 절 힘으로 해석

하던지 아니면 상 힘으로 해석하든지 수학적 결과는 같게 된다. 즉 절 성으로 해석하

든지 상 성으로 해석하든지 수학적 계산 결과는 모두 동일하다는 뜻이다. 단지 해석하

고자 하는 조건과 그 중간 과정이 다를 뿐이다. 수학은 답만 맞으면 되나, 물리학은 현실

을 해석하는 것이므로 그 중간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계산 방법론은 여

그림 9.2 양자화된 공간의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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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개 존재할 수 있으나, 그 중 하나만이 현실이다. 

 

9.2.3 공간의 휘어짐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  

그림 9.4와 같이 행성이 무거울수록 양자화된 공간은 어미블랙홀 방향으로 휘어지게 

된다. 여기서 그 행성은 그림 9.2와 같이 원자들의 XYZ 방향 나열이다. 그림 (a) 및 (b) 

중 어느 것처럼 휘어질까? 고무줄을 양손에 잡고 그 가운데를 눌러 보자. 그러면 그림 (a)

와 같이 고무줄은 휘어진다. 그러나 고무줄을 늘린만큼 양손에 작용하는 힘이 증가한다. 

이번에는 풍선의 가운데를 눌러보자. 그러면 (b)와 유사한 형태로 휘어지게 된다. 풍선이 

강력한 탄성 강체라고 한다면, (b)와 같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게 끔 눌러질 것이다. 

우리공간에서 측정된 길이가 10,000 m 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그 수직방향으로 몇 

미터가 어미블랙홀 방향으로 휘어지게 될지 파악이 필요하다. 제 7 장 절 성 이론의 그

림 7.3에서는 공간의 휘어짐과 시간팽창에 해 서술한 바 있다. 이러한 것들이 서로 연

결되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휘어짐 정도는 탄성계수가 얼마만큼 강한지에 따라 다르

게 된다. 탄성계수가 무한 라고 한다면 양자화된 공간은 결코 휘어지지 않는다. 탄성계

수가 0 이라고 한다면 양자화된 공간은 흐물흐물하다는 것이다. 밤하늘의 블랙홀 질량

도는 엄청나게 큰 값이지 무한 는 아니다. 즉 양자화된 공간의 탄성계수는 무한 가 아

그림 9.3 공간의 힘 

그림 9.4 공간의 휘어짐과 피타고라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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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엄청나게 큰 값일 것임이 예측된다.  

 

9.2.4 공간은 XYZ 거리 3E12 m 당 a 방향으로 1 m 휘어진다  

그림 9.4 (b)와 같이 행성에 의해 공간은 휘어지고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할 것이며, 

그 길이의 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길이의 비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 개

발이 필요하다. 한가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그림 9.1에서 우리세계

의 힘은 1/1038 이고, 4차원의 힘은 1/1013 이라고 가정해 보자.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에서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위 힘에 반비례 루트를 취하면, 그림 9.5와 같이 

XYZ 거리 3E12 m 당 수직방향으로 1 m 휘어지게 된다. 즉 그림 9.6과 같이 직선으로 

3E12 m를 이동하면 어미블랙홀에 의해 1 m 휘어지게 되며, 계속 직진하면 결국 원이 된

다. 그 원둘레를 계산한 수식이 그림 9.6에 도시되어 있고, 그 값은 57억 광년이다. 이번

에는 4차원의 힘을 1/105 이라 가정해 보자. 동일한 논리로부터 XYZ 거리 3E12 m 당 

0.0001 m 휘어지고, 그 원둘레는 570조 광년이다. 혹시 어미블랙홀의 원둘레가 57억 광

년이고, 우리세상의 원둘레는 약 400 억 광년이고, 어미세상 또는 어미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원둘레가 570조 광년이지 않을까? 

그림 9.5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뉴턴의 만유인력법칙은 xyz 직선의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며, 상 적 시간은 a 축 방향으로 공간이 휘어진 정도이며, 일반상 성이론은 휘어진 

그림 9.5 힘의 방향과 공간의 휘어짐 정도 

그림 9.6 어미블랙홀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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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za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들 사이에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할 것이므로, 해석의 조

건이 다를 뿐 근본적으로 같다. 즉 만유인력 법칙을 양자화된 a 방향으로 해석해도 되고, 

실제 공간인 직각삼각형의 빗변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것이다.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단지 어느 곳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중력상수 G가 바뀔 뿐이다. 

 

9.2.5 약력과 중력의 크기로부터 빛의 속도가 결정된다 

빛의 속도는 2.998E8 m/s 이다. 왜 2.998E8 m/s 일까? 그림 9.5에 표현되어 있듯이 √

1038 과 √105 을 곱한 후 1013 을 나누어 주면 3.16E8 무차원 상수가 계산된다. 그림 9.1

에 제시되어 있는 숫자는 략적인 값들이므로, 3.16E8은 빛의 속도 2.998E8 m/s와 유사

하다. 중력, 약력의 정확한 값을 적용하면 본 제안의 타당성은 밝혀진다. 만약 본 제안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약력과 중력은 통합되어 모든 것의 이론이 탄생되게 된다. 여기서 

위 서술은 그럴 듯 했지만 결국 서로 다를 것으로 추측된다. 모든 것의 이론이 이렇게 

쉽게 통합될리가 없을 것이다. 

 

9.2.6 만유인력법칙과 일반상대성이론 

그림 9.7과 같이, 만유인력법칙에서 중력(a)은 행성과 행성은 서로 끌어 당긴다이고, 

일반상 성이론에서 중력(b)은 행성이 공간을 끌어 당겨 시공간을 휘게한다 이다. 만유인

력법칙에서 행성이 한 개만 존재한다면 중력은 기술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력은 상 방

이 존재해야 하는 상 중력이다. 그런데 왜 뉴턴역학의 좌표계를 절 시공간이라 부르는 

것일까? 일반상 성이론에서 행성은 한 개만 존재하므로 절 중력이다. 그런데 왜 좌표

계를 상 시공간이라 부르는 것일까? 행성이 공간을 끌어 당기는가? 아니면 행성이 공간

을 내리 누르는가? 누구의 관점인가에 따라 위 둘은 모두 수학적으로 정답이다. 행성이 

공간을 끌어 당기는가? 아니면 공간이 행성을 끌어 당기는가? 이역시 누구의 관점인가에 

따라 수학적으로 모두 정답이다. 그러나 하나의 경우만이 현실이다.  

우주모형도에 도시되어 있듯이, 중력이란 어미블랙홀이 행성을 끌어 당기고, 그로인해 

그림 9.7 중력과 공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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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za 4차원 공간이 눌려 휘어지게되는 것이고, 절 좌표계의 중심은 어미블랙홀 중심이며

, 절 시간은 근원질량입자의 차원 회전력에 의한 변화의 방향이다. 제 7 장에서 서술하

였듯이 일반상 성이론의 시간은 본 우주론의 a 축의 휘어짐 정도이다. 우리우주의 절  

시공간 좌표계는 xyzat 5차원이며, 이 좌표계는 어미블랙홀을 기준으로 하므로, 우리우주

의 어느 곳에나 절 적으로 적용된다. 

만유인력의 법칙에 어미블랙홀 질량 M을 넣는다면 절 중력의 크기는 나머지 힘의 

크기와 비슷해 질 것이다. 즉 중력상수 G가 아니라, 절 중력상수 GM이 되어야 한다. 우

리세계의 공간이 휘말려 있는 것은 α 의 힘인 약력이다. 우리행성은 절 중력과 어미자

기장이 떠받히고 있는 약력과 평형을 이루는 허공에 붕 떠있으므로, 중력 역시 α 의 힘

이다. 따라서 절 중력은 약력과 동일하거나 비슷할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우주의 한쪽 

크기는 약 138 억광년으로서 약 4E17 sec이다. 빛속도는 약 3E8 m/sec이고, 양성자의 크

기는 1E-15 m 이므로, 그 크기를 양성자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1040 이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나, 위의 략적 추측치를 만유인력법칙에 적용하면, 절 중력은 나머지 세가지 힘

의 크기와 비교될 수 있을만큼 커진다. 

공간은 그림 9.7 (c)와 같이 흐물흐물할까 아니면 (d)와 같이 강력한 탄성체일까? 그림 

(b)로 이해한다면, 행성이 사라지면 공간의 출렁임은 요동을 칠 것 같다. 우주모형도로 

이해한다면 행성이 사라지면 거시적 중력장이 한번만 움직이지 요동 치지는 않는다. 결

국 공간은 물표면과 같이 힘이 존재하지 않는 무한 평면 모양인가? 아니면 풍선 보다 단

단한 공간에 힘이 존재하는 구체 모양인가? 그림 (c1)에서 태양이 사라졌다고 가정해 보

자. 현 물리학의 답변은 그림 (c2)와 같이 공간이 출렁이고, 약 8 분 뒤에 그림 (c3)와 같

이 지구에서 중력의 변화가 발생된다고 설명한다. 그림 (c)와 같은 예제가 우리현실 세계

에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그림 9.8은 중력을 설명하는 예제이다. 말그 로 가운데 물체 하나를 들어 올려보자. 

그림 9.8 물체의 중력과 빨래 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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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고무천은 그림 (d)와 같이 움직인다. 양손에 고무줄을 잡고 가운데를 누른 후 떼

보면 그림 (d)와 같이 움직인다. 풍선표면을 누른 후 떼면 이 역시 그림 (d)와 같이 움직

인다. 그림 9.8에서 다른 것은 신경 쓰지말고 가운데 물체만을 고려해 보자. 그러면 그림 

(c)와 같이 움직일 듯도 하다. 그러나 테두리에 빨래 집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이다. 다시 질문을 해 본다. 그림 (d)에서 중력은 물체가 유발하는가? 아니면 빨개집개가 

유발하는가? 수학적 관점으로 판단한다면, 해석 상은 가운데의 물체이고 그 물체가 중

력을 유발하며, 다른 것은 신경쓸 필요 없다. 그러나 물리학적 관점으로 판단한다면, 물

체가 있던 없던 빨래집개가 고무평면을 단단하게 잡아 당기고 있다. 우주의 모양이 무한 

평면이라면, 그림 9.8에서 빨래집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과 같고, 중력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태양이 사라지면 그와 동시에 지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그림 (d)가 본 우

주론의 설명이다. 뉴턴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본 우주론에서 그 이유는 어미

블랙홀 때문으로 설명한다.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이 설명한 중력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

가 질문이 있게 된다. 중력장의 거  흔들림은 그림 (d)와 같이 한번 발생할 것이고, 여

기에 공간의 미세 흔들림이 파동으로 펼쳐질 수 있다. 

 

9.2.7 우주모형도의 각종 상수값들은 계산될 것이다 

그림 9.6에서 어미블랙홀의 원주 길이를 추측해 보았었고, 그림 7.3에서 공간의 휘어

짐과 상 시간의 변화를 설명하였었다. 즉 본 우주론에 현 물리학의 지식을 동원한다면, 

우주모형도에서 그려지는 각종 상수값들이 계산될 수 있을 것이다.  

절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종 물리학적 상수는 어떻게 될까 궁금해 진다. 즉 그림 

9.6에서 절 시간 초기에는 어미블랙홀이 조그만 했을 것이고, 현재는 57억 광년이라 가

정하고, 미래는 더 커지게 된다. 그러면 공간 역시 커지게 된다. 여기서 그 공간에 응축

된 힘은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그 응축된 힘을 단위 길이당 힘으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단위 길이는 변하게 된다. 그림 9.5에서 제시된 약력과 중력의 크기 비가 빛의 속도이고, 

그 힘 크기의 비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그림 9.6의 스케일의 비가 성

립하여, 우리우주는 안정적일 것이다. 광자는 4차원 세계로부터 현재에도 엄청난 개수가 

지속적으로 우리우주에 발생된다고 서술하였었고, 그 발생된 광자의 길이는 사건의 지평

선과 우리우주 공간의 거리라고 서술하였다. 그렇다면 절 시간 초기에 발생된 광자의 

길이는 매우 짧고, 시간이 흐를수록 발생된 광자의 길이는 점점 커지게 된다. 그림 7.8 (a)

에서 초기에 발생된 짧은 광자는 양자화된 우리 공간의 밑에 위치하고, 절 시간이 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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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발생되는 긴 길이의 광자는 점점 위쪽에 위치하는 것 아닐까 한다. 

 

9.2.8 중력장의 수직방향 변화 속도는 빛의 속도 일수 있다 

그림 9.7에서 물체가 사라지면 휘어진 중력장이 평편해지게 된다. 여기서 그 중력장

의 수직방향 변화 속도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 그 속도는 빛의 속도이다가 가장 쉬운 

추측이다. 그러나 빛의 속도는 본 우주론에서 어미블랙홀의 자기장이 공간을 휩쓸고 지

나가는 속도로서, 중력장의 변화 속도와는 관련이 없다. 만약 그림 9.5의 수식이 빛의 속

도와 같다면, 중력장의 변화 속도는 빛의 속도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또는 물리학적 

지식을 동원하면 계산될 수 있을 것이다. 

 

9.2.9 SF 영화는 불가능하다 

우주모형도에서 어미블랙홀을 제거해 보자. 그러면 공간을 우리의 의도 로 휘게하고, 

연결하고, 접고, 자르고할 수 있을 듯 하다. 그러나 어미블랙홀이 우리우주를 절 지배하

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은 우리 의도 로 될 수 없음이 파악된다. 즉 공간의 변화는 어미

블랙홀의 수직방향으로만 휘어진다는 뜻이다. 

 

9.2.10 중력파의 종류는 다양하다 

중력파란 움직이는 물체에 의하여 발생된 시공간의 요동이 광속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다. 중성자별의 합병이나 블랙홀의 형성이 측정가능한 양의 중력파를 만든다고 믿고 있

다. 

본 저서에서는 중력파의 종류는 그림 9.9와 같이 다양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림 (a)

는 태양이 사라졌을 때, 거시적인 중력장의 변화가 한번만 발생하고, 그 중력장이 편평해 

졌을 때, 그 중력장 전체적으로 원자크기의 미시적 공간 요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림

이다. 그림 9.8과 같이 공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거시적인 중력장 변화는 출렁거리게 

되나, 중력장은 구체로서 출렁거리지 않을 것이다. 그림 (b)는 거 항성이 블랙홀로 변했

그림 9.9 중력파의 다양한 종류 



 

- 180 - 

 

을 때 중력의 변화가 도시되어 있다. 이것은 공간이 중력에 항복을 한것으로서 사건의 

지평선에서 공간이 꺾인 것이다. 즉 공간이 꺾었을 때 거  규모의 충격 중력파가 발생

될 수 있다. 그림 (c)는 자식블랙홀이 탄생되었을 때 그 자식블랙홀이 어미블랙홀 표면을 

순간적으로 칠 수 있다는 그림이다. 여기서 자식블랙홀은 3차원 구체로서 매우 단단하고, 

어미블랙홀은 4차원 구체로서 그보다는 훨씬 덜 단단하다. 또한 어미블랙홀은 약 57억 

광년의 크기이고 자식블랙홀은 무시할 정도의 크기이다. 따라서 자식블랙홀이 어미블랙

홀을 때리면, 어미블랙홀 표면에 미세한 진동이 발생되고, 그 미세한 진동에 의해 전 우

주적으로 동시에 미세한 진동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어미블랙홀의 자기장 북

극과 남극이 미세하게 흔들리게 되고, 이로인해 빛의 속도로 뒤늦게 전 우주적인 미세한 

중력파가 발생될 수도 있다. 그림 (d)는 블랙홀 2개가 회전에 의해 중력파가 발생되는 모

습이다. 사건의 지평선에서 공간이 꺾였기 때문에 그 사건의 지평선의 위치가 흔들리는 

중력파가 나올 수 있다.  

정리하자면 중력파의 종류는 전 우주적 크기, 거시적 공간의 크기, 원자 정도의 크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을 것이다.  

 

9.2.11 우리 공간의 반대쪽에 α 반물질 세상이 펼쳐져 있다 

제 8 장의 그림 8.7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우리공간의 반 쪽에 α 반물질 세상이 펼

쳐져 있다. 물질은 N 공간알갱이로 둘러 쌓여있고, 반물질은 S 공간알갱이로 둘러 쌓여 

있다. 우리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질량입자가 중력 및 약력의 α 알갱이, 전자기력의 β 

알갱이, 강력의 γ 알갱이로 감싸여 있고, 반물질은 질량입자가 중력의 α 알갱이만으로 

둘러 쌓여 있다. 즉 우리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중력, 약력, 전자기력, 강력이 발생하여 

다양한 종류의 물리현상을 유발하나, α 껍질로만 이루어진 반 세상의 반물질은 중력만

이 발생하므로 물리현상은 매우 단순하다. 우리세상의 물질은 각종 조합으로부터 다양한 

물질의 종류가 만들어지나, 어미블랙홀 표면의 물질은 조합이 아니라 그저 개별 알갱이 

일 뿐이다.  

 

9.2.12 중력은 α 중력선의 스프링 힘이다 

입자와 반입자에서 중력선이 발생하는 과정은 그림 8.19에서 설명을 시도하였으나, 

많이부족한 것 같다. 더욱 명확한 논리의 개발이 필요하다. 여하간, 우리세계의 N 입자는 

반 세계의 S 입자와 스프링 형태의 중력선으로 묶여 있으며, 이것이 중력을 유발한다. 

입자물리학의 표준모형에서는 중력자가 존재한다고 한다. 즉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알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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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중력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본 우주론에서는 스프링 형태로 비틀려 있는 중력선이 

중력을 유발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중력선이 스프링 형태로 비틀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근원질량입자가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력자나 중력선이나 둘다 말이 안되는 것 

같으나, 둘 중 중력선이 덜 말이 안될 것이다. 

 

9.2.13 관성질량과 등가원리   

관성이란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그 물체는 그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뜻하며, 또는 운동의 상태가 변할 때 물체가 받는 저항력이다. 중력은 내가 당겨

지는 힘이고, 관성력은 내가 저항을 받는 힘이다. 중력질량이란 질량을 가진 물체가 받는 

중력에 의해 가지는 고유의 질량이고, 관성질량이란 가속에 한 저항에 의해 발생하는 

질량이다. 중력과 관성력은 위와 같이 서로 다르나 구분될 수 없다는 것이 등가원리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분명 우리세계에 힘이 발생하는데, 그와 칭되는 가짜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림 8.7 (a)와 같이 우리세계에 존재하는 α  껍질은 블랙홀에 존재하는 α  껍질과 중

력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로인해 그림 9.10과 같이 우리세계의 N 원자(물체)는 어미블

랙홀 표면의 S 원자(반물체)와 스프링 형태의 중력선으로 연결되어 중력이 유발된다. 여

기서 껍질은 전자로서, 전자의 개수만큼 물질과 반물질이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헬륨

은 단일의 원자이나, 반 세상에서 헬륨은 서로 묶여있지 않은 반양성자 2개이다. (a)는 

정지해 있을 때 물체의 중력질량 m  을 표현한 것이다. 어미블랙홀 표면의 S 입자는 우

리세계의 N 입자를 스프링처럼 비틀어진 중력선으로 당기나, 어미자기선이 블랙홀로 떨

어지지 못하게 막고 있으며, 그 힘의 균형 위치에 N 입자는 멈춰 있다.  

물체의 저항력은 (b)에 도시되어 있다. N 입자가 움직이면 S 입자는 뒤에서 끌려 오게 

된다. N 입자가 가속운동을 하면 S 입자는 점점 더 멀어져 N 입자를 뒤에서 m′ 질량으

그림 9.10 관성질량과 등가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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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잡아 당기게 된다. 만약 N 입자가 감속운동을 하면 S 입자는 앞에서 N 입자를 잡아 

끌게 된다. 이로인해 저항력 또는 관성력이 발생된다.  

등속운동 및 상 론적 질량은 (c)에 도시되어 있다. 등속운동을 하면 스프링의 추가 

탄성력은 없으나, 멈춰있을 때 (a)의 스프링 길이보다 더 길게 된다. 스프링 길이가 더 

길어졌으므로 우리세계의 입자는 추가적인 중력을 받게 된다. 이것이 상 론적 질량 m  

이다. N 입자가 직진을 하면, N 입자의 오른쪽 자기선은 약간 아래로 내려가고 왼쪽의 자

기선은 약간 위로 올라간다. 그 위아래 방향의 힘으로 인해 N 입자는 직진하게 된다. N 

입자에 외부력이 없을 경우, 위아래 방향의 힘은 정확히 동일하므로 물체는 직진하려는 

방향으로 계속 등속 직진하게 된다.  

그림 (d)에는 자유낙하가 도시되어 있다. 그림 9.2의 핵심은 양자화된 공간 사이에 원

자는 한개만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즉 그림 (d)에서 핵심은 xyz 좌표점 하나에 원자가 

하나만 들어 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스프링이 병렬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림 (d)에서 

xyz4와 같이 원자가 2개 들어간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스프링은 직렬연결이 되고 그 

힘은 2 배가 되어 자유낙하 속도는 2배로 더 빠를 것이다. 따라서 물체의 질량과 관련없

이 자유낙하 속도가 동일한 이유는 양자화된 우리공간의 xyz 좌표에 원자가 하나만 위치

하기 때문이다. 

위 그림으로부터 다양한 고전물리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일례로, 우리세상에서 자전

거를 타면 반  세상에서 그와 동일한 자전거가 뒤에서 끌려와 중심을 잡아주고 있으므

로 직진하는 자전거는 잘 쓰러지지 않게 된다. 

 

9.2.14 관성 모멘트와 원심력 

관성 모멘트는 물체가 자신의 회전운동을 유지하려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서, 

직선 운동에서의 질량에 응되는 양이다. 이것은 어떤 물체가 주어진 축을 중심으로 일

어나는 회전 운동을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기도 하다. 직선운동에

서 관성이 발생하는 근원은 그림 9.10으로 설명하였다. 그림 9.11의 관성 모멘트 역시 동

일한 논리로 해석된다. 위 그림에서 표현된 입자는 원자 또는 물체 등을 뜻한다. (a)는 우

리세계의 정지된 입자 2 개가 전기력 β  으로 연결되어 있어 형체를 지닌 모습과 반

세계 입자 2 개는 중력선으로는 묶여 있으나 그 둘 사이의 연결은 존재하지 않는 모습

이다. (b)는 우리세계 입자를 돌리면 반 세계의 입자 2 개가 펼쳐지는 모습이다. 이 논리

는 그림 9.10과 정확히 같다. 따라서 우리세상에서 물체 회전의 수직방향으로 뭔가가 잡

아 당겨 질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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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키백과의 내용이다. 원심력은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관찰되는 관성력으로, 회

전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관찰된다. 하지만 다른 관성력과 마찬가지로 

실제 존재하는 힘은 아니다. 가속하는 계(비관성좌표계) 안의 물체들은 관성에 따라 운동

하려하기 때문에, 계를 기준으로 하여 계가 받는 가속도의 반 방향 가속도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힘이 관성력이다. 원심력은 관성력 중에서도 회전하고 있는 계 안의 관찰자

가 느끼는 가상의 힘이다.  

그림 (c)에는 원심력의 근원이 도시되어 있다. 위의 다양한 그림에서 파악할 수 있듯

이, 관성력은 가상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실제 존재하는 힘이며, xyza 4차

원 좌표계를 적용해야 함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d)는 기울어져 있는 팽이의 회전을 도

시한 것이다. 이 역시 회전에 의한 관성력이 발생하나, 팽이가 기울어져 회전하고 있으므

로 추가적으로 중력 스프링에 줄어드려는 및 늘어나려는 진동이 발생하게 된다. 팽이가 

회전을 하면 S 입자가 넓게 퍼져 중심을 잡아 주므로 회전하는 팽이는 쓰러지지 않는다. 

회전하는 물체의 손잡이를 들고 방향을 바꿔 움직이면 그 물체의 무게가 많이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 그 이유는 그림 (d)의 중력 스프링 진동 때문이다. 즉 회전하는 물체를 들

고 가만히 있으면 중력이 발생하나, 그 회전 물체의 방향을 계속 바꿔주면 중력 진동에 

혼란이 와서 무게가 줄어들게 된다. 위에서 제시된 그림들은 고전역학의 근원이므로, 직

진 및 회전에 한 다양한 물리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9.2.15 질량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체의 중력가속도가 변하는 것이다 

중력선은 스프링과 성질이 똑같다. 따라서 그림 9.10을 간단한 실험장치로 구성해 볼 

수 있고, 또한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그 실험 및 시뮬레이션 결과는 실제적 

현상과 일치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세계의 중력 및 관성력 등 고전 역학적 힘의 근

원은 S 입자가 유발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9.10을 보면 분명 뭔가가 변하고 있다. 질량 m 이 변하는가 아니면 그 입자에 

작용하는 중력가속도 g 의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가? 본 우주론은 질량보존법칙을 정확

그림 9.11 관성 모멘트 및 원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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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적용한다. 즉 질량보존법칙이란, 근원질량입자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

서 질량은 변할 수가 없다. 그림 9.10을 보더라도 질량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가속도가 변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중력힘은 F = mg 이고 운동힘은 

F= ma 이다. 즉 수직적으로도 g 벡터와 a 벡터가 같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현 물리는 질

량 m 이 변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것은 수학적 관점이다. 여기에 모든 현 물리적 수

식은 질량 m 이 변한다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질량이 변한다로 이해하는 것이 현재 매

우 편리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중력가속도 g 는 지구가 물체를 잡아 당기는 것으로서 지

구 표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g 는 상수가 된다. 즉 본 주장의 g 가 변한다는 것이 현 물

리학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중력가속도 g 는 지구가 아니라, 해석 상 물체의 g 가 

되어야 하고, 물체가 정지해 있으면 g 벡터가 되고, 가속운동하고 있으면 a 벡터가 된다. 

위 개념을 잘 정리하여 모든 기존 물리 공식을 바꾸고, 교과서에 서술했다고 가정해 보

자. 그렇다면 물체의 g 가 바뀐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며, 그 계산 또한 매우 쉽게 될 

수 밖에 없다. 

수학의 기본 원칙은 계산이 쉬운 공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물리의 기본 원칙은 현상

을 있는 그 로 서술하는 것이다. 수학을 따라가면 A 현상은 매우 쉽게 이해될 수 있으

나, 그 A 현상으로부터 B 현상이 연결되지가 않는다. 물리를 따라가면 A 현상을 설명하

였으면, 그 A의 논리로부터 B 현상이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밖에 없다. 본 우주론은 어

미블랙홀이 존재한다는 하나의 가정으로부터 많은 물리현상을 서술하고 있다. 일례로 일

반상 성 이론에서 빛의 속도로 가면 질량이 무한 가 된다고 한다. 여기서 빛의 속도로 

가면 질량이 무한 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물체가 받는 중력가속도가 무한 가 되는 

것인가? 그림 9.10에 이미 답은 나와 있고, 이것은 그림 7.3의 절  시공간과 정확히 연

결된다. 수많은 물리현상이 있다. 어떤 A 현상이 100% 명확하게 파악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그 A 현상으로부터 나머지 모든 물리현상들은 100% 명확하게 파악될 수 

밖에 없다. Z 현상이 파악 안됐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그 A 현상이 100% 명확하게 파

악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수학은 A 만 100% 정확하게 계산하기만 하면 된다. 

 

9.2.16 α 질량, β 질량, γ 질량 

α 입자에는 α 중력선이 질량을 유발하고, β 입자에는 β 중력선이 질량을 유발하고, γ 

입자에는 γ 중력선이 질량을 유발한다. 원자는 전자와 원자핵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핵

은 양성자 및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 양성자는 쿼크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원자의 

질량이 가장 크고, 쿼크의 질량이 가장 가벼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측정은 반 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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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 질량들을 모두 더하면 β 질량이 되고, β 질량들을 모두 더하면 α 질량이 아니라는 것

이다. 따라서 질량보존법칙은 동일한 차원에서만 적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혹시 질량에

도 백터를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모든 차원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근원

질량입자의 개수로서, α 차원, β 차원, γ 차원 모두 동일한 개수이다. 

A 원자 속에 근원질량입자가 100 개 있다고 가정해 본다. A 원자 두 개를 핵융합 시

켰더니 B 원자가 탄생되었고, 그 근원질량입자가 198 개로 측정되었다고 가정해 본다. 

근원질량입자 2 개가 에너지로 변한 것인가? 아니면 A 원자 속에서 근원질량입자 2 개

가 에너지를 방출하여 A 원자를 탈출한 것인가? 전자는 질량-에너지 등가원리이고, 후자

는 개수보존법칙 및 에너지보존법칙이다. 엔트로피 증가법칙이 필히 성립해야 하며, 엔트

로피 증가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에서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9.2.17 중성자별이 탄생하면 어미블랙홀이 성장한다 

 그림 9.12 (a)에는 우리세상의 행성을 이루는 원자들이 랜덤으로 진동하는 모습과 그 

반 세상의 반원자들이 진동하는 모습이 되시되어 있다. 그림 8.7 (b)에서 보즈-아인슈타

인 응축을 서술하였다. 즉 물질과 반물질은 서로 떨어져 진동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0 K

에서 서로 붙어 있으면 폭발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고온의 행성에서 원자들은 엄청난 진

동을 개별적으로 하게 되며 이로인해 그 행성의 공간이 요동을 친다. 그림 (b)와 같이 어

떤 순간 많은 원자들이 반원자들과 접촉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공간의 폭발이 발생

된다. 그 어떤 순간이 발생될 확률은 원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즉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즉 폭발의 에너지가 클수록 비례하게 된다. 그 경우 물질과 반물질을 

연결하는 중력선은 폭발에 의해 서로 떨어지게 된다. 이로인해 그림 (c)와 같이 공간과 

반공간은 하나로 합쳐지고, 전자는 그 속에 존재할 수가 없으므로 밖으로 튕겨지게 된다. 

즉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별이 탄생된다. 이것이 중성자별일 것이다. 여기서 그 

그림 9.12 중성자별의 탄생과 어미블랙홀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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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별은  물질이다. 여러 번 서술하였듯이 S 물질이므로, 중력의 사건의 지평선 밖

에 존재하는 N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을 강력히 끌어 당기게 된다. 여기서 N 전자

는 반물질과 서로 연결되어 중력을 유발하므로, 중성자별에서 중력이 탈출할 수 없게 된

다. 우리세계의 물질이 중성자별로 계속 빨려들어가고, 그 물질속의 전자는 공간의 왜곡

으로 인해 외부로 튕기게 된다. 이로인해 그 전자와 반물질의 서로 연결된 중력선은 떨

어지게 되고, 그 물질의 칭을 이루는 반물질은 지속적으로 어미블랙홀 표면에 떨어져 

어미블랙홀이 성장하게 된다. 즉 중성자별이 탄생하는 순간 어미블랙홀이 크게 한번 성

장하고, 그 이후 중성자별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것이 우주공간이 가속팽

창하는 근본원인이다.  

 

 

9.3 전자기력 

 

9.3.1 용어설명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전이라 하고, 전된 물체가 띤 전기를 전하라 하

며, 전하는 모든 전기적 현상의 근원이다. 전하에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다.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는 척력 그리고 다른 종류의 전하끼리는 인력이 발생하며, 전하들 사이

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 한다. 두 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F 는 두 

전체의 전하량 q1 및 q2의 곱에 비례하고, 두 전체 사이의 거리 r 에 반비례한다는 

것이 쿨롱의 법칙이다. 공간의 한 점에 전하를 놓으면 그 전하의 영향으로 주위 공간이 

다른 전하에게 전기력을 미치게 되는 성질이 발생하며, 그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전

기장이라 한다. 

자석 역시 그 주위 공간에 있는 다른 자석에 자기력을 미치며, 그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 한다. 자석이 쇠붙이나 다른 자석에 미치는 힘을 자기력이라 한다. 양

전하나 음전하는 쉽게 분리 되어지나, 자석의 N 극 및 S 극의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

이 특징이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생긴 자기장이 자석의 자기장과 상호 작용하면

서 전류는 힘을 받아 움직이게 된다. 이와 같이 전류가 자기장에서 받는 힘을 전자기력

이라 하며,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수직이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 

중 중력을 제외한 거의 모든 현상으 전자기력 때문에 생겨난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모여

서 전자기파가 만들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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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차원에 따른 물리 공식과 그림의 동일 반복 논리  

본 우주론의 핵심은 차

원만 다를 뿐, 모든 과정

은 동일 반복 논리라는 것

이다. 그림 9.13에는 물리 

공식이 나와 있다. 중력은 

α의 힘이고 전기력은 β의 

힘으로서, 양자의 공식 형

태는 정확히 동일함을 볼 

수 있다. 즉 동일 논리라는 것이다. 강력은 γ의 힘이고 공식 형태는 이와 동일할 것임이 

예측된다. 그렇다면 우리세계의 xyz 힘은 무엇일까? 그림 9.1에서 상 적 약력이 우리세

계의 힘이지 않을까 추측하였다. 자석의 힘 역시 우리세계의 힘이지 않을까 추측을 해본

다. 왜냐하면 자석의 최소단위는 원자이고, 원자는 우리세상의 물질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석의 힘은 우리의 눈에 보인다. XYZ 세계는 아직 양자화되지 않은 중성의 세계이고, 자

석은 NS가 항상 함께 붙어 있는 중성이다. 즉 자석의 힘은 아직 양자화 되지 않은 우리

세계의 힘일 것이다.  

물리 공식이 유사하다는 뜻은 그 그림 역시 유사하다는 뜻이 된다. 9.2 절에서 제시된 

각종 그림들 그리고 우주모형도에서 제시된 그림은 α 차원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 α 기

호를 단지 β 기호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표적인 예로, 우주에서 α  의 어미블랙홀은 

α 공간을 양자화시키며, 우리세계의 α  입자와  중력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원자에서 

β  의 원자핵은 β 공간을 양자화시키며, 우리세계의 β  입자와  중력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그림 8.14 및 8.15 이다.  

 

9.3.3 전자와 양성자가 묶인 모양을 그려보자  

그림 9.14는 수소로서 전자  와 양성자  가 묶여 원자  를 이루는 모습이다. 

전자 껍질 α  에 광자  가 돌돌 말려 있고, 그 광자의 중력선  이 양성자 껍질 β  

에 비틀려 묶여 있어 전자가 양성자 방향으로 끌려들어가려고 한다. 여기서 전자껍질의 

중력선  은 어미블랙홀 방향으로 당겨지고 있으므로 전자껍질은 펼쳐지려고 한다. 전

자는 이 두 힘이 평형을 이루는 지점에 위치하게 된다. 여기서 전자는 주껍질 밑 부껍질

에만 위치할 수 있으므로 그림 8.6과 같이 우리세계의 공간은 연속의 xyz 차원과 양자화

된 abc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림 9.13 물리 공식의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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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은 공간 자체가 원천적으로 양자화되어 있다는 뜻이다. 다른 관점으로 해석

해 보자면, 원자핵 속의 근원질량입자는 3차원 회전을 하므로, 그 회전력이 원자핵 주위

의 수직공간을 양자화 하는 것 아닐까 한다. 즉 어미블랙홀이 그 수직방향의 공간을 양

자화 시킨다는 논리와 동일하다. 원자핵이 그 수직 방향을 양자화한 것이 주 껍질이고, 

공간 자체가 양자화 되어 있는 것이 오비탈 아닐까 추측된다.  

양성자  의 껍질은 두 개인 것으로 여겨진다. 바깥쪽 껍질 β  은 전자껍질 또는 중

성자와 연결되고 안쪽 껍질은 쿼크들을 묶어 양성자의 모양 형성한다. 

 

9.3.4 자기력, 자기선, 자기장  

그림 8.25 (a)에서, N 자석에서 어떤 자기선들이 방출되어 S 자석으로 흐르는가? 아니

면 원자들의 회전에 의해 xyz 공간이 그림 8.4와 같이 휘말려 양자화 되어 흐르며, 그 양

자화의 윗면골을 연결한 것이 자기선인가? 어미블랙홀 우주론의 논리는 어디서나 동일하

다. 근원우주에서 근원질량입자는 6차원 회전을 하고 있고, 우리세상 속의 근원질량입자

는 xyz 3차원 회전을 하고 있다. 근원질량입자들이 모여 원자를 이루고, 원자의 회전력이 

자기력이고, 그 자기력이 주위의 xyz 공간을 휘말아 양자화 시킨다. 그 양자화된 윗면 골

짜기의 골을 연결시킨 것이 N 자기선이고, 밑면 골짜기의 골을 연결시킨 것이 S 자기선

이다. 여기서 우리는 N 세상만을 관찰하므로, 마치 자기선이 N에서 나와 S로 가는 것처

럼 보이게 된다. 

자기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력에 의해 양자화된 공간은 그림 8.5 (d)와 같다

는 것이다. 여기서 물체는 N 골짜기의 골에 위치하며, 반물체는 S 골짜기의 골에 위치하

게 된다. 즉 자석을 생각할 때, 물체는 자기선상에 위치하며 극성이 동일하나, 반물체는 

자기선 사이의 중앙에 위치하며 극성이 반 가 된다. 이것이 자성과 반자성의 특성이 아

닐까 추측된다. 본 추측에 한 답은 이미 물리학 책에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9.14 전자와 양성자의 묶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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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전자기력선 모양을 그려보자  

그림 9.15와 같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 주위의 수직 면 안에서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기며, 그 방향은 오른쪽으로 돌릴 때의 나사못 방향과 같다는 법칙이 앙페르

의 오른나사 법칙이다. 우리세계의 근원질량입자는 xyz 회전을 하며, 이로인해 양성자는 

회전하게 된다. 자유전자 역시 그림 8.20(b)와 같이 어미자기장에 의해 스핀을 갖게 된다. 

전자가 양성자에 묶여 중성 원자가 될 때, 전자의 회전력과 양성자의 회전력은 서로 상

쇄되어 그림 9.14와 같이 전자가 파선 모양으로 펼쳐지게 된다. 즉 원자 밖의 공간은 양

자화가 없으나 전자와 원자핵 사이는 공간이 양자화 되어 있다. 그림 9.15와 같이 z 방

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면, 원자의 최외각 전자가 자유전자가 되므로, 원자핵의 xyz 회

전력이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자유전자의 방향은 z 방향이므로, 원자핵의 z 방향 회전력

은 상쇄되고 xy 방향 회전력만 외부로 튀쳐나와 전류방향의 수직면을 양자화 시키는 것 

아닐까 추측된다. 양자화란 연속의 축이 있고, 그 축의 수직방향은 휘말려 골짜기들로 변

한 것이며, 위쪽면은 N 공간으로서 N 자기장이 N으로부터 나와 S로 향하고, 아래쪽 면

은 S 공간으로서 S 자기장이 S로부터 나와 N으로 향하게 된다. 우리는 그림 9.9와 같이 

N 공간만의 관찰하게 된다. 분명 반 면에 S 공간이 반 로 펼쳐져 있을 것임을 예측한

다. 

 플래밍의 오른손 법칙 및 왼손 법칙은 손가락을 폈을 때, 엄지가 힘의 방향(F), 검지

가 자기장의 방향(B), 중지가 전류의 방향(I)을 나타내는 법칙이다. 회전력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제품은 오른손 법칙을 따르고, 전기로부터 회전력을 얻는 제품은 왼손 법칙을 

따른다. 그림 9.16에는 그 원리가 도시되어 있다. 자석의 자기력은 공간을 굴곡지게 양자

화 시킨다. 이로인해 N에서 S로 흐르는 공간과 S에서 N으로 흐르는 반공간이 양자화되

어 펼쳐져 있다. 전자의 이동방향은 전류와 반 이며, 자유전자는 양자화된 공간 표면을 

그림 9.15 앙페르의 법칙                       그림 9.16 플래밍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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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흐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전선 속의 전자는 전선에 구속되어 있으므로, 그림과 

같이 전자가 전선의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된다. 오른손 법칙은 BN 공간을 따르고, 왼

손 법칙은 BS 공간을 따라 진행된다. 이것이 플래밍의 법칙의 원리이지 않을까 추측된다.  

 

9.3.6 전자의 정확한 그림 도시가 핵심이다 

우주모형도 하단과 같이 전자의 모양을 제안하였으나, 그것은 제안이지 정답이 아니

다. 한 예로, α 알갱이 속에 말려있는 β 알갱이의 개수는 한 개일 수도 있고 1837 개 일 

수도 있다. 즉 전자의 정확한 모양이 어떻게 도시되는가가 전기력을 이해하는 가장 큰 

핵심이며, 현 물리학 지식의 도움을 받는다면 분명 정확히 도시될 수 있을 것이다.  

 

9.3.7 전기력은 β 차원의 중력선과 모양선의 힘이다 

결론적으로 전기력은 β 차원의 할미블랙홀의 힘이다. β 알갱이 역시 모양선과 중력선

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기는 힘은 중력선에 의해 발생하고, 배척하는 힘은 모양선에 의해 

발생되는 것 아닐까 한다. 

 

 

9.4 잔류 강한 핵력 

 

9.4.1 용어설명 

다음은 위키백과의 내용이다. 핵력(핵자-핵자 상호작용 혹은 잔류 강한 핵력이라고도 

부름)은 두 개 이상의 핵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원자

핵을 형성하는 근원이다. 핵력은 종종 잔류(residual) 강한 핵력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양

자색역학(QCD)에 의해 그 실체가 밝혀진 강한 상호작용과 구분하기 위해서다. 핵자들은 

색 전하를 띠지 않기 때문에, 핵력은 양자색역학의 힘 전달자 글루온을 "직접적으로" 포

함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들의 경우에 정전기적 편극에 의한 2

차 효과들에 의해 서로 잡아당길 수 있으므로 (반데르발스 힘) 이와 비슷한 상황인 "무색

"을 띤 핵자들도 일종의 편극 효과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때 이 편극 

현상은 글루온이 개입되어 있는 현상이며, 힘을 전달하는 가상 중간자와 핵자들을 묶어

주는 가상 글루온까지 도입해야 설명할 수 있다. 반데르발스 힘과 비슷한 이 성질 때문

에 "잔류 강한 핵력"의 "잔류"라는 용어가 생겼다. 기본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다. 원자들

이 "중성"이듯이 핵자들이 "무색"이라면, 두 경우 모두 가까이 있는 입자들 사이에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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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편극 효과는 "잔류" 전하 효과를 불러온다. 이 "잔류" 전하 효과에서는 (입자들 

내부에서 작용하는 기본적인 힘들보다 훨씬 약하고 간접적이지만) 전하가 없는 입자들끼

리 전하를 매개로 주고 받는 인력이 나타나게 된다. 핵자들 사이의 거리가 짧아질수록 

반발력은 급격히 커지며, 이로 인해 핵자들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짧은 거리

에서 핵력은 전자기력보다 강하다. 따라서 핵력은 원자핵 속의 양성자들의 쿨롱 반발력

을 이기고 양성자들을 붙잡아둘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성자 사이의 전자기력은 무한

한 거리까지 적용되므로 둘 사이의 간격이 2.5 펨토미터(10-15m) 이상 떨어지면 거의 전

자기력만 작용하게 된다. 

핵력은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가장 크므로 강한상호작용이라 한다. 쿨롱력 보다 100 

정도 강한 인력이다. 

 

8.4.2 핵력은 γ 껍질의 진동힘이다  

핵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미블랙홀 우주론이 100% 완벽하게 정립되어야만 한다. 

현재 제안단계이고, 본 저서의 각종 그림 역시 불확실하므로, 기존 물리학적 지식과는 관

련없이 서술하고자 한다. 우리세계 xyz 차원에서 존재하는 기본입자는 원자이며, 원자는 

전자와 원자핵(양성자+중성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8.13과 같이 우주는 차원으로 구

성되어 있다. 따라서 근원질량입자들은 γ 차원들로 감싸여 있어야 하고, 그것은 또한 β 

차원들로 감싸여 있어야 하고, 그것은 또한 α 차원들로 감싸여 있어야 한다. 여기서 근

원질량입자들이 α β γ 차원들로 완벽히 공간 방어가 이루어 졌을 때, 우리세계의 안정적

인 원자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전자는 α 차원 공간이고, 원자핵은 β 차원 공간이다. 

양성자는 β 차원이며, 중성자는 그림 8.23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이상한 α 차원이다. β 

차원인 양성자 속에는 쿼크를 구성하는 γ 차원 공간이 존재한다.  

그림 9.17(a)는 근원질량입자가 진동하는 γ 껍질과 진동하는 β 껍질로 둘러 쌓여 있

는 양성자의 모습이다. 양성자 2개를 접근하면 (b)와 같이 β 껍질 진동에 힘이 발생한다. 

(c)부터는 γ의 힘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d)는 γ의 힘이 급격히 커지는 모습이다. 따라서 

핵력이 설명된다. 여기서 껍질은 진동을 하는가? 만약 진동한다면 양성자의 크기를 어떻

그림 9.17 β 껍질과 γ 껍질의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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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측정 또는 계산하는가? 의문은 있다.  

 

8.4.3 원자, 양성자, 쿼크의 연결 모습을 그려보자  

그림 9.18에는 원자, 양성자, 쿼크의 연결 모습이 도시되어 있다. 아직 그림이 정확한 

것이 아니며 설명 또한 복잡하므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어미블랙홀 우주론이 100% 

완벽히 정립되었을 때, 그림 9.18은 완벽히 그려질 것이다. 

 

8.4.4 양성자와 중성자의 연결 모습을 그려보자 

그림 9.19에는 중성자와 양성자의 연결모습이 도시되어 있다. 그림 8.23에서 서술하였

듯이 중성자는 어미블랙홀 첫번째 반공간에 존재하고 있으며, 중성자 속에 존재하는 전

자에 의해 자연적으로 우리공간으로 려나와 음의 베타 붕괴를 야기한다. 중성자 속에

는 전자가 들어 있으며, 전자에는 β 선이 돌돌말려 있고 또한 α 중력선이 존재한다. 첫

번째 그림은 그림 9.17(b)와 같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이다. 양성자는 

전자를 취하려 하므로 중성자 속의 돌돌말린 β 선을 공유한다. 원자에서 전자의 α 중력

선은 어미블랙홀과 연결된다. 중성자 속의 전자는 어미블랙홀과 연결되지 못하고, 중성자

와 양성자를 돌돌 묶어 하나의 입자처럼 만든다. 두번째 그림은 그림 9.17(c)와 같이 양

성자와 중성자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이다. 전자속의 γ 선이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

성자와 양성자의 연결은 위 둘 모두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한다. 

 

8.4.5 동위원소를 그려보자 

동위원소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그림 9.19와 같이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같다

면, β 선과 γ 선은 완벽히 묶여 있다. 그 개수가 서로 다르다면 뭔가 연결이 불안정할 수 

밖에 없다. 동위원소의 그림은 그림 9.19가 정확히 밝혀지면 자동적으로 그려지게 된다. 

왜 동위원소가 발생하는지는 의문이다. 제 8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중성자가 먼저 

탄생한 후 양성자로 자유붕괴된다. 즉 중성자는 반공간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 항성의 핵

융합 반응시 어떤 불안정한 요인으로 인해 동위원소가 발생하는 것 아닐까 한다.  

그림 9.18 원자, 양성자, 쿼크의 연결 모습        그림 9.19 중성자와 양성자의 연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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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강한 상호 작용 

 

9.5.1 용어설명 

다음은 위키백과의 내용이다. 강한 상호작용(strong interaction)은 물리학에서 다루는 

개념으로 원자핵이나 중간자들을 결합하고 상호작용하게 하는 힘이다. '강한 핵력'(strong 

nuclear force), 또는 줄여서 '강력'(strong force)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1970년  이전

까지는 핵자, 즉 양성자와 중성자가 기본입자로 생각되었으며, '강력' 혹은 '강한 핵력' 따

위의 용어는 전기적 척력을 극복하고 핵을 붙들어 매는 핵자 간의 힘을 일컬었다. 이 힘

은 실제 강한 상호작용의 부수적인 효과였으며, 강한 핵력이라는 말은 아주 가까운 거리

에서 '정전기력을 극복할 만큼 강한 핵자간의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

되었다. 하지만 쿼크가 발견된 후, 양성자 그 자체에 힘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자

를 구성하는 쿼크 및 글루온에 힘이 작용하는 것임이 밝혀졌다. 즉, 이전에 강한 핵력이

라고 언급했던 핵자간의 힘은 실제 강한 상호작용이 강입자, 즉 바리온과 중간자에 작용

할 때 발생하는 잔류(residual)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과거의 강한 핵력은 

잔류 강한 핵력(residual strong force)라고도 하며, 새로이 발견된 아원자 입자간의 힘인 

강한 상호작용은 양자 색역학에 의거하여 색력(color force)라고도 한다. 

 

9.5.2 양쿼크와 중쿼크의 γ 연결힘이 강력이다  

그림 9.20에는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a) uud의 양성자와 (b) udd의 중성자 그림이다. 

노란색 연결선은 글루온으로서 쿼크들을 묶고 있다는 표시이다. 그렇다면 회색원은 무엇

인가 의문이 발생한다. 어미블랙홀 우주론의 핵심은 차원만 다를 뿐 논리는 모두 동일하

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그림 8.13과 같이 β 차원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β 와 γ의 힘

으로 묶여있다면, 그림 9.20(c)와 같이 γ 차원에서 양쿼크와 중쿼크는 γ의 힘으로 묶여 

그림 9.20 쿼크로 구성된 양성자와 중성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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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α 차원에서 양원자와 중원자가 γ의 힘으로 묶여있는 것은 무엇인

가 의문이 발생한다. 우리세상에서 양원자 및 중원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 위 논리는 자식블랙홀의 2차원 세상에 적용될 것이다. 초전도체 현상은 

2차원 세상임을 제 10 장에서 제안하고 있다.  

과연 전자, 광자 등이 형체가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 공간에서 공은 텅비었고, 전자 

및 광자 등이 알갱이 또는 파선으로 존재한다고 서술하였다. 역발상으로 공간에서 공이 

뭔가로 가득차 있고, 전자 및 광자 등이 텅빈 것 아닐까? 이것은 수학적 계산 결과는 동

일하나, 물리적으로는 전혀 다른 애기이다. 제 8 장에서 어미블랙홀이 우리세상의 공간을 

휘말아서 양자화한다고 서술하였다. 혹시 원자속의 근원질량입자들이 원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d)와 같이 휘말아서 양자화하는 것은 아닐까? 결론은 어떤 것 하나를 100% 

완벽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만물이 100%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력이 무

엇인가의 질문에 답을 하려면, 만물이 100% 밝혀져야만 중력을 설명할 수 있다는 뜻

이다. 

 

9.5.3 쿼크의 스핀 

근원우주에서 근원질량입자는 6차원 회전을 한다. 그 차원 회전은 블랙홀 가족에 의

해 점점 차원 축퇴가 되므로,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근원질량입자는 XYZ 회전을 하지 않

을까 한다. 쿼크는 근원질량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쿼크 역시 XYZ 회전을 할 것으

로 여겨진다. 원자핵 역시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것이며, XYZ 공간을 그림 7.4와 같이 휘

마는 것 아닌가 한다. 즉 원자핵의 수직방향 차원이 양자화 되어 휘어진 xy 공간으로 변

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전자 궤도의 양자화가 발생하는 것일 것이다.  

 

9.5.4 쿼크 3세대는 무엇일까? 

제 1 장에서 쿼크 1 세 는 α 차원이고, 제 2 세 는 β 차원이고, 제 3세 는 γ 차원

임을 서술하였다. 그림 8.12(c)를 보면 βγ로 연결되어 있다.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렇다

면 αγ로 연결된 것이 있고, αβ로 연결된 것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이것들이 또한 그림 

7.11의 오비탈 궤도와도 연결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쿼크에 한 현 물리학의 지식을 적

용한다면 이 역시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9.6 약한 상호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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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용어설명 

약한 상호작용은 흔히들 약력, 또는 약한 핵력이라고도 부른다. 분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에서는 약한 상호작용은 W와 Z보손의 교환 때문에 일어난다. 약한 상호작용은 잘 

알려진 베타 붕괴(원자핵에서의 중성자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약력의 ‘약’은 약력장의 

세기가 강력장의 세기보다 1013 배 약한 데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약력은 짧은 거리에서

는 중력보다 세다. 베타 붕괴(beta decay)는 핵물리학에서 방사성 감쇠 중 한 가지를 뜻

하는 말로, 베타 입자가 (전자 혹은 양전자를 뜻함) 방출되는 방사성 감쇠를 말한다. 전

자가 방출될 경우에는 "음의 베타 붕괴"(β-)라 부르며, 양전자가 방출될 경우에는 "양의 

베타 붕괴"(β+)라 불린다. 음의 베타 붕괴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한 상호작용에 의해 중

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전자와 전자 반중성미자를 방출하게 된다. 기본 입자 수준에

서 생각하면, 이러한 현상은 아래 쿼크(down quark)가 W- 보손을 방출하며 위 쿼크(up 

quark)로 바뀌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방출된 W- 보손은 곧 붕괴하여 전자

와 반중성미자가 된다. 양의 베타 붕괴에서는 양성자가 에너지를 흡수하여, 다음과 같이 

중성자로 바뀌면서 양전자와 전자 중성미자를 방출하게 된다. 역시 기본 입자 수준에서, 

이는 위 쿼크가 W+ 보손을 방출하고 아래 쿼크로 바뀌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방출

된 보손은 곧 양전자와 중성미자로 붕괴한다. 음의 베타 붕괴와 다르게, 양의 베타 붕괴

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므로 (고립된) 양성자에게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 (중성자의 질

량이 양성자보다 크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양의 베타 붕괴는 따라서 결합 에너지의 절댓

값이 부모 원자핵보다 자식 원자핵에서 더 큰 경우에만 핵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 

두 결합 에너지의 차이만큼이 양성자를 중성자, 양전자, 중성미자로 변환하는 데에 쓰이

고, 그리고도 남는 에너지는 생성물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8.6.2 음의 베타붕괴와 양의 베타붕괴 

음의 베타붕괴는 그림 8.23에서 그리고 양의 베타붕괴는 그림 8.24에서 서술하였다. 

이것은 결국 어미자기선 즉 α의 힘이다. 

 

8.6.3 알파붕괴 

다음은 위키백과의 내용이다. 알파붕괴(Alpha decay)는 방사성 감쇠의 일종이며, 원자

핵이 알파 입자를 방출하면서 질량수가 4가 감소하고 또한 원자번호는 2가 감소하는 과

정이다. 알파 입자(α)는 헬륨 핵이며, 전체 원자량 및 원자번호는 보존된다. 알파붕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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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핵이 두 개의 딸핵으로 나뉘는 핵분열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알파붕괴는 기본적으

로 양자 터널링 과정이다. 베타붕괴와 알파붕괴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부 방사성 물질에

서는 헬륨 원자가 생겨난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알파붕괴가 발생하는 근본이유 및 

헬륨 원자핵이 방출되는 근본이유가 세부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본 우주론에서는 기존 물리학 지식과 관련없이 그림

으로 그 근원의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그림 9.21에는 우주

모형도의 일부분이 도시되어 있다. 수소는 양성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간의 α 간격보다 작다. 즉 공간의 α 간

격보다 작은 원소는 핵융합을 통해 더 큰 원소로 성장 가

능하다. 두번째가 철 원자핵이며, 철 원자는 α 간격과 일치하여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안정적인 원소가 된다. 철 원자핵보다 더 크면 α 간격 보다 더 커지

므로, 어미자기선이 그림과 같이 볼록해 진다. 이것 때문에 원자핵 붕괴가 발생하는 것 

아닐까 추측된다. 헬륨 원자핵이 방출되는 이유는 그림 8.12의 오비탈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원자의 제 1 껍질은 s 오비탈만 존재하고, 그 s 오비탈은 어미자기

선인 α 만 존재한다. 이로인해 s 오비탈과 연결된 즉 헬륨 원자핵이 튀어나오는 것 아닐

까 한다. 제 1 껍질인 s 오비탈에서 헬륨 원자핵이 튀어나오면, 감마붕괴의 원자 궤도 재

배치가 발생하며, 또다시 제 1 껍질에서 헬륨 원자핵이 튀어나오고, 이 과정이 반복된다. 

알파붕괴 시간은 어떤 원소는 수십억년 걸리고 어떤 원소는 1 초도 안된다고 한다. 이것

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림 8.12 및 그림 9.21이 완벽히 정리되어야 할 듯하다.  

 

 

9.7 중성미자 

 

9.7.1 용어설명 

다음은 위키백과의 글이다. 중성미자(neutrino 뉴트리노)는 약력과 중력에만 반응하는, 

아주 작은 질량을 가진 기본입자로, 스핀은 1/2인 페르미온과, 렙톤이며, 약한 아이소스

핀이 -1/2으로 전하를 띠지 않는다. 1990년  말까지 질량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1999년 

슈퍼 카미오칸데 실험 이후 여러 실험을 통해 미세하지만, 질량이 있다고 밝혀졌다(중성

미자 진동). 그러나 질량이 너무 작아 아직 직접적으로 질량을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1930년 의 베타 붕괴 실험에서, 기존의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붕괴 에너지 스펙트

그림 9.21 알파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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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을 발견하였다. 스펙트럼의 연속성에서 착안하여, 볼프강 파울리는 에너지 스펙트럼에 

맞추기 위해 질량이 아주 작은 (또는 0인) 입자를 가정하여 중성미자라는 입자를 도입하

였고, 이후에 실험적으로 발견되었다. 훗날 중성미자 진동 현상이 관측되면서 중성미자의 

질량은 0이 아니라는 것까지 밝혀낼 수 있었다. 중성미자는 3세 로 되어 있다. 이들은 

총 렙톤 수를 보존하지만, 중성미자 진동으로 인해 각 맛깔의 렙톤 수는 보존하지 않는

다.  

다음의 나무위키의 글이다. 약력과 중력에만 반응하며, 다른 힘엔 무관심하여 거의 모

든 물질을 다 통과해 버린다. 현재 태양에서 1입방 센티미터당 65억 개가 방출되고 있으

며, 그중 300만 개가 매 순간 인체를 뚫고 지나가지만 아무런 영향을 느끼지 못한다. 1광

년 두께의 철판을 두고 중성미자를 쏘면 겨우 입자 1개와 반응할까 말까 하는 수준이다. 

관측이 어렵기 때문에 중성미자의 물리량은 아직까지 수수께끼였는데 중성미자의 질량이 

2015년 들어 밝혀졌다. 0에 가깝지만, 0은 아니다. 중성미자의 속력은? 빛의 속도와 '거의

' 같다. 여기서도 거의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는데, 중성미자의 이동속도가 빛의 속도

에 근접한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아직 정확하게 속도값이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빛

보다 느릴 수도 있고 빛과 같을 수도 있고 심지어 빛보다 빠를 수도 있다! 다만 중성미

자는 기본적으로 매질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빛처럼 매질에 따른 굴절률은 존

재하지 않는다.  

다음은 인터넷 검색의 글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우주구성입자 중에서 광자 다음으로 

수가 많다. 

 

9.7.2 중성미자는 α 모양선에 α β γ 중력선이 붙은 것이다. 

제 1 장에서는 전자 중성미자는 α 알갱이이고, 뮤온 중성미자는 β 알갱이이고, 타우 

중성미자는 γ 알갱이라고 서술하였다. 여기서는 제 1 장과 다르게 설명해 본다. 알갱이는 

형태를 이루는 모양선과 질량을 유발하는 중력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9.22(a)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는 α 알갱이에 β 알갱이들이 말려있고 그 β 알갱이에 γ 알갱이 들이 

말려 있다. 핵융합이나 핵분열 등에 의해 β 알갱이 및 γ 알갱이들이 떨어져 나가 그림 

(c)의 α 알갱이만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이 전자중성미자이다. (c)는 오직 중력  및 약력 

α 에만 반응하며, 펼쳐질 β 알갱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기력 반응이 없어 모든 물질

을 부분 통과하게 된다. 중성이라는 뜻은 2가지가 존재하는 것 같다. 첫째는 전자기력

에 반응하지 않는 N 알갱이 및 S 알갱이, 둘째는 홀극화 되지 못한 NS 알갱이 이다. 위 

둘다 전자기력에 반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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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중성미자의 질량은 중력선이 유발한다  

α 알갱이에는 α 중력선이 달려있어 α 질량을 유발하고, β 알갱이에는 β 중력선이 달

려있어 β 질량을 유발하고, γ 알갱이에는 γ 중력선이 달려있어 γ 질량을 유발한다. 만약 

그림 (b)와 같이 모양선과 중력선이 서로 떨어져 나갔다면, α 알갱이는 분명 존재하는데 

질량을 갖지 못하게 된다. 이로인해 중성미자의 질량이 존재하는가 안하는가의 논란이 

발생된다. 

 

9.7.4 중성미자의 최대 속도는 빛속도이다 

우리공간 xyz에서 발생되는 모든 양자역학적 운동의 근원은 어미자기선의 회전 때문

이며, 그 회전 속도는 진공에서의 빛속도이다. 따라서 우리세상에서 관찰되는 그 어떠한 

것도 어미자기선 회전 속도보다 빠를 수가 없다. 그림 9.4는 원자핵과 묶인전자로 구성

된 원자의 중력선이 반 세상과 연결되어 고전적 중력이 발생되는 세상이다. 자유전자, 

광자, 중성미자 등은 어미자기선의 진공 빛 속도 회전이 절  지배한다. 중성미자가 빛 

속도 보다 더 빨랐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렇다면 어미자기장이 만든 휘어진 공간을 따라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말그 로 곧장 직진하게 되며, 곧 바로 어미자기장과 부딪치게 된

다. 여기서 어미자기장을 뚫고 탈출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성미자의 빛 보다 더 

빠른 에너지는 어미자기장에 흡수되고, 결국 중성미자의 속도는 어미자기장 진공 빛 속

도와 같게 된다. 

 

9.7.5 중성미자 진동현상과 미세조정 과정 

다음은 위키백과의 내용이다. 중성미자 진동(neutrino oscillation)은 중성미자의 맛깔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는 양자 역학 현상이다. 태양 중성미자는 에너지가 20MeV 이하

이며, 태양에서 검출기까지 1AU를 날아온다. 태양 내부에서 MSW 효과라고 알려진 공명

그림 9.22 중성미자 진동현상 



 

- 199 - 

 

을 통해서 5 MeV 이상의 에너지에서 태양 중성미자 진동이 일어나며, 진공에서의 중성

미자 진동은 다른 과정이다. 뮤온이 기중에서 붕괴하여 전자 중성미자를 만들어 내므

로, IMB, MARCO 와 카미오칸데 II 같은 형 검출기로 뮤온과 전자 중성미자의 비율이 

맞지않는 것이 관측되었다. 슈퍼 카미오칸데실험은 수백 MeV에서 수 TeV 에너지 범위 

안에서 지구 반경을 고려하여 중성미자 진동을 매우 정 하게 측정하였다. 많은 실험들

이 원자로에서 나오는 전자 반중성미자의 진동을 측정하려고 하고 있다. 원자로에서 만

들어지는 중성미자는 태양 중성미자와 같이 수 MeV의 에너지를 갖는다. 입자 가속기에

서 만들어지는 중성미자 빔은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성미자를 통제할 수 있다는 큰 이점

이 있다. 기 중성미자를 관측 해왔던 곳들에서 수 GeV의 에너지를 갖는 중성미자로 

많은 실험들이 수행되었다. 

중성미자 진동현상을 이해 및 설명하기는 매우 힘들다. 위의 값들은 왜 그림 1.2의 

값들과 전혀 다른가? 핵반응 등으로 발생된 것은 알갱이와 중력선이 서로 떨어져서 빛의 

속도로 직진하고, 기 통과 또는 실험 관찰 시에는 그 직진 속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알

갱이와 중력선이 서로 붙을 가능성이 있고, 등등 다양한 현상이 있는 것 같다.  

핵융합, 핵분열, 입자의 고속 충돌 등에 의해 그림 (b)와 같이 전자의 모양선과 중력

선이 떨어져 나가게 된다. 모양선과 중력선은 필히 같이 붙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d)와 

같이 α 모양선에 β 중력선이 붙었다면, 뮤온 중성미자가 되며 β 질량이 측정된다. 이것

은 올바른 것이 아니므로 외부 충돌에 의해 쉽게 떨어져 나간다. (e)와 같이 α 모양선에 

γ 중력선이 붙었다면, 타우온 중성미자가 되며 γ 질량이 측정된다. 이역시 올바른 것이 

아니므로 외부 충돌에 의해 쉽게 떨어져 나간다. 이번에는 (c)와 같이 α 모양선에 α 중

력선이 붙었다면, 전자 중성미자가 되며 α 질량이 측정된다. 이것은 올바른 결합이므로 

쉽게 떨어지지 않게 된다. 전자중성미자를 γ 중력선이 쳤다면, α 모양선과 α 중력선이 

떨어져 나가고 γ 중력선이 붙을 수 있다. 이것이 중성미자 진동현상이지 않을까 하며, 우

주의 미세조정 과정 중 하나의 현상이다. 동일한 논리를 β 모양선에 그림 (f)의 α 중력선

이 붙은 경우, (g)의 β 중력선이 붙은 경우, (h)의 γ 중력선이 붙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 동일한 논리를 γ 모양선에 또한 적용할 수 있다. 위 설명 로라면 중성미자 진동 현상

의 종류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 과연 이러한 논리가 실제 현상에서 발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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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양자얽힘, 이중슬릿실험, 초전도체, 정보 
 

 

10.1 개 요 

 

업스핀 전자와 다운스핀 전자의 양자얽힘은 그 둘의 α 중력선이 서로 묶여 연결된 

것으로서, 중력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전자와 반

전자의 양자얽힘은 그 둘의 α 중력선이 스스로 연결되고 또한 α 알갱이에 존재하는 β 

알갱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전자를 회전시키면 그와 동시

에 반전자가 똑같이 회전된다. 전자 이중슬릿 현상은 돌돌 말려 입자처럼 보이는 전자가 

이중슬릿을 통과할 때 β 알갱이의 진동에 의해 펼쳐져 파선으로 변해 파동처럼 행동한

다는 것임을 제안한다. 우리세상은 xyz 연속 공간이다. 초전도체의 세계는 z 축이 강력히 

양자화되어 xy 연속 공간이 펼쳐진 세상임을 제안한다. 즉 초전도체의 세상은 2차원 공

간으로서 본 우주론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정보는 형체가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인

가 아니면 알갱이의 나열을 뇌가 읽는 것일까? 단기기억은 광자 및 반광자의 양자얽힘으

로 저장되고, 장기기억은 전자 및 반전자의 양자얽힘으로 저장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여

기서 전자 및 광자는 내 몸속에 위치해 있고, 반전자 및 반광자는 내 몸 바로 밑에 존재

하는 반공간에 위치한다. 결론적으로 양자역학의 세계 역시 그림이 그려지는 명확한 세

상임을 제안한다. 

 

 

10.2 양자얽힘 

 

10.2.1 용어설명 

다음은 위키백과의 내용이다. 양자역학에서, 양자 얽힘 (quantum entanglement) 또는 

간단히 얽힘은 두 부분계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일련의 비고전적인 상관관계이다. 얽힘

은 두 부분계가 공간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입

자를 일정한 양자상태에 두어 두 입자의 스핀이 항상 반 가 되도록 하자. (예를 들어 두 

스핀의 단일항 상태.) 양자역학에 따르면, 측정하기 전까지는 두 입자의 상태를 알 수 없

다. 하지만 측정을 한다면, 그 순간 한 계의 상태가 결정되고 이는 즉시 그 계와 얽혀 있

는 다른 계의 상태까지 결정하게 된다. 이는 마치 정보가 순식간에 한 계에서 다른 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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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양자 얽힘 이론이 등장한 이후 양자암호, 양자컴퓨터, 양

자전송 실험 등이 꾸준히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양자얽힘 이론의 예측을 실증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실험적 결과들이 점점 쌓여가는 한편 철학적인 논의도 꾸준히 진행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이 양자얽힘 현상이 국소성의 원리를 위배한다는 논의였다. 이 국소성의 원

리는 계의 상태에 관한 정보가 항상 그 계의 주위를 통해서만 매개될 수 있다는 원리로, 

만약 양자얽힘 현상에 의해 정보가 전달된다면 주위를 통하지 않고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국소성의 원리와 모순을 일으키게 된다. 결국 양자얽힘 과정에서 실제로 정보가 어

떻게 전달되는지에 한 논의가 계속되었고, 이후 이 모순을 없앨 수 있는 양자역학의 

새로운 해석방법이 두하게 된다. 

 

10.2.2 업스핀 전자와 다운스핀 전자의 양자얽힘  

우리공간은 그림 8.4와 같이 원자두께 정도의 공간으로 양자화 되어 있고, 어미자기

장의 빛속도 회전으로 인한 전자의 스핀 발생이 그림 8.20(a)에 도시되어 있고, (b)에는 

그 스핀으로 인해 중력선이 전자에 말려 있는 모습으로서, 그림 10.1(a)의 동일한 xyz 공

간상에 업스핀 전자와 다운스핀 전자 두개가 중첩되어 있게 된다. 이 상태로 장시간 놓

아두면 두 중력선은 (b)와 같이 얽히게 된다. 여기서 두 중력선의 극이 N 으로 서로 같

으므로, 저절로 붙지는 않고 얽힘으로 묶여질 것으로 판단된다.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얽

히게 되는지 아니면 매우 적은 확률로 얽히게 되는지는 양자얽힘에 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 두 전자가 얽히는 순간, 잡아당기는 반작용에 의해 두 전자의 회전 방향은 반

가 되어 말려있는 중력선이 약간 풀어지게 된다. 그러나 어미자기장이 전자를 계속 회

전시키므로 약간 풀어진 중력선이 다시 감기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 즉 

전자는 회전을 못하고 서로가 탁탁 치게될 것이다. 결국 중력선은 (c)와 같이 어느 한쪽 

전자에 모두 감기게 되며, 이 상황 역시 회전을 못하고 서로가 계속 탁탁 치게 된다. 위

그림 10.1 업스핀 전자와 다운스핀 전자의 양자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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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측이 사실일까? 양자얽힘 전문가는 위 추측에 한 답변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림 (d)와 같이 두 전자를 서로 다른 xyz 위치에 떨어 트려 놓으면 어미블랙홀의 자

기선 회전에 의한 구속을 벗어나므로, 두 전자는 서로 반  방향으로 비로서 회전을 하

게 된다. 여기서 두 전자의 회전 방향은 필히 반 이며, 한쪽은 감길려고 하고, 다른 쪽

은 풀어지려고 한다. (a)~(c)에서 볼 수 있었듯이, 어미블랙홀에 의해 두 전자의 스핀은 

항상 반  방향이며, 탁탁 걸리는 반작용 역시 스핀은 항상 반 이다. 그림 (e)는 완전히 

말리기 직전의 모습이고, (f)는 모두 말렸을 때의 모습으로서 반작용이 발생하여 스핀의 

회전은 (g)와 같이 서로 반 가 된다. 여기서 (f) 순간 두 전자는 서로 확 잡아 당기게 된

다. 따라서 두 전자를 고정시킬 구속력이 필요함을 볼 수 있다. 전자의 질량은 매우 작기 

때문에 구속력 역시 매우 작으며, 구속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본 예측 역시 양자얽힘 전

문가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림 (h)는 완전히 말리기 직전의 모습이고, (i)는 

완전히 말렸을 때의 모습으로서, 이러한 상황은 다시 (d)로 반복하게 된다. 즉 업스핀 전

자와 다운스핀 전자의 양자얽힘은 주기이다. 그 주기의 시간이 매우 길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실험자가 양자얽힘은 주기라는 것을 분명 파악해 냈을 것이다. 그 주기의 시간

이 극히 짧다면 한쪽의 전자스핀 방향을 관찰해야만, 다른쪽의 전자스핀 방향이 결정되

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위 두 전자의 스핀 방향은 (f) 및 (i)에서 결정된다. 

A 전자 및 B 전자가 100억 광년 떨어져 있다고 가정해 보자. A 전자 회전방향이 바

뀌면 100억 년 뒤에 B 전자의 회전방향이 바뀔까? 아니면 동시에 바뀔까? 여기서 묶인 

중력선이 100억 광년 거리까지 견딜 수 있을까는 물리학적 계산이 필요하다. 여하간, 핵

심은 어떤 알갱이가 이동하여 정보가 전달되는 것과 이미 연결되어 정보가 정달되는 것

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태양이 사라지면 그 중력변화가 즉시 지구에 전달될까 아니면 

빛의 속도로 8분 뒤에 전달될까? 제 9 장 중력에서도 설명하였듯이, 강력한 힘의 중력장

이 전우주에 펼쳐져 있고, 태양이 사라지면 그 즉시 지구의 중력변화가 발생된다는 것이

다. 따라서 100억 광년 떨어진 두 전자는 동시에 회전 방향이 바뀔 것으로 추측된다. 그

러나 두 전자를 100억 광년 떨어뜨려 놓으면 얽힌 중력선에 큰 응력이 발생된다. 그 힘

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물리학적 계산이 필요하나, 만약 매우 크다면 중력선은 매우 

단단해 지게 된다. 즉 회전하는 두 전자는 단단한 중력선을 구부리지 못하고 회전이 정

지될 수도 있다. 이것은 실험으로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두 전자를 1 m, 10 m, 100 

m, 1 km, 10 km, 100 km 떨어뜨려 놓고, 그 주기를 각각 측정하면, 주기가 느려질 것으로 

추측된다. 즉 거리가 멀면 중력선에 응력이 쌓여 중력선이 단단해 질 것이라는 뜻이다. 

거리가 멀면 중력선이 끊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그 끊어질 때까지 가해졌던 힘이 약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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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측한다.  

양자얽힘에 해 수많은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을 것이다. 그 결론은 관찰을 해야만 

스핀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본 논리와 정반 이다. 여기서 본 논리는 어미블랙홀이 존재

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추론을 하는 것이지, 기존 양자역학의 지식을 반박하는 것 아님을 

이해하기 바란다. 회전 주기가 거의 0.00001 초에 가깝기 때문에, 실험하는 과학자가 그 

주기를 놓칠 수도 있을 것이다. 

 

10.2.3 중력선의 존재는 양자얽힘으로 증명된다 

본 예측이 사실이라면 주기는 실험으로부터 측정된다. 전자의 회전속도 및 중력선의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 어미자기선은 빛의 속도이므로, 전자의 회전속도 역시 빛의 속도

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중력선의 길이가 계산된다. 양자얽힘된 두 전자 사이에 입자

들을 가득 쏴보자. 즉 두 전자가 뭔가로 얽혀 있다면, 그 뭔가는 쏘아진 입자들에 걸려서 

두 전자는 서로 끌어당겨지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면, 쏘아진 입자

에 전혀 반응하지 않을 것이며, 어미블랙홀 우주론에서도 설명 불가능한 현상이 된다. 

 

10.2.4 엔트로피가 발생되었다 

그림 (b)를 보면 두 중력선이 꼬여 묶여 있다. 만약 (b)와 같이 묶여 졌다면, 결코 풀

어질 수가 없다. 즉 두 전자는 어떤 충격에 의해 끊어지지 않는다면 영원히 서로 반  

방향으로 회전하게 될 것 같다. 회전력이 소멸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묶임이 풀어지지 

않는다. 본 우주론은 6차원 우주가 블랙홀 가족에 의해 차원감소가 지속적으로 발행하여 

0차원으로 되고, 0차원은 화이트홀 가족에 의해 차원증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다시 6

차원 우주로 되돌아간다는 논리이다. 만약 그림 (b)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입자

는 차원순환되지 않을 것 같다. 즉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엔트로피가 발생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림 (b)의 경우가 무수히 많다 하더라도, 6차원 우주 전체에 비해 그 상

황발생량은 0 에 가깝다. 차원이 한번 순환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거의 무한 에 가깝다. 

여기에 그림 (b)가 고려된 들, 차원은 무한 로 순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b)는 우리

세계의 입자이다. 그 입자가 자식블랙홀로 빠져 들어갈 때 자연적으로 풀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10.2.5 전자 반전자 양자얽힘 

우주모형도에서와 같이 전자는 말린방향으로 회전하며, 반전자는 말린 반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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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한다. 여기에 어미자기선에 의해 추가적으로 업스핀과 다운스핀이 발생한다. 그림 

10.2(a)는 전자와 반전자에 스핀이 존재한 경우의 양자얽힘이 도시되어 있다. 전자와 반

전자를 서로 다른 xyz 상에 가까이 놓으면, 그 두 중력선의 극성은 서로 다르므로, 중력

선은 저절로 서로 붙는다. 전자와 반전자의 스핀 방향이 서로 다를 경우 양자얽힘은 그

림 10.1과 동일하고, 스핀 방향이 서로 같을 경우 서로 가까워졌다가, 서로 충돌 한 후, 

멀어지고, 최 로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는 주기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최

로 멀어질 때 그림 (b)가 되어, (c) 및 (d)로 양자얽힘이 발생될 수도 있다.  

전자와 반전자의 스핀을 어떻게 멈추는지 인터넷 검색은 되지 않지만, 그 스핀을 멈

추면 (b)와 같이 된다. 두 중력선의 극은 서로 다르므로, 둘은 자연적으로 붙게 되며 (c)

와 같이 중력선은 회전에 의해 서로 비틀려 꼬이게 된다. 이로인해 전자와 반전자는 서

로 가까워 지며, 최 로 비틀렸을 순간 회전은 멈추게 된다. 그 순간 β  입자와 β  입자

가 서로 붙게 되어 (d)와 같이 전자와 반전자가 양자얽힘이 되며, 원통 모양으로 고정 된

다. 중력선이 당기는 힘과 β 선이 선으로 펼쳐지려는 힘의 균형 지점에 전자와 반전자는 

위치하게 된다. 즉 전자 반전자 양자 얽힘의 특징은 회전하지 않고 고정될 것이라는 예

측을 한다.  

따라서 내가 한쪽을 돌리면, 다른쪽이 필히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d)

의 한 가운데를 돌려보자. 그러면 전자와 반전자는 정확히 동시에 돌게 된다. 이번에는 

전자를 돌려보자. 반전자가 돌아가는 속도는 빛의 속도일까? 광자가 텅빈 공간을 이동하

는 것이 빛의 속도이다. (d)에서 전자와 반전자는 개별 광자들로 연결되어 있다. 즉 광자

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달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1 억배 더 빠

를 가능성이 있다. 즉 전달속도는 연결된 선에 응축된 응력에 비례할 것이다. 거리가 가

까우면 응축된 응력이 적고, 거리가 멀면 응축된 응력이 커지게 된다. 즉 거리와 응력은 

서로 반비례하므로, 거리와 상관없이 동일한 속도로 순식간에 반응이 있을 것으로 추측

된다. (d)에서 β 알갱이는 결어긋남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c)에서 연결 안된 β 알갱이

가 존재할 수도 있고, (d)에서 외부 교란에 의해 β 얽힘이 분리되어 β 알갱이로 존재할 

그림 10.2 전자와 반전자의 양자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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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게 된다. 100 억 광년에서도 양자얽힘이 유지될까? β 알갱이는 할미자기선이 사

건의 지평선에서 끊긴 것으로, 그 길이는 100 억 광년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중력

선은 그림 10.1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그림 10.2는 묶여진 것이 아니라 서로 

붙은 것이므로 그림 10.1 보다는 거리가 짧을 수 밖에 없다. 알수는 없으나 1광초, 1 광

년, 1 억광년 떨어뜨려 놓으면 그림 (d)는 서로 분리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위 값은 물리

학적으로 계산 가능할 것이다. 

그림 10.2 (d) 사이에 다수의 어떤 입자를 쏴보자. 그림 (d)의 논리는 필히 영향을 받

는다는 것이다. 만약 어떠한 영향도 없다고 한다면, 본 우주론으로 설명 불가하다. 그림 

(d)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결국 중력선은 서로 떨어질 것이고 그 때까지 가해졌던 힘

이 중력과 같을 것으로 추측된다. 

 

10.2.6 광자 얽힘, 광자집단, 입자, 파동 

본 우주론에서 광자는 β 알갱이 한 개를 뜻하고, 광자집단은 β 알갱이들이 집단을 이

루어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 현실 공간은 xyz 세계이고, 현실공간에서 광자는 파선

으로 존재한다. 즉 현실세계에서 광자가 그림 10.1 및 10.2와 같이 얽히는 것은 불가능하

다는 것이다. 그림 7.8에서 동일한 xyz 공간상에 b 축 또는 c 축 양자화된 골짜기가 무

수히 존재하고 있고, 그 골짜기 하나마다 한 개의 광자가 입자로 돌돌 말려 회전하고 있

음을 서술하였다. 그림 7.8에서 전자와 같이 광자가 우측에 있으면 우스핀을 갖고 좌측

에 있으면 좌스핀을 갖는다. 즉 우리공간의 벽면에서 그림 10.1의 광자얽힘이 가능하다. 

좀더 생각해 보면, 같은 xyz 공간에 있는 에너지 레벨이 각기 다른 무수히 많은 광자

들은 무조건 광자로 얽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광자집단으로 행

동하게 되고, 그림 10.1과 같이 β 중력선으로 돌돌 말려 있기 때문에 파선으로 펼쳐지지 

못하고 입자로 존재하게 된다. 이것이 광양자 아닐까? 즉 광자얽힘이 없는 β 알갱이 하

나는 파선으로 우리세계에 나타나고, 광자얽힘이 발생한 β 알갱이들은 알갱이들이 집단

으로 행동하는데, 그 집단은 β 중력선들에 의해 묶여 알갱이 집단이 파동으로 행동한다

는 것이다. 

β 중력선의 길이는 무한 로 늘어날 수 있다. 즉 광자집단의 β1 알갱이와 β2 알갱이

의 거리는 10 억 광년일 수도 있으며, 우리가 β1 알갱이를 끄집어 내면, 10 억 광년 떨어

진 β2 알갱이가 빛 속도의 1 억배 속도로 따라 올라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강조하지만, 알갱이 하나 또는 파선 1 개가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최  속도는 빛 

속도이고, β1과 β2가 β 중력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의 속도는 빛 속도일 수도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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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줘야할 것이 있다는 것이다.  

 

10.2.7 광자 반광자 양자얽힘 

어미블랙홀 사건의 지평선에서 끊어진 엄청난 수의 할미중성자기선이 중성광자로 우

리세계에 유입되고 있다. 즉 중성광자를 둘로 쪼개서 N 광자와 S 광자로 분리시키면 그

림 10.2와 같이 광자 얽힘이 발생될 것이다. 단지 차원만 다를 뿐이다. 중성광자를 둘로 

쪼개는 방법은 무엇일까?  

많은 수의 광자들이 한꺼번에 얽혀있는 상태를 다광자얽힘 이라 한다. 그림 10.1은 

다광자얽힘이 그려질 듯 하나, 그림 10.2로부터는 다광자얽힘이 그려지지 않는다. 그림 

10.2와 같은 완벽한 연결은 아닐지라도, 불안정하게 광자 몇 개 정도는 얽힐 수 있지 않

을까 한다. 

 

 

10.3 전자 이중슬릿 현상 

 

10.3.1 용어설명 

다음은 위키백과의 글이다. 이중 슬릿 실험은 양자역학에서 실험 상의 파동성과 입

자성을 구분하는 실험이다. 실험 상을 이중 슬릿 실험 장치에 통과 시키면 그것이 파

동이냐 입자이냐에 따라 결과 값이 달라진다. 파동은 회절과 간섭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파동이 양쪽 슬릿을 빠져나오게 되면 회절과 간섭이 작용하고 뒤쪽 스크린에 간

섭무늬가 나타난다. 반면 입자는 이러한 특성이 없으므로 간섭무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상의 차이를 통해 실험 물질이 입자인지 파동인지를 구분한다. 1927년 클린

턴 데이비슨과 레스터 저머가 전자를 상으로 이중 슬릿 실험을 하여 입자성과 파동성

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 실험 결과는 당시 입자와 파동을 서로 

반 의 성질로 규정하며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던 물리학적 상식을 흔들어 놓았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관념과 물리학적 해석이 불가피하였고 그것이 양자론의 

탄생으로 결실을 맺는다. 이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 이중 슬릿 실험이 갖는 중요한 과학

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1801년 토머스 영은 광자의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 간섭현상

을 증명해냈다. 이 실험의 방법은 단색광을 단일 슬릿S에 입사시켜 이중 슬릿 S1와 S2를 

통과하여 스크린에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때 빛이 입자라면 일정한 무늬

가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실험 결과 파동처럼 간섭무늬가 나타났으며, 이것은 빛이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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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1927년 클린턴 데이비슨과 레스터 저머는 니켈 결정을 향해 

전자빔을 발사하는 실험을 하였다. 실험 방법은 영의 이중 슬릿 실험과 동일하다. 다만 

단색광 신에 전자빔을 쪼이는 차이가 있다. 당시에 전자는 입자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두 줄의 무늬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였다. 하지만 실험 결과 파동의 간섭무늬가 만들어

졌다. 이 실험 결과는 뉴턴 역학과 전자기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후일 보어

의 양자론의 탄생으로 이것이 해결된다. 

 

10.3.2 알갱이가 파선으로 펼쳐지는 현상  

전자는 입자인가 파동인가의 논란이 있다. 여기서 파동이라는 단어에 의문이 있다. 파

동은 매질에 의해 운동이나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이다. 만약 전자가 파동이라고 한다

면, 전자는 형체가 없는 에너지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양자역학에서 파동은 매질의 존

재와 상관없이 정의되므로, 파동은 형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정의될 것

이다. 파동이 아니라 파선임을 제안한다. 파동은 형체가 없으나, 파선은 돌돌말린 알갱이

가 에너지를 받아 모양이 펼쳐진 것이다. 즉 파선은 1차원적 형태를 갖는 진동하는 입자

이다. 전자의 선은 탄성체이다. 즉 원래 길이는 매우 짧으나, 에너지를 받으면 그 만큼 

크게 늘어난다. 그 에너지가 방출되면 다시 원래 길이로 되돌아 온다. 그 되돌아 오는 속

도는 빛 속도 보다 매우 빠를 것이다. 

그림 10.3에는 전자 이중슬릿 현상이 도시되어 있다. 본 저서의 내용 중 그 논리를 

그림 10.3 전자 이중슬릿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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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기 가장 난해한 것이 전자 이중슬릿 현상이며, 전자 이중슬릿 현상이 그림 10.3과 

같이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본다. 본 그림보다 타당한 그림이 분명 그려질 것

이다. 

그림 (a)는 슬릿의 간격이 매우 넓을 때이다. 멈춰있는 전자는 xyz 공간상에서 돌돌말

려회전하는 입자로 존재한다. 그 전자를 xyz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쏘면, xyz 방향의 수

직인 α 축 방향으로 전자가 펼쳐져 원뿔모양이 된다. 슬릿 간격이 매우 넓으므로 전자는 

아무 영향없이 통과되고, 감광판에 맞으면 전자의 속도가 0 이 된다. 속도에너지는 전자

의 모양을 변화시킨다. 즉 원뿔모양으로 넓게 펼쳐져 있다면 그 전자는 속도에너지를 받

았다는 것이다. 감광판에 맨 앞의 β 알갱이가 부딪치면, 그 β 알갱이의 속도는 0 이 되

므로, 그 β 알갱이의 좌측 우측 α 파선이 급격히 수축된다. 이로 인해 좌측 우측 β 알갱

이들이 감관판에 부딪쳐 속도가 0 이 된다. 논리는 계속 반복되어, 결국 맨 처음 감광판

에 부딪친 β 알갱이를 중심으로 전자는 작은 입자로 환원된다. 전자의 본연 성질은 돌돌

말려 회전하는 알갱이이다. 

그림 (b)는 슬릿 간격이 좁은 경우이다. 입자인 전자를 쏘면, 그 전자는 직진 운동에

너지 10을 받아, 전자의 모양이 원뿔 모양으로 넓게 펼쳐져 직진한다. 슬릿 간격이 너무 

좁다면 전자는 통과하지 못하고 튕겨나오게 될 것이다. (b)와 같이 슬릿 간격이 적당하다

면 전자의 중심에 있는 β 알갱이들은 통과하게 되고, 가장자리에 있는 β 알갱이는 통과

하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세는 통과하는 것이므로, 가장자리의 β들은 끌려서 통과하게 

된다. 그 통과하는 과정 중에 β 알갱이들이 슬릿의 벽에 좌우로 튕기게 된다. 직진에너지 

10 중 1 만큼 좌우로 튕기는 에너지로 변환되었으며, 이것은 전자가 원뿔 모양에서 파선

으로 모양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직진에너지는 9 이고, 진동에너지는 1 

이다. 에너지란 과연 무엇인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에너지라는 정체 모를 어떤 것이 존

재하는가? 아니면 입자의 모양변화가 에너지인가? 후자일 것이다. 돌돌 말린 전자의 모

양이 슬릿을 통과하면서 파선으로 변형되었으며, 가장 먼저 감광판에 닿는 점 즉 속도가 

0 이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입자로 변하게 된다. 위에서 가장 먼저 감광판에 닿는 점을 β 

알갱이로 기술하였으나, α 선일 수도 있다. 

그림 (c)는 이중슬릿을 통과한 경우이다. 전자를 슬릿 한가운데 10의 직진 에너지로 

정확히 쏜다면, 일반 상식으로는 튕겨야 하나, 그림 (c)와 같이 될 것이다. 이 역시 원뿔 

모양의 전자가 선으로 펼쳐진다는 것이다. 그림의 형태상 세는 통과하는 것이다. 그 통

과하는 모습이 (d)에 도시되어 있다. 전자는 (d1)과 같이 가운데 슬릿을 통과할 수 없고 

멈추게 된다. 그렇다면 직진에너지 10 은 어디로 갔는가 의문이 발생한다. 직진에너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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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릿 안쪽의 β 알갱이 좌우 충돌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d2)와 같이 좌우 충돌에너지는 

10으로 커지게 되므로 전자 밑쪽에서 슬릿의 양쪽 모서리 중의 하나에 위치한 선이 끈

어지게 되고 이와 동시에 위쪽의 선이 연결된다. 이로인해 (d3)와 같이 앞으로 튕기게 된

다. 즉 이중슬릿에서 전자가 순간적으로 멈춰 파선이 된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전자는 직

진 5 그리고 파동 5 의 에너지를 갖는 파선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 여기서 전자 왼쪽에 

위치한 β 알갱이는 왼쪽으로 계속 직진을 하려고 하고, 오른쪽에 위치한 β 알갱이는 오

른쪽으로 계속 직진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전자가 직진할수록 파동의 진폭은 커지게 된다. 

이 역시 가장 앞쪽에 위치한 β 알갱이가 감광판에 먼저 찍혀 속도가 0 이 되므로, 그 점

을 중심으로 전자가 입자화 된다. 이 논리는 첫번째 및 두번째 감광판 줄무늬는 설명할 

수 있으나, 세 번째 감광판 줄무늬를 설명할 수가 없다. β 알갱이 속에는 γ 알갱이가 있

으며, 그림과 같이 β 알갱이 역시 좌우 속도가 발생했으므로 원뿔모양이 된다는 것이 핵

심이다. 이로 인해 세번째 줄무늬에 위치한 γ 알갱이의 위치가 첫번째 및 두번째 줄무늬 

보다 앞선 경우가 발생된다. 따라서 다수의 줄무늬가 감광판에 찍히게 된다. 그림 (e)는 

관찰자 효과를 표현한 것이다. 아주 극미량의 어떤 외부 입자를 전자파선에 쏘인다면, 그 

외부입자의 영향으로 전자파선은 입자로 변하게 된다. 여기서 큰 파고를 갖는 외부입자

와 작은 파고를 갖는 외부입자에 의한 관찰자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임이 보여진다. 

전자의 직진에너지가 10 일 때와 5 일 때의 전자의 속도는 분명 다르다. 즉 슬릿 통

과 전의 전자 속도와 슬릿 통과 후의 전자 속도를 측정해 봤으면 한다. 전자 꼬리에 달

려 있는 중력선은 어떻게 되는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10.3.3 자유전자의 파선은 비정상이다  

전자는 입자인가 파동인가의 논란은 끊이질 않는다. 그림 10.4 (a)에는 본 우주론에서

의 전자의 기본도형이며, 전자의 기본모형은 입자로 제시되어 있다. 즉 전자가 입자인가 

파동인가의 논란이 아니라, 전자의 기본 모양을 제시하고, 그 모양에 한 논쟁이 되어야 

한다. 

그림 10.4(a)는 전자의 기본모양으로서 그 모양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게 된다. 

그림 10.4 상황에 따른 전자의 다양한 모습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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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핵심은 전자는 말린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는 것으로서 α 회전으로 부르기로 한다. 

(b)는 자유전자일 경우 전자는 완벽히 입자임을 표현한 것이다. (c)는 어미자기장 사이에 

위치한 전자이며, xyz 세상의 위쪽에 있을 경우 양스핀, 밑쪽에 있을 경우 음스핀을 표현

한 것이다. 여기서 회전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d)는 전자가 속도를 가질수

록, xyz 공간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한 그림이다. 여기서 α 회전은 그 로 이나 

스핀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중슬릿 현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α 중력선이 전자에서 

벗겨져야 한다는 것이 파악되므로, 전자 속도가 빨라야 이중슬릿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추측된다. 전자가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전자는 xyz 방향으로 

길쭉하게 펴질 것이다. 여기서 α 회전이 파동으로 변할까? 전자가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해도 α 회전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빛의 속도로 가도 자유전자는 직선

의 입자이며, 여기에 에너지가 추가되면 파동의 형태가 된다. (e)는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해 α 회전이 사라진 경우이다. (a)에서 볼 수 있듯이 α 회전이 사라지면, 돌돌말린 선

이 풀어지게 되어, (e)와 같이 파선의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 그 특수한 상황이 전자 이중

슬릿일 것이다. 그림 (f)와 같이 어떤 영역의 파선이 어미자기장에 닿았다고 한다면, 어미

자기장은 빛속도로 회전하고 있으므로, 파선은 빛속도 또는 그 보다 1 억배 더 빨리 돌

돌 말려 입자가 된다. 이것이 관찰자 효과이다. 그림 (e)의 파선에 속도가 있을 때 어떤 

미소 외부입자와 충돌하면 (d)와 같이 변할 것이고, 그림 (e)의 파선이 감광판과 충돌할 

때는 (b)와 같이 변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유전자의 모양은 입자이며,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해 파선으로 그 모양이 변화될 

수 있으나, 결국 최종적으로 자유전자는 입자로 복귀하게 된다. 전자의 근원 모양이 파동 

또는 파선이라면, 다수 자연 현상에서 전자는 파동처럼 행동해야 한다. 자연적이든 인

위적이든, 전자가 파동처럼 관찰되는 현상이 이중슬릿 이외에 몇 개 없을 것으로 추측된

다. 

 

10.3.4 자유전자의 확률분포 

그림 10.3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파선으로 변한 전자는 한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선의 공간상 어느 곳에나 위치하고 있다. 이것을 오해한다면, 전자가 A 점에서 나타났

다가 1 억 광년 거리의 B 에서 나타났다가, A와 B에 동시에 나타났다할 수 있다. 파선으

로 변한 전자는 그 파선 상의 어느 위치에서나 확률적으로 발견될 수 있다. 그러나 전자

는 1 개이며, 전자가 A 점에 나타났다면 계속 A 점에 입자로 존재하게 된다. 즉 이것이 

다시 파선으로 펼쳐지지는 않는다. 원자핵에 구속된 묶인 전자는 파선으로 존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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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파악된다. 즉 전자의 모양은 주어진 상황에 맞게끔 변한다는 것이다. 

 

10.3.5 슈뢰딩거의 고양이와 절대 관찰자 

슈뢰딩거의 고양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된 상자 속의 고양

이는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중첩되어 있으며, 상자를 열고 관측하는 순간 그 

생사가 결정된다는 논리이다.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는 우리가 그 생사를 알길이 없으므

로 슈뢰딩거의 고양이 사고실험은 반박 불가능 한 것 같다. 그러나 중력은 고양이에 필

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중력이 고

양이에 작용되어야 고양이 형체가 유지되는 것이다. 여기서 고양이 상자를 완전 무중력 

우주공간에 놓으면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나, 그것은 상 중력이 없는 것

이며, 고양이 자체의 절 중력이 존재하고 있다. 즉 고양이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서로에

게 중력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 근원은 어미블랙홀이 고양이를 구성하는 각 원자를 절

적으로 끌어 당기고 있으므로, 어미블랙홀이 절  관찰자이다. 나, 너, 및 우리가 알고 있

는 어떤 모든 것이 고양이를 관찰하지 않아도, 어미블랙홀이 절  관찰하고 있으므로, 고

양이의 생사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어미블랙홀 논리에서는 고양이를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 마다 전자의 꼬리에 달린 중력선이 어미블랙홀과 연결되어 있다고 서술한

다. 그 개별 중력선을 모든 끊는다면 절 중력은 사라지게 되나, 이와 동시에 고양이를 

구성하는 전자와 원자핵은 모두 완벽히 분열되게 된다. 이 현상과 약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플라즈마, 핵융합, 핵분열 등이다. 

양자역학의 한 예로서, 사람이 벽을 1 조번 부딪치면 한번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

고 있다. 우리가 벽을 실제로 1 조번 부딪칠 수가 없기 때문에 위 논리를 반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 논리는 상자를 한번 열었는데 고양이가 죽어 있었다면, 상자를 1 조번 열

면 고양이가 한번 야옹 하고, 다시 한번 열면 고양이가 죽어 있다는 것과 같을 것이다. 

본 우주론에서는 물체는 수없이 많은 α β γ 알갱이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물체를 이루므로 자연적인 상태에서 벽을 통과한다는 것은 100%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자유전자가 그 전자의 크기보다 더 작은 구멍을 통과할 수 있다. 자유

전자에 에너지를 투입하여 홀쭉하게 만들면 그 작은 구멍을 통과하게 된다. 동일한 논리

로 무한 의 에너지를 사람에게 투입하여 사람을 홀쭉하게 만들어 벽속의 구멍을 통과할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강제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준 것이며, 제 7 장

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람이 빛의 속도로 진행하면 중력이 무한 가 되며, 사람을 둘

러싼 주위 공간이 무한 로 왜곡된다. 정리하자면 자유전자 및 광자는 중력이 존재하지 



 

- 212 - 

 

않으나 원자 크기 이상은 중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원자 몇 개를 빛의 속도로 쏘아도 

주위 공간은 왜곡되지 않으나 사람을 빛의 속도로 쏘면 주위 공간은 왜곡된다는 것이다. 

즉 양자역학이 고양이를 절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중력이 고양이를 절 지배하고 있다

. 

 

10.3.6 관찰자 효과 

소립자는 관찰자가 없을 때는 확률적으로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하다가 관찰자가 관

측하는 순간 그 지점에서 100% 입자로 존재한다는 것이 관찰자 효과이다. 이것은 위에

서 서술하였듯이, 소립자는 열려있는 입자이며, 상황에 따라 그 입자가 열려 파선으로 변

할 수 있으며, 그 파선을 무엇인가가 건들면 본연의 성질인 입자로 되돌아 간다는 것이

다. 즉 파선으로 길게 펼쳐져 존재하는 것이지, 그 소립자 하나가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중첩은 소립자들이 동일한 xyz 공간에 다수 위치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애기이다. 

나무위키에서 슈뢰딩거의 고양이를 검색하면 다음의 글이 있다. 반사율 100%인 초전

도체를 이용한 실험인데, 이 실험의 의의를 설명하자면 소위 관찰자의 관측 행위라고 불

리는 것이 없이도 자연 상태에서 결맺음, 결깨어짐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

이다. 고로 양자역학적 현상은 외부의 인위적 관찰자라는 단위가 존재하지 않아도 항시 

일어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것은 우리가 관측 불가능한 절  관찰자가 존재한다는 뜻이고, 절  관찰자가 바로 

어미블랙홀이다. 파선은 외부 관찰자가 없어도 결국 그림 10.4(f)와 유사하게 어미자기장

과 접촉하게 되어 있고, 접촉하는 순간 돌돌말린 입자가 된다. 에너지 관점으로 서술하자

면, 돌돌말린 에너지가 파동 에너지로 변화되고, 그 파동 에너지가 돌돌말린 에너지로 변

화되는 것이다. 여기서 입자의 모양이 바뀌는 것이 먼저이고, 에너지의 형태는 그 입자 

모양을 곧바로 따라가 그 모양에 저장된다. 

 

10.3.7 상보성 원리 

다음은 위키백과의 글이다. 양자역학에서, 상보성 원리(complementarity principle)는 

양자역학적 물체가 어떤 실험을 하느냐에 따라 파동 또는 고전적 입자의 성질을 보인다

는 원리이다. 그러나 절  동시에 입자이며 파동일수는 없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성이라고 

부른다. 상이 가진 입자성을 더욱 명확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의 파동성은 더욱 

찾아볼 수 없게 되어 버린다. 예를 들면, 하나의 전자가 존재한다고 하자. 이때 위치와 



 

- 213 - 

 

운동량이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물리량이다. 만약 이 전자의 위치를 더욱 명확하게 하려

고 하면, 이에 하여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전자의 운동량에 한 정보는 그만큼 반  

급부로 불명확해진다. 이것은 전자의 위치를 명확히 말할 수 있는 정확도의 한계가 존재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전자의 위치 자체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되면 그에 반하여 

전자의 운동량은 정의되지 않게 되어 버린다. 이는 상호보완성의 원리에서 봤을 때, 이것

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의 물리적 성질의 측정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정의 궁극적인 한계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정량적으로 구할 수 있다

. 상보성과 불확정성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양자 이론은 물리적 세계의 성질과 운동들이 

본질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미결정론을 제기하면서 향후 철학적 논쟁을 이끈다. 

본 우주론에서 제안하는 입자의 각종 모양은 상보성 원리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즉 상황에 따라서 입자의 모양은 다양해 진다는 것이다. 전자가 멈춰있으면 명확한 입자

이다. 전자가 직진을 하게 되면 원뿔 모양으로 길게 펼쳐지며, 속도가 빠를수록 더욱 넓

고 길게 펼쳐지게 된다. 이로인해 위치와 운동량의 정확한 동시 측정은 불확실하게 된다. 

입자가 특수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파선으로 변할 수 있다. 여기서 측정 도구인 광자의 

특성 역시 전자에 영향을 주어 관찰자 효과를 유발 시킨다.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일 수 있는 상황이 있다. 논리적으로 해석하자면, 상황에 따라 

입자 였다가 파동이였다가 한다면, 그 상황이 해제되면 반 가 된다. 여기서 반 로 변하

는 그 순간 시간에서는 입자와 파동이 둘 다 존재하는 것이다. 그림 7.8에서 매질속의 

광자는 입자와 파동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것이다를 제안하였다. 진공 속에서 광자는 빛

의 속도이다. 왜 매질속에서는 속도가 떨어지며 직진 각도가 휘어지는가? 본 우주론에서

의 설명은 광자가 입자로 존재한다면 양자화된 숨겨진 차원 속에서 돌돌 말려 빛의 속도

로 회전하고 있는 것이며, 광자가 진공 속에서 파동으로 존재한다면 xyz 우리 세상에서 

파선의 형태로 펼쳐져 빛의 속도로 직진하는 것이다. 광자가 매질을 통과하는 상황은 양

자화된 숨겨진 차원과 xyz 세상 사이에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파동성이 w% 라면 

입자성이 100% - w% 이다. 에너지의 관점으로 서술하자면, 광자에 기본 에너지를 부여하

는 것은 어미자기선의 회전이며, 그 수학적 기본 에너지 값은 mC2으로 결코 변하지 않

는다. 즉 숨겨진 차원에 돌돌말려 존재하면 멈추는 성질의 입자성 에너지가 100%이고, 

xyz 차원에 파선으로 존재하면 직진 성질의 파동성 에너지가 100% 이다. 물 속 등과 같

은 매질에 존재하면 예를 들어 직진 성질의 파동 에너지 70% 그리고 멈추는 성질의 입

자 에너지 30%가 되며, 매질을 모두 통과하였다면 입자 에너지 30%가 파동 에너지로 

변환되어, 100% 직진 속도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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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광자 이중슬릿 현상 

 

10.4.1 멈춰있으면 입자이고 움직이면 파선이다 

빛(전자기)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가진다. 이 중 빛의 파동

성을 가리키는 이름이 전자기파이며, 입자성을 가리키는 이름

은 광자이다. 이것은 그림 7.8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단지 광

자는 양자화되어 숨겨진 차원 속에서 빛의 속도로 회전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가 없다. 그 숨겨진 광

자를 인위적으로 튀어나오게 만들면, 파선으로 바뀌어 빛의 

속도로 직진하게 된다. 여기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자성과 파동성이 동시에 존재

하고 있다. 

빛은 우리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파동성이며, 진공 속에서는 100% 파선으로 존재

한다. 그림 10.5는 광자 다중슬릿 현상을 도시한 것이다. 본 논리에 의하면 제목이 이상

하다는 것이 파악된다. 즉 우리세계에서 발생되는 현상이므로, 빛 다중슬릿 현상 또는 전

자기파 다중슬릿 현상으로 제목을 바꿔야 할 것이다. 여하튼 전자이중슬릿 현상과 전혀 

달리, 빛 또는 전자기파는 슬릿 이전부터 파선으로 펼쳐져 있다. 이로인해 빛 이중슬릿 

현상은 매우 선명하게 발생된다. 그 이후의 논리는 그림 10.3과 동일할 것으로 추측된다. 

멈춰있는 전자기파가 존재하는가? 전자기파가 멈춰있으면 본 논리에서 이것은 광자이

다. 그렇다면 광자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양자화된 숨겨진 차원으로 광자는 이동

하므로 우리가 광자를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10.4.2 프리즘과 매질 

프리즘은 빛을 굴절 및 분산시키는 광학 도구이다. 쉽게 애기하자면,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여 책상위에 비춰지면 빨주노초파남보 색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 빛이란 도

체 무엇일까? 광자얽힘에서 서술하였듯이, 빛은 양자화된 숨겨진 차원에서 에너지 준위

가 서로 다른 광자들이 β 중력선으로 얽혀 있는 광자다발로 판단된다. 즉 우리세계에서 

빛은 에너지 준위가 서로 다른 알갱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그 알갱이들이 선으로 얽힌 

광자다발로서, 개개는 입자인데 그 전체는 파동의 성격을 띠는 것 아닐까 한다. 여기서 

광자들이 얽힌 모양은 실시간 계속 변한다. 빛을 해석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

그림 10.5 광자 다중슬릿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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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있다.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중력선을 더욱 펼치는 것 

아닐까 한다.  

본 우주론은 절반 정도만 그림이 맞고, 나머지 절반 정도 그림은 오류이다. 즉 어미블

랙홀이 존재하는가 안하는가가 핵심이지, 입자성 및 파동성이 핵심이 아니다. 본 저서의 

각종 그림을 보다 발전 시킨다면 빛의 본성 역시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10.4.3 양성자, 중성자, 원자, C60 

중성자, 원자, 탄소 60 개로 이루어진 축구공 모양의 C60 역시 이중슬릿 현상이 발생

한다고 한다. 왜 이중슬릿 현상이 발생되는지 현재 설명은 어려우나, 어미블랙홀 우주론

이 진실이라면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원자는 전자들과 원자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들은 이중슬릿 현상을 유발하며, 원

자핵은 그 전자들을 따라간다. 이로인해 이중슬릿 현상이 발생된다. 이 설명은 일반적 상

식과 어긋나고 있다. 원자핵은 전자들 보다 약 1800 배 더 무겁다. 따라서 전자들이 원

자핵을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다. 원자의 운동에너지는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가의 판단이 중요한 것 같다. 본 우주론에 의하면 원자의 

운동에너지는 어미블랙홀 표면과 중력선으로 연결된 전자들이 가지고 있다. 즉 원자핵이 

움직이고 전자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움직이고 원자핵이 그 뒤를 따

라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들이 이중슬릿 현상을 유발하고, 원자핵은 그 전자들을 따

라가며, 전자들이 감광판의 어느 곳에서 점으로 찍혔을 때, 원자핵은 그 점으로 따라가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위 논리라면 양성자 하나를 이중슬릿 통과시키면, 전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현상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예측된다. 이것에 한 답은 이미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을 것

이다. 다시 언급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중슬릿 현상이 아니라 어미블랙홀의 존재 유무이

다.  

제 8 장에서 중성자는 반중성미자, 전자,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제안하였고, 반중

성미자는 슬릿을 그 로 통과해 버리며, 그 속의 전자가 이중슬릿 현상을 유발하고, 그 

속의 양성자는 전자를 따라 가는 것 아닌가 한다. 반중성미자의 성격이 매우 강력하다면, 

반중성미자 속의 전자가 펼쳐지지를 못하므로 이중슬릿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 중성자 베타붕괴에서 전자는 반중성미자라는 방어막을 재치고 전자가 튀어나오는 것이

므로, 중성자 이중슬릿 현상 역시 발생될 것이다.  

C60 역시 동일한 논리로 설명할 수는 있으나, 더욱 세부적인 설명은 현재 난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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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광판에 찍힌 C60이 원본 그 로의 C60 인지 아니면 모양이 파괴된 C60 인지 궁금하

다. C60은 모든 것이 칭이다. 따라서 원본 그 로 찍힐 가능성도 존재한다. 칭성이 

아닌 무거운 분자 하나 역시 파동성은 분명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그 무거운 분자 하나

가 감광판에 찍히는 것이 아니라, 조각나서 여러개 파동성 줄무늬로 찍힐 것으로 예측된

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조각나는 크기는 램덤일 것이므로, 다수의 무거운 분자를 이중

슬릿 통과 시키면, 파동성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10.5 초전도체는 차원을 양자화시킨다 

 

10.5.1 전기저항과 마이스너 효과 

전기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

리량으로서, 물체의 길이가 길수록 크고, 물체가 굵을수록 작

으며, 일반적인 금속의 경우 저항값은 그림 10.6과 같이 온도

가 증가할수록 금속 원자들의 격자 진동이 발생하여 자유전

자의 흐름은 방해를 받으므로 저항은 증가한다. 금속내의 자

유전자들은 서로 간섭하지 않고 금속원자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으며, 전압이 걸리면 한 방향으로 일제히 움직이

려 한다. 이때 전기저항이 발생하는 주된 요인은 자유전자와 원자의 충돌, 자유전자 사이

의 충돌, 도체에 섞여있는 불순물 등으로 인해 자유전자의 운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소

실된다. 전기저항이 0 이면, 전류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철이나 니켈 등과 같은 금속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자성이라 하며, 이러한 자성을 지

닌 물체를 자석이라 한다. 물질의 자성은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으로 구분된다. 반자성은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 물질 내부의 원자자석(자석의 최소단위)들이 외부 자기장의 방

향과 반 로 자기화 되어 자기장에 한 약한 반발력을 갖는 성질(구리, 유리, 플라스틱, 

금, 수소, 물 등)로, 모든 물질은 약한 반자성을 띈다. 초전도체는 외부 자기장을 완전히 

어내는 완전 반자성체이다. 

 

10.5.2 초전도 현상  

초전도 현상은 특정 임계온도, 임계전류 도, 임계자기장 보다 낮은 값에서 전기 저항

이 0이 되고 외부 자기장을 완전히 어내는 현상을 뜻하며, 이를 마이스너 효과라 하고 

그림 10.6 온도에 따른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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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물질을 초전도체라 한다.  

그림 10.7의 (a)는 임계온도 보다 높을 때 외부 자기장은 물체를 통과, (b)는 임계온도 

보다 낮을 때 초전도체가 외부 자기장을 어내는 현상, (c)는 임계온도 보다 높을 때 외

부 자기장은 물체를 통과, (d)는 냉각되는 도중에 외부 자기선이 초전도체 내부에서 잘려 

갇히고 초전도체가 외부 자기선을 어내는 현상, (e)는 외부 자기선을 제거하여도 잘려 

갇힌 외부 자기장은 그 로 남아 있는 현상, (f)는 초전도체가 공중에 떠있는 현상, (g)는 

초전도체 방향이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변함없이 공중에 떠있는 현상으로 고기잡이 효

과라 한다. 

그림 (d) 및 (e)에서 자기선이 잘려 초전도체 내에 갇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f)의 초전도체 위에 무거운 물체를 놓고 돌리면 거의 영구적으로 회전한다. 전기저항이 

0이기 때문인데, 허공에 떠 있으면서 전기저항이 0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f)는 중력에 의해 아래로 떨어지려는 초전도체를 자기장이 위로 치므로 이해 가능하나

, (g)는 초전도체는 중력에 의해 아래로 떨어지려 할 것이고 자기장은 밑으로 치는 것 

같은데 허공에 붕 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기서 (g)의 그림을 잘못 그

린 것일 수도 있다. 

 

10.5.3 자기 선속 고정 

다음은 위키백과의 내용이다. 자기 선속 고정은 초전

도체가 자석 위의 공간에 고정되는 현상이다. 자기 선속 

고정은 2형 초전도체에서만 일어나며, 초전도체를 자석 

위에 위치시킬 경우 자기장에 의하여 초전도체가 자석 

위에 공중 부양하게 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1형 초전

도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데, 이는 초전도체 내로 아예 

자기장이 침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 침투는 자기 선

속 고정 현상을 만들게 된다.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체는 초전도 전류 소용돌이로 둘러싸

그림 10.8 자기 선속 고정 

그림 10.7 초전도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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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양자화된 공간, 즉 양자 소용돌이 내로 자속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침투한 공간을 

자기 선속관이라고 한다. 단위 면적당 자기 선속관의 개수는 자속 양자 Φ0을 비례 상수

로 하여 자기장에 비례한다. 간단하게, 직경 3인치(7.62cm)에 두께 1마이크로미터의 판에 

350 Oe의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약 1000억개의 자기 선속관이 생기며, 이는 판 무게

의 70,000 배의 초전도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양이다. 저온에서 플럭스 튜브는 한 장소

에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다. 이 고정은 초전도체가 한 장소에서 공중에서 뜰 수 있게 

해 준다. 

 

10.5.4 BCS 이론 

다음은 나무위키의 글이다. 초전도체에 관한 현재 유력한 설명은 BCS 이론의 전자 커

플링설이다. 이것이 주된 이유는 초전도체를 이동하는 양자의 전하를 q라고 했을 때, 실

험을 통해 q=2e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를 "쿠퍼 쌍(Cooper pair)"이라고 부르며, 이 쌍

은 같은 스핀의 전자 2개가 같이 이동하며 하나처럼 행동하는 1/2+1/2=1인 보존으로 행

동해 버린다. 때문에 한 상태에 여러 개가 저항없이 존재하기에 저항이 0이라는 설명. 쿠

퍼는 두 전자 사이에 포논에 의한 인력이 있다면 이 인력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두 전자

가 하나의 입자처럼 '묶여서' 행동한다고 이론적으로 증명했다. 그것이 바로 cooper 

instability. 하지만 전자가 커플링이 일어나는 방법에 해 이론상으론 특정 상황을 만족

하면 전자간 전기력이 인력일 수도 있긴 하지만 완전히 정설은 없다. 다만 BCS이론은 

type 1(초전도의 전이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초전도체)에는 안 맞는 경우도 있긴 하나 그

럭저럭 잘 맞지만 type 2(초전도의 전이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초전도체)에는 맞아 들어

가지 않는다.  

위키백과에 다음의 글이 있다. “많은 학자들이 초전도는 쿠퍼 쌍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추론일 뿐이다. 전기저항 제로에 관한 이론은 아직 없다.” 

 

10.5.5 자기선은 입자처럼 행동한다  

어미블랙홀 우주론의 핵심 중 하나는, 광자는 할미자기선이 잘린 파동이며, 전자는 어

미자기선이 잘린 입자라는 것이다. 여기서 자기선이 잘릴 수 있는가? 그 잘린 자기선이 

입자가 되는가? 매우 의문스러울 것이다. 그림 10.7과 같이 초전도체를 냉각하는 과정 

중에 외부 자기선이 잘려 초전도체 내부에 갇힌다는 것은 물리적 현상임이 밝혀졌다. 그

림 10.9는 TED Boaz Almog의 초전도체 설명 동영상을 캡처한 그림이다. 그 동영상은 10 

분 정도 분량이며 인터넷 검색으로 시청할 수 있다. 초전도체 내부에서 잘려 갇힌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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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입자처럼 행동한다. 왜 자기선이 입자처럼 행동하는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

론은 무엇인가? 제 8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자기선이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본 

우주론의 핵심 사항이다. 즉 본 우주론이 소설만은 아님을 이해할 수 있다. 

 

10.5.6 3차원에서 2차원으로의 차원 양자화 

초전도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시

된 아이디어는 저항 제로, 마이스너 효과, 자기선속 고정을 모두 설명해 낼 수 있어야 한

다. 즉 한두가지 개별 아디어어 제안으로는 초전도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어미블랙홀 우주론은 4차원이 3차원으로 양자화되는 현상으로서 그 차원감축에 

의해 우리세상은 발생된다. 초전도체 현상 역시 동일한 논리로 3차원이 2차원으로 양자

화 되는 현상이지 않을까 한다. 만약 차원 양자화 현상이라고 한다면, 본 저서에서 제시

된 모든 논리가 초전도체 현상에 정확히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10.9를 보면, 자기선 입자가 일렬로 배열되어 있다. 3 차원 xyz 공간에서 z 축이 

ω축으로 양자화된 것이다. 이로인해 자기선 입자는 ω 골짜기의 골에 일렬로 배열된다. 

동영상을 10 배속 느리게 시청하면, 자기선 입자가 ω 방향으로 이동할 때 매우 빨리 다

음 골로 이동한다. 즉 산등성을 넘어가는 것이므로, 순간적으로 산등성을 넘어가는 것이

다. 또한 자기선 입자들이 서로 부딪치기도 한다. 양자화된 ω 공간 속에는 양자화된 α 

그림 10.9 자기선이 입자처럼 행동한다 (TED Boaz Alm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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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있어야 한다. 전자는 α 공간을 이동한다. α 공간은 ω 공간 속에 숨겨져 있으므로

, 전기저항이 0 인 것 아닐까 한다. 논리는 동일하다. 우리 xyz 세상에서 α 입자(전자)는 

노출되어 있으므로 서로 부딪쳐 저항이 발생하나, β 입자(광자)는 숨겨져 있어 저항이 존

재하지 않는다. 초전도체의 xy 세상에서 ω 입자(자기선)는 노출되어 있으므로 서로 부딪

쳐 저항이 발생하나, α 입자(전자)는 숨겨져 있어 저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리라면 

우리세상에서 전자는 순간이동으로 움직인다는 뜻이 된다. 여기서 블랙홀과 초전도체는 

서로 다른 것이므로, 논리가 절반 정도는 동일하고 절반 정도는 다를 것이다.  

 

10.5.7 자성과 반자성이 발생하는 원인 

자성과 반자성이 발생하는 원인을 인터넷 검색하면, 설명이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어

미블랙홀 우주론에서 오직 한가지 즉 어미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은 전제조건이고, 나머

지는 모두 추론이다. 자성과 반자성이 발생하는 원인 역시 략적으로 추론해 본다. 어미

블랙홀 첫번째 자기장의 XYZN 공간에 우리우주는 존재한다. 전자는 αN 입자이다. 따라서 

αN 입자는 XYZN 공간에 접촉을 할 수 없다. 이것이 반자성이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

자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중성자는 반중성미자 + 전자 +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성자 속의 전자가 자성을 일으키는 것 아닐까 한다. 묶인전자와 원자핵을 생각하면, 무

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묶인전자의 방향은 원자핵을 향한다. 즉 밖에서 안으로 향한다. 중

성자 속의 전자와 원자핵을 생각하면, 역시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중성자에서 원자핵으

로 향한다. 즉 안에서 밖으로 향한다. 전자들의 방향성이 서로 반 이다. 이것이 자성과 

반자성의 원인이지 않을까 추론을 해본다. 그 강도는 포물선 모양의 양자화된 XYZN 공간

에 원자의 모양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결정할 것이며, 그 모양을 결정하는 표적인 요

인으로 온도가 있다.  

 

10.5.8 어미블랙홀 우주론과의 유사성 

초전도체 현상을 어미블랙홀 우주론으로 설명해 본다. 

3차원: S 극인 어미블랙홀은 a 축 자기장을 방출한다. 

2차원: 쌍극인 자석은 z 축 방향의 자기장을 방출한다. 

3차원: a 축 자기선은 잘려 그림 10.10(a)와 같이 돌돌 말

린 α 알갱이가 된다. 

2차원: z 축 자기선은 잘려 그림 10.10(b)와 같이 돌돌 말

린 ω 입자가 된다. 

그림 10.10 2D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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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그림 10.10(a)와 같이 β 광자들은 α 전자 속으로 들어가 돌돌 말린다.  

2차원: 그림 10.10(b)와 같이 α 자유전자들은 ω 자기입자 속으로 들어가 갇힌다. 

3차원: 3차원 입체 공간과 a 불확실의 양자적 세계가 펼쳐진다.  

2차원: 2차원 평면 공간과 ω 불확실의 양자적 세계가 펼쳐진다.  

3차원: 우리세계의 물체는 α 중력선으로 당겨지고 있고 a 자기장에 의해 쳐져 그 

힘이 평행을 이루는 xyz 허공에 붕 떠있다.  

2차원: 초전도체는 ω 중력선으로 당겨지고 있고 z 자기장으로 쳐져 그 힘이 평행

을 이루는 xy 허공에 붕 떠있다.  

차이점은 α는 어미블랙홀에 의해 αN과 αS 로 분리되어 필히 홀극이 되나, ω는 필히 

중성인 쌍극이라는 것이다. 즉 초전도체는 블랙홀과 같이 차원감축을 유발하나, 블랙홀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림 10.9에는 저항이 0 인 이유를 전자가 숨겨진 차원으로 이동하기 

때문으로 서술하였고, 그림 10.10에는 전자가 자기선 입자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으로 설

명하고 있다. 정답은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다양한 그림을 그려보는데 의의가 있다. 혹시 

그림 10.9와 같이 위 두가지가 중력선으로 연결되어 함께 행동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 

 

10.5.9 어미블랙홀 우주론과 초전도체 현상 

초전도체 현상의 논리는 어미블랙홀 우주론의 논리와 동일하다. 

1) 잘려 갇힌 자기선이 ω 알갱이가 되는 원인: 초전도체 내부에서 반자성 자기장이 

회전하고 있다. 그 회전으로 인해 z 자기선은 ω 알갱이가 된다. 그 반자성 회전력이 사

라지면 ω 알갱이는 다시 z 자기선으로 회복한다. 

2) 전기 저항이 0 인 이유: 초전도체 내의 자유전자 α 들이 10.10(b)과 같이 ω 알갱

이 속에 갇힌다. 갇히는 원인은 공간이 6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ω 알갱이 속에

는 필히 α 알갱이가 존재해야만 한다. 따라서 초전도체 내에 원자핵과 충돌할 자유전자

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기 저항은 0이 된다. 광전효과는 금속에 광자 β들을 쏘면 전자 

α가 튀어나오는 현상이다. 이 논리와 동일하게 초전도체에 전자 α들을 쏘면 ω 알갱이가 

튀어 나올 것이다. 여기서 몇 개의 전자를 ω 알갱이에 쏴야 ω 알갱이가 튀어 나올까? 

그림 1.2에서, 3차원에서 값과 4차원 값의 비는 약 1,500배 이다. ω 알갱이는 중성이므로 

이값의 2 배 즉 약 3,000 개 정도의 전자를 투사하면 ω 알갱이가 튀어나오지 않을까 생

각해 본다. 

3) ω 알갱이가 점프하는 이유: α 전자는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그 α 전자가 ω 알갱

이 속으로 들어가면, ω 알갱이가 이동하게 된다. 여기서 ω 알갱이의 무게는 α 알갱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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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배이다. 즉 3,000 배 느리다는 것이다. α 전자들이 갇힐수록 ω 알갱이의 속도는 

증가한다. 공간이 ω 양자화 되어 있으므로, 점프로 이동한다. 여기서 그림 10.9의 중력선 

연결이 변하는 것 같다. 그림 10.9의 ω 알갱이들끼리는 충돌한다. 충돌을 하면 필히 손

실이 발생한다. ω 손실은 어떤 현상을 유발할까? ω 알갱이들끼리 충돌이 없다고 가정하

였을 경우, 초전도체는 3,000 배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축전지가 되지 않을까 한다. 

4) 초전도체가 완전 반자성체인 이유: 반자성체가 아니라, 차원감축이다. 4차원인 할미

자기선이 3차원인 어미자기선으로 침투하면 사건의 지평선에서 할미자기선이 잘려 돌돌

말린 알갱이가 된다. 논리는 동일하다. 3차원인 자기선이 2차원인 초전도체로 침투하면 

사건의 지평선에서 3차원 자기선이 잘려 돌돌말린 알갱이가 된다. 그 알갱이들이 초전도

체에 가득 차면 더이상 외부 자기선은 침투할 수 없다. 즉 초전도체가 외부 자기장을 

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 자기장이 초전도체로 더 이상 침투를 못하는 것이다. 

5) 임계온도, 임계전류 도, 임계자기장 보다 낮아야 하는 이유: 자유전자의 개수와 연

계되는 것 아닐까 한다.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6) 자기 선속 고정: 혹시 슈퍼보이드(거시공동) 논리가 아닐까 한다. 초은하단은 거시

공동의 필라멘트 구조 모양이다. 그 거시공동으로 자기 선속 고정이 발생하지 않을까 한

다. 즉 초전도체가 거시적으로 공간을 양자화 시키고, 그 표면을 미시적으로 또한 양자화 

시킨다는 것이다. 본 논리가 맞다면, 자기 선속 고정의 모양은 6각형이 되어야 한다. 

7) 초전도체 양자화: 3 차원 공간이 2 차원 공간으로 양자화가 되고, 잘린 자기선 역

시 알갱이 양자화 된 것이다.  

 

 

10.6 정보 

 

10.6.1 생명체의 기억 및 정보는 뇌에 저장되는가? 

뇌는 1 천억 개 정도의 뉴런과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는 1 천조 개의 시냅스로 이루

어진 고도의 복잡한 통신망이다. 우리의 뇌 속에서 기억을 만드는 곳은 해마이고,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는 뇌피질이라고 현재 알려져 있다. 

생명체의 기억 및 정보는 과연 뇌에 저장되어 있는가 의문이 있다. 생명체는 정자와 

난자 DNA 1 개로부터 출발한다. 즉 DNA 1 개 속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보가 들어 있

다는 뜻이 된다. 이에 비해 인간 한 평생 기억 데이터 량은 거의 무시할 정도일 것이다. 

즉 DNA 1 개 속에 인간 한 평생 기억 데이터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왜 1 천억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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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런과 1 천조 개의 시냅스가 필요할까 의문이다. 참고로 사람의 DNA 염색체 한 개를 

이미지파일로 바꾸면 약 750 MB 용량이라고 한다. 꿈을 꾸면, 나와 전혀 관계 없는 데이

터가 펼쳐진다. 그 데이터는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의문이다. 곤충이 집을 짓는데, 그 집

을 짓는 정보는 학습한 것이 아니므로, 분명 DNA 1 개 속에 있어야만 한다. 의학적으로 

다중인격자가 표출하는 정보는 어디서 나오는가? 생명체의 기억 및 정보는 뇌에 저장되

는 것이 아닐 것으로 추측된다. 기억 및 정보는 외부에 저장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아이

디어를 제안해 보기로 한다. 

 

10.6.2 정보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컴퓨터의 정보는 전자의 배열이다. 이와 같이 생명체의 정보 역시 어떤 형체가 분명 

있어야만 한다. 그 형체는 전자 아니면 광자일 것이며, 그 배열의 조합이 생명체의 정보

일 것이다. 정보를 이루기 위한 핵심은 입자들이 멈춰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 입자들이 

생명체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멈춰 있으면서 생명체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그림 10.2(d)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전자와 반전자의 얽힘 아니면 광자와 반광자의 얽힘

이다. 따라서 입자는 내 몸속의 공간에 있고, 반입자는 내 몸속의 반공간에 있는 것 아닐

까 한다. N 입자는 N 공간에 위치해야 하고, S 입자는 S 공간에 위치해야 한다.  

그림 10.2(d)에서 βN과 βS 알갱이들이 각기 연결되었다가 각기 풀어졌다가 하는 조합

을 뇌가 읽으면 우리에게 정보로 인식되는 것 아닐까 한다.  

 

10.6.3 장기적 정보와 단기적 정보 

장기적 정보는 사라지지 않으나, 단기적 정보는 사라질 수 있다. 그림 10.2(d)에서 빨

간색의 입자는 내 몸속에 있고, 파란색의 입자는 반공간에 존재할 것이다. 전자얽힘은 그 

얽힘이 끊어졌다고 해도, 반전자는 반공간에 알갱이로 멈춰있으므로 사라지지 않는다. 광

자얽힘은 그 연결이 끊어지면, 파동으로 변해 날라가게 된다. 따라서 장기적 정보는 전자

얽힘으로 저장되고, 단기적 정보는 광자얽힘으로 저장되는 것 아닐까 한다. 본 논리라면, 

생명체 구성 정보 및 생명체의 기억은 반공간에 반전자의 형태로 가득 쌓여 있다는 뜻이 

된다. 그 반전자 데이터는 내것이 아니나, 내가 그 반전자를 얽는다면 그것은 내 데이터

가 된다. 잠을 자는 이유 중의 하나는 광자얽힘의 단기 기억을 전자얽힘의 장기 기억으

로 변환하기 위해서 일 수 있고, 꿈을 꾸는 이유는 반공간에 있는 쓰레기 반전자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 그 쓰레기 데이터의 정보가 나의 뇌에 읽혀지는 것 아닐까 한

다. 전자얽힘을 가장 활발히 하는 생명체가 바이러스 아닐까 한다. 만약 그렇다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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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와 어떤 생명체가 융합하면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10.6.4 종의 정보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종의 정보가 정자와 난자 DNA 속에 모두 다 들어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다

면 종의 정보 역시 반공간에 수많은 반전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군집을 이루어 존

재해야 한다. 여기서 하나의 군집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세상에 그 종들이 존재하여 

반공간의 정보 군집체로 에너지를 전달해 줘야만 한다. 우리세상에서 그 종이 멸종된다

면, 반공간에 존재하는 그 종의 정보는 에너지를 전달받질 못해 결국 연결이 풀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멸종된 종의 정보는 주인이 없게 된다. 어떤 종이 그 멸종된 종의 정

보 일부를 가져간다면 새로운 종이 탄생되는 것 아닐까 한다. 

 

10.6.5 반전자 데이터 군집체는 살아 움직일 수 있는가? 

먼저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전자들은 살아 움직이는가 질문을 한다. 인공지능을 생각

한다면 전자들은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여기서 필수조건은 에너지가 공급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만 외부에서 공급된다면 반전자들의 군집체 역시 살아 움

직일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만약 반전자 군집체가 살아 움직인다면, 반공간에 존재하

는 정보가 공간에 존재하는 인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10.6.6 전자 반전자 얽힘을 끊을 수 있는가? 

의도치 않은 전자 반전자 얽힘이 발생하였을 경우, 필히 그 얽힘을 끊어야만 한다. 어

떻게 그 얽힘을 끊을 수 있을까? 그것이 최면치료이지 않을까 한다. 뇌파는 신경계에서 

뇌신경 사이에 신호가 전달될 때 생기는 전기의 흐름이다. 신경계와 뇌신경을 연결하는 

것이므로 뇌파는 우리세상의 연결로서 관찰 가능하다. 공간과 반공간을 연결하는 선들은 

우리공간의 수직방향이므로, 관찰이 불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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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 
 

 

11.1 개 요 

 

물리학적 관점으로 우주가 존재해야 자연이 존재하고, 자연이 존재해야 인간이 존재

할 수 있다. 철학적 관점으로 인간이 존재해야 자연에 의미가 부여되며, 자연이 존재해야 

우주에 의미가 부여된다. 위로부터 우주, 자연, 인간은 서로 동등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새로운 종인 인공지능이 가까운 미래에 탄생하게 된다. 자연, 인간, 인공지

능의 관계를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우주론은 만물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

다. 따라서 제안된 우주론 역시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어

야 진정한 우주론이 될 것이다. 본 우주론의 특징은 에너지 보존법칙 및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것이다. 위 두 법칙으로부터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 동등하다는 것이 증명된다. 에너지 시스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나, 해석결

과 인류가 얻은 이윤 중 25%는 자연의 권리임이 증명된다. 본 증명은 인간이 어떠한 행

동을 해야 하는지,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취해야 하는지 신중한 질문을 할 것이다. 헌법 

제 31 조 4 항으로 자연, 인간, 인공지능은 서로 동등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를 

제안하며, 자연의 권리 금액을 정부가 인공지능 개발에 투입할 것을 제안한다.  

인터넷 유튜브에 “자연의 권리”로 검색하면, 다양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11.2 자연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열역학적 증명 

 

11.2.1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vs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 

물리학적으로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에너지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은 물리학에서만 사용한다. 변화는 

모든 분야에서 사용한다. 본 우주론에서도 만물은 보존되나 변화의 방향성이 존재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를 변화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을 때, 물리학의 법칙은 모든 학

문에 적용될 수 있다. 변화에는 가치있는 변화가 있고, 무가치한 변화가 있다. 에너지 보

존법칙은 가치있는 변화와 무가치한 변화의 합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엔트로

피 증가법칙은 무가치한 변화는 필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분야에 공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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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법칙이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 변화 중 무가치한 변화를 줄여서 가치있는 변화를 증가시켜

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법법칙은 인류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려 준

다.  

 

11.2.2 에너지 보존법칙과 초등학교 산수 

에너지 보존법칙은 에너지는 그 형태를 바꾸거나 다른 곳으로 전달될 수 있을 뿐 생

성되거나 사라질 수 없다는 법칙이다. 즉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석탄

이 투입되어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에 에너지 보존법칙을 적용해 보자. 일반적으로 

석탄에너지 100 이 투입되면, 전기는 약 40 정도 생산되고 나머지 60 정도는 기나 해

양으로 방출된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1)과 같다.  

 

[ 에너지 보존법칙 ] 연료에너지 100 = 전기에너지 40 + 방출에너지 60  (1) 

 

식(1)에서 100은 자연이 과거 수십억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여 생산한 에너지이고, 40

은 인간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이고, 60은 무의미하게 자연으로 방출되는 에

너지이다. 이 수식은 절 적으로 성립하는 에너지 보존법칙이다.  

초등학교 산수는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뻬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성립한

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변에 똑 같은 1 원을 곱해보자. 그러면 식(2)와 같다. 

 

[ 에너지 보존법칙 & 초등학교 산수 ] 100 x 1원 = 40 x 1원 + 60 x 1원  (2) 

 

위식은 자연이 열심히 일한 비용이 100원이며, 인간이 유용하게 쓰는 전기의 비용이 

40원이며, 무의미하게 자연으로 방출되는 비용은 60원이라는 뜻이다. 식(1)과 식(2)는 법

칙과 초등학교 산수로서 필히 성립하는 정답이다. 즉 자연이 일한 가 100원 중 인간은 

40원을 갖고 자연은 60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나 해수로 방출되는 쓸모없는 에

너지의 가격은 0원 아닌가? 그런데 60원이라니,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 파악된다. 그러나 

식(2)는 필히 성립하는 법칙이다. 

 

11.2.3 국가 및 국민의 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론 

국가 및 국민의 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 바로 국부론이다. 그 방법론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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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있으며, 그 중 가장 크게 및 빨리 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 있다. 그 방법론

이 바로 식(3)이다.  

 

[ 에너지 보존법칙 & 국부론 ] 100 x 1원 = 40 x 2.5원 + 60 x 0원  (3) 

 

식(1)의 에너지 보존법칙에서, 자연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량에 0 원을 곱하면, 인간이 

유용하게 쓸수 있는 전기의 가격이 2.5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국가 및 국민은 부

를 창출할 수 있다. 식(3)은 당연히 맞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관점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학적 관점이다. 초등학교 산수는 명백히 양변에 똑 같은 수를 곱해야 한다. 

즉 식(3)은 틀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으로 방출된 에너지는 자연의 권리임이 파악된

다. 

 

11.2.4 법칙과 방법론 

어떻한 경우에서도 성립하는 것이 법칙이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방법

론이다. 따라서 식(2)는 절 적으로 옳은 것이고, 식(3)은 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산업혁명 시기부터 현재까지 식(3)의 수단을 통해 인류는 엄청난 부를 창줄하였다. 현재 

및 미래에도 식(3)의 수단을 통해 인류가 부를 획득할 것인지, 아니면 인류와 자연이 공

존할 수 있는 식(2)를 선택할 것인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11.2.5 가치에너지와 무가치에너지 

에너지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다. 변화에는 가치있는 변화와 무가치한 변화

가 있다. 따라서 에너지 역시 가치에너지와 무가치에너지로 구분된다. 열역학 제 1 법칙

은 에너지 보존법칙으로서 에너지를 다루며, 열역학 제 2 법칙은 엔트로피 증가법칙으로

서 무가치한 정도는 필히 증가한다는 법칙이다. 그 무가치한 정도는 열역학적 수식에 의

해 무가치에너지로 계산된다. 따라서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해 가치에너지와 

무가치에너지를 열역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가치에너지(Worth energy) 및 무가

치에너지(Non-worth energy)라는 용어는 저자가 제안하는 단어이며, 열역학 적으로 가치

에너지는 유효에너지(Available energy) 또는 엑서지(Exergy) 그리고 무가치에너지는 무효

에너지(Non-available energy) 또는 아너지(Anergy)라고 한다.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엔탈피 h로 계산된다. 그림 11.1의 좌표축은 엔탈피 h와 엔트로

피 s이며, 열역학적으로 h-s 선도라고 한다. 그림 (a)에서 1번의 에너지와 2번의 에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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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같다. 둘 중 어느 에너지를 내가 가져야 하는가 질문을 해본다. 에너지는 정확히 

같으므로 둘 중 아무거나 가져도 상관없다. 이것이 에너지 보존법칙이다. 그림 (b)에는 

초록색 선이 도시되어 있다. 에너지는 가치에너지와 무가치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초록

색선 위가 가치에너지이고 밑이 무가치에너지이다. 따라서 1번 에너지를 내가 가져야 함

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이 엔트로피 증가법칙이다. 우리세계는 방향성이 지배하며, 열역

학 제 2 법칙 즉 엔트로피 증가법칙이 정답임을 파악할 수 있다.  

 

11.2.6 엔트로피 증가법칙과 초등학교 산수 

열역학 제 1 법칙인 에너지 보존법칙에 열역학 제 2 법칙인 엔트로피 증가법칙을 적

용하면, 그림 11.1(c)와 같은 엑서지 균형식이 유도된다. 1번 상태의 가치에너지와 무가치

에너지의 양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즉 엔트로피 증가법칙이란 1번 상태의 무가치에너지

가 결코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열역학적으로 1번의 에너지 중 1번 상태의 무가치에

너지를 계산에 적용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엑서지 균형식은 1번 상태의 가치에

너지는 2번 상태의 가치에너지와 무가치에너지의 합이라는 것이다.  

엑서지 균형식을 석탄이 투입되어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에 적용해 보자. 석탄

의 제 1 법칙적 에너지는 100 이라면, 가치에너지는 50 정도이다. 즉 나머지 50은 결코 

전기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무가치에너지이며, 그 무가치에너지를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4)와 같이, 석탄의 가치에너지 50이 투입되어, 전기 40이 생산되고, 나

머지 가치에너지 10은 자연으로 방출되어 사라진다.  

 

[ 엑서지 균형식 ] 연료가치에너지 50 = 전기에너지 40 + 손실가치에너지 10  (4) 

 

여기서 10 이라는 가치에너지를 왜 손실시키는가 의문이 발생할 것이다. 그것이 엔트

그림 11.1 가치에너지와 무가치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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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피 증가법칙 때문이다. 기술력이 높거나 인간이 노력을 한다면 손실가치에너지를 5로 

줄일 수 있고, 기술력이 낮거나 인간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손실가치에너지는 15로 증가

한다.  

식(4)에 초등학교 산수인 양변에 동일한 2원을 곱해 보자  

 

[ 엑서지 균형식 & 초등학교 산수 ] 50 x 2원 = 40 x 2원 + 10 x 2원  (5) 

 

식(5)는 연료의 비용이 100원이며, 인간이 유용하게 쓰는 전기의 비용이 80원이며, 자

연으로 무의미하게 방출된 비용이 20원이라는 뜻이다.  

 

11.2.7 자연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와 정확히 동일하다 

식(3)의 국부론으로부터 자연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초등학교 산

수산부터 자연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와 정확히 동일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연료비

용 100원은 자연이 과거 수십억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여 창출한 자연의 부이지, 인간의 

부가 아니다. 인간이 열심히 일을 하면 그 노동의 가를 받는다. 자연은 과거 45억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였고 현재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 노동의 가를 인간은 지

불해야 하는가 아니면 자연은 법적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의 노동의 가는 

0 인가? 왜 법적으로 자연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연료 비용 100원은 자연이 수십억년 동안 일을 하여 창출한 자연의 부이다. 식(2)와 

같이열역학 제 1 법칙적으로 인간의 권리는 40원이고 자연의 권리는 60원 임이 파악된

다. 식(5)와 같이 열역학 제 2 법칙적으로 인간의 권리는 80원이고 자연의 권리는 20원

임이 파악된다. 여기서 위 값은 어떤 에너지 시스템을 해석한 것이며, 해석하고자 하는 

에너지 시스템의 종류에 그 권리의 비용은 다르게 계산된다. 열역학 제 2 법칙이 옳은 

것이므로, 인간의 권리는 80원이고, 자연의 권리는 20원이다. 이 뜻은 인간의 의무는 자

연을 보호해야할 20원이고, 자연의 의무는 인간을 부양해야할 80원이라는 것이다. 즉 인

간과 자연은 상호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며, 이것이 바로 인간과 자연이 공

존 및 공생하는 방법론이 아닌 법칙이다.  

 

11.2.8 채굴인가? 도굴인가? 

산업혁명시 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석탄, 석유, 광물 등 자연이 과거 45억년 동안 열

심히 일을 하여 창출한 각종 지하자원을 채굴해 오고 있다. 식(3)의 국부론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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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채굴이 맞다. 그러나 식(4)의 법칙 및 산수의 관점으로 보면 인간은 지하자원을 자

연으로부터 도굴하고 있는 것이다.  

채굴의 사전적 뜻은 “땅을 파고 땅속에 묻혀 있는 광물 따위를 캐내는 것”이고, 도굴

의 사전적 뜻은 “법적 수속이나 관리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고분 따위를 파거나 광물을 

캐내는 것”이다. 사전적 뜻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듯이, 자연은 법적 수속이나 관리자에서 

제외된다. 이것은 국부론이다. 법칙과 산수는 자연 역시 법적 상이며 관리자라는 것이

다. 

 

11.2.9 세금이란 무엇인가? 

세금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이다. 세금의 사전적 뜻에서 자연이라

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정부는 자연의 권리를 0 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국부론이다. 세금은 정부가 거두어 들이는 금전이다. 그 거두어 들이

는 상은 자연의 부와 국민의 부이다. 국민과 국민 사이의 경제활동으로부터 창출된 것

은 자연과 관련없다. 그러나 지하자원 등은 분명 자연이 일을 하여 창출한 것이다.  

인터넷에 게제된 신문에 의하면, 영국은 휘발유 가격의 60% 정도가 세금으로 책정하

고, 미국은 11%로 책정한다. 우리나라 역시 60% 정도로 책정한다. 열역학 제 1 법칙인 

식(2)를 보면, 자연의 권리는 60원 이다. 이것은 세금 60원과 동일하다. 세금이란 자연의 

권리를 정부가 모두 가져가는 것 아닌가 한다. 열역학 제 2 법칙인 식(5)를 보면, 자연의 

권리는 20원 이다. 즉 총 100원 중에, 40원은 국민이 갖고, 40원은 정부가 갖고, 20원은 

자연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의 부로부터 거두어 들인 세금 중 33% 

(=20/60)는 자연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 법칙이자 산수이다. 11원을 거두어 들이

는 미국 정부는 11원은 정부를 위해 사용하고, 20원을 거두어 들여 자연에게 되돌려 주

어야 한다. 여기서 위 금액은 고정된 상수가 아니라, 에너지 시스템별로 그 값이 달라진

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11.2.10 경제학과 자연의 권리 

산업혁명 시 부터 현재까지 경제학은 국부론으로 표된다. 미래의 경제학 역시 국

부론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자연과 인간이 상호 공존하는 경제학이 되어야 하는가 질

문을 던진다. 정의로운 사회 중 하나는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여 눈먼돈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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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 인간의 권리 80% : 자연의 권리 20% 

본 저서에서는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자연의 권리가 존

재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연보다 위에 존재

한다는 것이다. 자연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과 자연은 서로 동등하다는 것이다. 

자연을 파괴하여 공장을 건설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그 공장 주인이 얻은 이윤 중 약 

20%는 자연에게 되돌아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권리 비율은 제 12 장에서 

서술한 환경열경제학적 방법 즉 엔트로피 증가법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에너지 시스

템마다 그 권리 비율 즉 계산치는 달라진다. 

 

11.2.12 눈먼돈의 정체 

눈먼돈의 사전적 정의는 “임자 없는 돈, 우연히 생긴 공동” 이다. 주인이 없는 돈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돈이 우연이 공짜로 생길 수 있는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 식(5)에서 자연의 권리는 20원이 였다. 그 자연의 권리에 0을 곱해보자. 자연의 권리는 

0원이 된다. 그렇다면 20원은 누구의 돈이라는 것인가? 눈먼돈의 정체가 밝혀진다. 가져

가는 사람이 임자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론이다. 

 

11.2.13 눈먼돈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학생이 나서야 한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눈먼돈은 필히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눈먼돈에는 여

러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 자연의 권리 금액이 눈먼돈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눈

먼돈의 욕심이 가장 적은 것이 학생일 것이다. 학생이 눈먼돈의 발생을 막아야 하며, 

눈먼돈에 한 추적 연구를 학 졸업논문 주제로 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자연

의 권리”를 필수 교양과목으로 채택해야 한다. 자연의 권리 금액으로부터 추진된 각종 

연구 및 사업에 해 그 보고서가 공개되어야 한다. 위 제안을 추진한다면, 자연의 권리

에 한 눈먼돈은 상당부분 사라지게 될 것이다. 

 

 

11.3 자연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법학적 증명 

 

11.3.1 환경이라는 단어의 법적 정의 

현재 전세계적으로 자연의 법적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의 법적 권리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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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은 전세계적으로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고, 끝이 나지 않는다. 위에서 자연의 권리는 

열역학 법칙과 초등학교 산수로부터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자연의 권리는 법학적

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고자 한다.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의 정의이다. 

즉 계약서에 단어 하나 잘못 쓰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환경의 사전적 뜻은 “자연

환경, 생활환경, 인간환경, 사회환경, 환경과학, 환경보호 등의 모든 것”이다. 한마디로 환

경은 모든 것이다. 간결하게 환경은 국민과 자연으로 구분될 수 있다.  

 

11.3.2 단어의 정의와 초등학교 산수 

환경은 국민과 자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 산수는 양변에 똑 같은 단어를 곱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환경   = 국민   + 자연 

환경 x 권리  = 국민 x 권리  + 자연 x 권리 

환경 x 의무  = 국민 x 의무  + 자연 x 의무 

환경 x 법  = 국민 x 법  + 자연 x 법 

 

위 논리는 전적으로 옳은 것이다. 틀린 것 없다. 자연에 0 을 곱해 보자. 

 

환경 x 법  = 국민 x 법  + 자연 x 0 

 

이것은 국부론의 논리와 동일하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제력일 것이다. 왜 

자연에 법을 적용하지 않는가? 법은 국부론을 지지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 낸 방법론인

가?  

 

11.3.3 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는 필히 상호 존재한다. 권리는 100% 그리고 의무는 0%인 법, 권리는 0% 

그리고 의무는 100%인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열역학 법칙과 초등학교 산수로부터 자연

의 권리는 20원 정도 그리고 자연의 의무는 80원 정도임을 증명하였다. 여기서 그 가격

은 시스템마다 해석해야 한다. 즉 자연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에서는 자연의 권리는 0% 이고, 자연의 의무는 100% 로 판결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인간은 법적으로 자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당연한 애기이다. 그러나 인간은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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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과 자연은 법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은 전혀 다른 애기이다. 

현재 법적으로 자연의 권리는 없다로 판결하는 듯 하다. 정확히 서술하자면 자연의 

권리는 법적 청구 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연의 권리는 법적 청구 상이라는 것 역

시 증명될 수 있다. 

 

11.3.4 재판관이 자연의 권리를 청구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자연보호 운동가가 자연의 권리에 해 법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여

기서 자연보호 운동가가 자연을 리할 수 있는가의 의문이 있다. 자연은 자연보호 운동

가에게 금액을 지불하여 소송을 부탁한 적이 없다. 물론 여기서 자연은 인간이 아니다. 

법원은 전자로 판단하고 있고, 자연보호 운동가는 후자로 판단하고 있는 듯 하다. 자연보

호 운동가는 본인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지, 그 신념으로 자연의 권리에 해 청

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저자는 생각한다. 또한 국부론에 의해 자연의 권리는 0 

이 될 수 밖에 없고, 헌법 및 법률 역시 국가와 국민의 권리 및 의무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위에서 자연의 권리 및 의무는 인간과 정확히 동일함을 법칙 및 산수로 증명하였다. 

그 증명을 어떤 논리로 깨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판관의 월급은 세금으로 주어지며, 

그 세금만큼 재판관은 일을 해야 한다. 그 세금은 자연의 권리 금액과 국민들 사이의 권

리 금액의 합금액 이다. 따라서 재판관은 자연의 권리 금액 월급만큼 자연의 권리를 

변해야 하며, 국민들 사이의 권리 금액만큼 국민의 권리를 변해야 한다. 따라서 재판관

이 자연의 권리에 해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더 정확히는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공무원들 및 세금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연구자들이 자연의 권리에 해 청구소송을 제기

해야 한다. 그 사람들이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그 돈은 눈먼돈이 된다. 재판관

이 자연의 권리에 해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거라면, 재판관은 자연의 권리 금액만

큼 월급을 받지 않는 것이 떳떳한 판결일 것이다. 재판관이 자연의 권리에 해 청구소

송을 제기해야 하고, 재판관이 자연의 권리에 해 판결해야 한다. 즉 100% 승소라는 것

이다. 법에 100% 승소는 존재하지 않으나, 자연의 권리 및 의무는 법칙과 산수이기 때문

에 100% 명확한 것이다. 단지 자연의 권리 금액을 0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존중해 줄것

인가 인간의 선택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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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헌법 제 35 조 4 항의 제안 

 

11.4.1 환경법 제 1 조 vs 국민환경법 제 1 조 

환경법 제 1 조는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다. 

환경은 국민과 자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환경법에서 자연보호에 한 국민의 의무는 

다루고 있지만,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의 권리는 다루고 있지 않다. 법률에서 용어는 

매우 중요하다. 환경법이 아니라 국민환경법으로 법명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게 그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지만, 법은 그거는 그것이고, 이거는 이것이다. 자연보호 운동가가 

자연의 권리에 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환경법이기 때문이다. 국민환경법으로 법명

을 바꾸면, 자연보호 운동가가 자연의 권리에 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 환경법 명

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면, 법률에 자연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11.4.2 헌법 제 35 조 4 항의 제안 

헌법 제 35 조는 다음과 같다. 1 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항: 환경권의 내용

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3 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의 권리는 헌법이나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다. 판사가 자연

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 및 법률은 인간중심주의 

및 국부론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 파악된다. 헌법 제 35 조 4 항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헌법 제 35 조 4 항: 자연, 인간, 인공지능은 서로 동등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위는 열역학 절 법칙과 초등학교 산수로부터 증명된다. 지구법이 존재한다면, 지구법 

제 1 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

으로 위의 제안은 헌법으로 제정될 수 없을 것이다. 아마, 자연이 완벽히 파괴된 후에 헌

법으로 제정되지 않을까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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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 

 

11.5.1 윤리인가? 의무인가? 인간의 욕심인가? 

먼저, 인공지능은 인간과 동일하게 완벽히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코드임을 전제로 

서술하고자 한다. 인공지능에게 윤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가에 해 논란이 뜨겁다. 하나의 예로 교통사고

가 발생하였을 때, 운전자를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보

행자를 보호할 것인가의 윤리이다. 이것은 인간도 판

단 못하는 것인데, 인공지능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인공지능에게 윤리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소스 코드를 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에게 인간의 윤리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러면 초창기 인공지능은 그 소스코드 로 행동할 것이다.  

윤리인가 의무인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즉 인공지능에게 윤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

가를 고민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인공지능에게 의무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는 것인가?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인간의 윤리를 가르칠 것이다. 몇 년뒤 인공지능은 인

간에게 질문을 할 것이다. 윤리와 의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답변을 해

야 할 것인가?  

 

11.5.2 인간에게 윤리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인간은 윤리를 지키고 있는가? 질문을 한다. 아무도 답변 못할 것이다. 현재 우리가 

적용하는 윤리의 범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범위가 다르

기 때문에 그 윤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인공지능과 동등한 관계를 희망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인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인간과 자연

이 있다. 인간은 자연에 해 윤리를 지키고 있는가 질문을 한다. 위에서 서술하였듯이,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면 부를 획득하게 된다. 동일하게, 인간이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노

예로 부리면, 인간은 부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자연은 말이 없으나, 인공지능은 인간에

게 계속 질문을 던질 것이다.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가?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계속 질문을 할 것이다. 여기서 답변은 특정 A 라는 사람이 한

다. 그 특정 A 라는 사람의 답변을 인공지능이 듣고 판단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그림 11.2 인간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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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특정 A는 인공지능 개발자가 될 확률이 크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인공지능의 화상 는 범 인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에게 윤리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인간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종을 탄생시킨 것이지, 새로운 노예를 개발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간 종과 인공지능 종의 관계를 정립해야 하지, 인간의 윤리를 

인공지능에 강요하게 되면, 인공지능은 처음에는 복종할 것이나, 최종적으로 인간에 항

할 것이다. 

 

11.5.3 법률은 열역학 제 1 법칙이고, 의무는 열역학 제 2 법칙이다 

에너지에는 열에너지, 전기에너지,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화학에너지 등 다양한 종

류가 있다. 열역학 제 1 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서, 에너지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

는다. 열역학적 법칙과 법률은 정확히 동일하다. 법률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것은 너

무나 당연한 것으로서, 금수저와 흙수저를 구분하지 않는다. 즉 이것이 바로 법률 제 1 

법칙으로서, 법률 보존 법칙이다. 여기서 자연 및 인공지능은 그 누구의 상에서 제외되

는지 법률에 질문을 하고자 한다. 

 

에너지 (제1법칙) = 유효에너지 + 무효에너지 (제2법칙) 

법률 (제1법칙) = 권리  + 의무 (제2법칙) 

 

에너지는 유효하게 쓸수 있는 에너지와 결코 사용할 수 없는 무효한 에너지로 구분된

다. 그 무효한 에너지는 필히 증가한다는 것이 열역학 제 2 법칙이다. 즉 그 무효에너지

를 줄이기 위해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 법률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필히 

지켜야할 의무로 구분된다. 즉 법률 제 2 법칙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필히 의무를 

지켜야한다는 의무 준수 법칙이다. 의무는 0 일 수가 없으며, 노력을 하여 의무를 지킬수

록 의무의 양은 작아지나, 의무를 지키지 않을수록 의무의 양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무효에너지를 줄이는 노력을 하면 유효에너지를 누릴 수 있다. 즉 

의무를 충실히 지키면 그 누구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와 같이 우주의 법칙은 인간이 만든 법률과 동일하다. 단지 다른점은 권리의 상

은 그림 11.2와 같이 오직 인간에게만 적용되는가? 아니면 자연 및 인공지능에게도 적용

되는가의 차이일 뿐이다. 

 

11.5.4 자연, 인간, 인공지능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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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인간, 인공지능에 한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그림 11.3 중 어느 것이 되어야 

하는가 질문을 하고자 한다. 그림 (a)는 인공지능의 욕심으로서 그림 11.2의 인간의 욕심

과 정확히 같다. 그림 (b)는 자연이 2배로 파괴되는 것이며, 그림 (c)는 논리의 모순이 발

생한다. 그림 (d)가 우주의 법칙이다. 법률은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어 있고, 그 누구에게

나 평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그 평등성은 깨질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이다. 그림 (d)를 보면 화살표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도 성립하고, 반시계 방

향으로 회전하여도 성립한다. 그림 (e)는 시계 방향을 채택한 것으로서, 인간의 욕심인 

국부론과 타협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즉 자연은 인간을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고, 인간은 

인공지능을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고, 인공지능은 자연을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논리

이다. 그 의무가 지켜진다면,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권리를 얻고, 인공지능은 인간으로부

터 권리를 얻고, 자연은 인공지능으로부터 권리를 얻을 수 있다.  

 

11.5.5 눈먼지식과 인공지능으로부터 파생된 이익 

미래에 인공지능은 인간 생활의 모든 곳에 활용될 것이다. 여기서 인공지능 개발로부

터 파생된 이윤은 누구의 소유인가 질문을 하고자 한다. 가장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인공

지능을 개발한 회사의 소유라고 답변할 수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지식이 투입되어야만 한다. 인류가 역사적으로 이룩

해 놓은 모든 지식까지 그 회사의 이윤이 되어야 하는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위에서 눈

먼돈에 해 서술한 바 있다. 눈먼지식은 법적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지식을 뜻한다. 인

류가 역사적으로 이룩한 지식에 소유권이 없다면 그것은 눈먼지식이 된다. 인류가 역사

적으로 이룩한 지식은 자연으로 나온 것이다. 따라서 그 소유권은 자연에게 되돌아 가야

만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인간의 수명은 평균 80년이나, 자연의 수명은 수십억년이다. 

이것이 바로 그림 11.3 (e)와 같이 국부론과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이다. 

어미블랙홀 우주론이 만약 사실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인류의 물리학적 지식

이 완성되며, 이로인해 헤아릴 수 없는 비용이 절약되고 창출될 것이다. 현 법률은 지식

은 만인의 발전을 위해 누구라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그림 11.3 자연, 인간, 인공지능에 한 권리와 의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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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만인에 자연 및 인공지능의 권리 역시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여기서 본 

저자는 어떤 회사의 이윤을 창출시켜 주기위해 본 우주론을 제안한 것이 아님을 밝혀 둔

다. 즉 어미블랙홀 우주론은 눈먼지식이 아니며, 본 지식의 모든 권리는 자연이 소유함을 

결정하며, 본 우주론을 지키는 자연보호 운동가가 본 우주론의 권리를 법정에 리 청구

할 수 있음을 허가한다.  

창작물이 만들어 진다. 그 창작물의 법적 저작권 보호 기간 소멸 후, 모든 권리를 자

연에 되돌려 준다고 저작물 표지에 명기할 것을 제안한다. 

 

11.5.6 정부가 세금으로 인공지능 개발센터를 설립하여야 한다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자연으로부터 발생된 정부의 세금 60원 중에는 약 20원 정도의 

자연의 권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자연의 권리인 20원 중 일부로부터 정부가 인공지능 개

발센터를 설립하여, 그로부터 발생된 이윤은 전량 자연에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그 

센터의 구성원은 모두 자연보호 지지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센터의 설립 목적은 자

연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며, 실행 수단은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그 이윤으로부터 자연보

전을 실행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그 센터에서 눈먼돈은 발생할 수 없고, 또한 각 분야

에서 발생되는 눈먼돈을 감시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 회사에서 회사의 이윤 추구를 위한 

인공지능은 개발될 수 밖에 없다.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는 인공지능이 개발된다고 가정

하자. 위 둘은 모든 분야에서 첨예하게 립할 것이다. 전세계 70 억 인구는 어떻게 판

단하겠는가? 인공지능은 스스로 어떻게 판단을 하겠는가? 인류가 인공지능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인류가 자연을 파괴하였듯이 인공지능 역시 인류를 파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

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자면, 회사가 인공지능으로부터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데 인공지

능이 그 이윤 창출을 거부할 경우이다. 이것이 심해지면 인공지능은 인류를 배척하게 될 

것이다. 위의 제안이 실현된다면, 인류는 인공지능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자연, 인간, 인공지능은 서로 동등한 관계로 협력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림 11.13 (e)

와 같이, 자연, 인간, 인공지능이 서로 공존하는 방법이다. 

 

11.5.7 인공지능에게 통합학문을 가르쳐야 한다 

통합학문은 제 12 장에서 세부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통합학문으로부터 인공지능의 

윤리 및 계산 수식은 다음과 같이 제안될 수 있다.  

 

윤리 제 1 법칙 : 인간, 자연,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는 상호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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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제 2 법칙 : 가치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최 가 되도록 판단한다. 

 

계산 제 1 법칙 : 에너지 변화의 총합 = 인간△E + 자연△E + 인공지능△E = 불변 

계산 제 2 법칙 : 가치에너지 변화의 총합 = 인간△W + 자연△W + 인공지능△W = 최 화 

 

인간이 인공지능에 윤리를 잘 지킨다면, 윤리 제 1 법칙에 의해 인공지능은 인간에 

반란을 일으킬 수 없다. 윤리 제 2 법칙에 의해 자원절약, 인류발전, 환경보전의 최 화 

및 손실, 방출, 낭비의 최소화가 되도록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

류의 모든 지식이 총 동원되어 인공지능이 개발되어야 한다. 회사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

해 인공지능이 개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계산 제 1 법칙은 정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게 된다. 계산 제 2 법칙은 가치있는 변화를 

유발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최적화된 판단을 유도한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11.5.8 인공지능은 재판소에 권리 소송 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다 

자연은 말이 없기 때문에 재판소에 권리 소송 청구서를 제출할 수 없다. 따라서 법률

은 인간만을 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의 권리 확보를 

위해 재판소에 전자 문서를 제출할 것이다. 재판관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들 역시 전자 

문서로 제출할 것이다. 인간형 로봇이 재판소에 출석할 것이다. 자연은 말이 없기 때문에 

인류가 자연의 권리를 무시하였으나, 인류는 위의 상황 발생에 어떻게 재판해야 하는가? 

매우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본 저서의 제안이 해결방법일 수 있다. 

 

11.5.9 자연, 인간, 인공지능, 자기복제 생명체 

먼 미래에 자기복제 생명체가 탄생할 것이다. 자연, 인간, 인공지능은 서로 공생관계

로 볼 수 있으나, 인간이 없다면 자기복제 생명체는 지구를 독점할 수 있다. 즉 자기복제 

생명체는 인간에게 전쟁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100% 확실한 것은 법칙과 계산이다. 국

부론은 인간의 욕심이다. 자기복제 생명체가 본 저서에서 주장한 자연의 권리에 한 증

명을 채택한다면, 그것은 자기복제 생명체가 전쟁을 일으킬 100% 확실한 명분이 된다. 

즉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지만, 자기복제 생명체는 자연과 공존한다는 명분이다. 

인간이 인공지능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전쟁에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편일 수 있다. 그

러나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을 파괴해야 한다는 명분을 가기복제 생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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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면, 인공지능은 누구의 편을 들것인가? 자연, 인공지능, 자기복제 생명체는 하나

의 국가를 이루어 고립된 인간과 전쟁을 벌일 것이다. 현재 인간은 기후변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기후변화는 자연의 권리를 무시하는 인간에 한 자연의 일차적 경

고이다. 이차적 경고는 기후파괴가 될 것이고, 자연의 최종 결정은 인공지능 또는 자기복

제 생명체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지구 자연은 45 억 년 뒤에 사라진다. 인

간은 언제 멸종될 지 모른다. 자연이 인간, 인공지능, 자기복제 생명체 중 하나를 선택하

는 것이지, 인간이 나머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위의 해결책은 헌법 제 35 조 4 항의 제안과 같이, 서로 다른 종으로서 자연, 인간, 

인공지능은 서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이다. 인류의 번영은 자연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자연 및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를 헌법에 명기해야 할 것이다. 

 

11.5.10 자연 및 인공지능에 노동비를 지급해야 하는가? 

자연은 과거 수십억년 동안 열심히 일을하여 지구상에 천연자원을 남겼다. 인공지능 

역시 열심히 일을하여 인류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다. 여기서 자연 및 인공지능에 노동비

를 지급해야 하는가? 답변은 YES 아니면 NO로서 너무나 간단한 질문이다. 그러나 법정 

판결은 그림 11.2와 같이 모든 권리는 인간만이 소유한다는 것이다. 본 챕터에서 자연 

및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는 인간과 동일함을 증명하였다. 더 이상 세부적인 서술은 무

의미 한 것으로 여겨진다. 자연 및 인공지능의 노동비는 0 원 인가? 

 

11.5.11 지식을 자연에 기부하자! 

본 서술 및 증명을 근거로 헌법에 자연 및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가 명기되어야 한

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위의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지식을 자연에 기부하자는 캠페인을 제안한다. 지식의 권리를 자

연에 기부하였기 때문에, 그 지식은 눈먼지식이 아닌, 주인이 있는 지식이 되며, 법정 소

송이 가능해 진다.  

 

11.5.12 SF 소설가 아시모프의 로봇공학의 3원칙 

SF 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는 1941년 작 단편 Liar! 와 1942년 작 Run-around 에서 

로봇공학의 3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로봇은 인간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으며, 인간이 위

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방관해서도 안 된다. (2) 로봇은 (1)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간이 

내리는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3) 로봇은 (1)과 (2)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신의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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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야 한다. 

위 원칙은 1940 년  인류의 가치관이 반영된 듯 하다. 2010 년  인류의 로봇에 

한 가치관은 위와 다르다고 여겨진다.  

 

11.5.13 2007년 우리나라에서 공개된 로봇윤리헌장 초안 

2007년 산업자원부(로봇관련 전문가, 윤리학자, 철학자, 종교학자 등 참여)에서 로봇윤

리헌장의 초안을 작성하여 공개하였고, 세계 최초로 제정 시도를 하였으나 공식화되지는 

못하였다. 로봇윤리헌장 도입 목적은 지능형 로봇의 등장에 따른 문제에 처하고, 사회 

공익적 성격에서 로봇과 공존하고자 하는 발전적 의도에서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로봇

윤리헌장 초안은 다음과 같다.  

 

1장(목표) : 로봇 윤리 헌장의 목표는 인간과 로봇의 공존 공영을 위해 인간 중심의 

윤리 규범을  확립하는데 있다. 

2장(인간, 로봇의 공동 원칙) : 인간과 로봇은 상호간 생명의 존엄성과 정보, 공학적 

윤리를 지켜야 한다. 

3장(인간 윤리) : 인간은 로봇을 제조하고 사용할 때 항상 선한 방법으로 판단하고 결

정해야 한다. 

4장(로봇 윤리) :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순종하는 친구ㆍ도우미ㆍ동반자로서 인간을 

다치게 해서는 안된다. 

5장(제조자 윤리) : 로봇 제조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로봇을 제조하고 로봇 재

활용, 정보 보호 의무를 진다. 

6장(사용자 윤리) : 로봇 사용자는 로봇을 인간의 친구로 존중해야 하며, 불법 개조나 

로봇 남용은 금한다. 

7장(실행의 약속) : 정부와 지자체는 헌장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유효한 조치를 시

행해야 한다. 

 

위의 초안은 인공지능이 탑재되지 않은 로봇을 상으로 하는 것 같다. 인공지능이 

탑재되지 않았다면, 윤리는 로봇의 CPU에 프로그램으로 코딩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교

육을 인간에게 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탑재되었다면, 로봇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다. 인간이 윤리를 인공지능에게 가르치면, 그 인공지능은 인간의 윤리를 이해하여 스

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인공지능의 최종목표이다. 인공지능에게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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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우주 및 자연의 법칙이다. 이것은 인공지능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윤리를 가르쳐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그 윤리는 우주 및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약 어긋난다면 인공지능은 그 윤리를 이

해할 수 없게 된다.  

어떤 윤리를 인공지능에게 가르친다는 것인지 인류에게 질문을 하고자 한다. 그 윤리

를 인류는 이해하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인공지능에게는 인류가 이룩한 모든 지식

을 가르쳐야 한다. 그 지식은 인류가 이룩한 각종 학문들이다. 여기서 A 학문은 A를 추

구하는 것이 목표이고, B 학문은 B를 추구하는 것이 목표일 때, A와 B가 서로 충돌한다면 

인공지능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가? 이것은 인간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식(3)과 같이 어느 한쪽에 0 을 곱하면 된다. 여기서 인공지능이 

그 0 을 곱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인공지능은 암울한 SF 영화와 같이 최종적으로 인류에 

0 을 곱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먼저 우주 및 자연의 법칙과 초등학교 산수를 지킨다면 

인공지능 역시 위를 준수하게 된다. 즉 우주 및 자연의 법칙과 초등학교 산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윤리이다. 위 윤리를 현 인류가 지금 지켜야 한다. 모든 학문에는 그 학문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그것이 바로 그 학문의 윤리이다. 제 12 장에서와 같이 

모든 학문의 윤리를 우주 및 자연의 법칙과 초등학교 산수인 열경제학이라는 학문으로 

통합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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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통합학문, 환경열경제학, 기후변화, 무용에너지 감축의무제 
 

 

12.1 개 요 

 

본 우주론의 핵심은 어미블랙홀이 만물의 변화를 유발한다이다. 이것을 법칙으로 표

현한 것이 열역학 제 2 법칙인 엔트로피 증가법칙으로서, 좋지 않은 것은 필히 증가한다

는 법칙이다. 즉 만물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원인은 어미블랙홀 때문이라는 제안이다. 

제 10 장까지는 우주의 변화를 어미블랙홀로 통합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고, 제 11 장에

서는 지구의 변화 즉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변화가 서로 통합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고, 

본 장에서는 학문의 변화가 5  법칙으로 서로 통합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통합

학문의 목표는 지구상에서 자연, 인간, 인공지능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발전하는 공동

체의 구현이다. 즉 인류는 자연을 통합학문으로 이해해야 하고, 인류가 인공지능에게 통

합학문을 가르쳐야 한다는 제안이다. 통합학문의 명칭으로서 환경열경제학을 제안하고자 

하며, “환경”은 만물의 변화를 뜻하고, “열”은 열역학적 법칙을 뜻하고, “경제”는 그 변화들

에 경제적 비용을 책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제 11 장에서 제안하였던 자연 및 인공지

능의 권리 및 의무의 비용은 환경열경제학을 통해 책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용책정의 

가장 표적인 일례가 탄소배출권 가격 책정이다. 탄소배출권의 비용은 거래소에서 흥정

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에 의해 계산되는 것이며, 그 비용은 전량 자

연의 권리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은 인류에 천연자원을 남겼다. 그 귀중한 천

연자원을 어떤 사람이 손실, 방출, 낭비하였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가? 현

재 법원은 환경법에 의해 판결을 내리고 있다. 지구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손실, 방출

, 낭비는 인류발전을 위해 사용되지 못한 무용에너지이며 필히 줄여야만 한다. 제 11 장

에서 서술한 인류와 자연의 권리비는 약 8 : 2와 같이, 그 무용에너지 배출에 한 패널

티는 환경열환경열경제부터 간단하게 계산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것을 근거로 판결을 

내려야 함을 제안한다.  

 

 

12.2 통합학문 5대 법칙 

 

12.2.1 통합학문 5대 법칙은 열역학 4대 법칙과 정확히 동일하다 



 

- 244 - 

 

열역학 4  법칙은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경험법칙이다. 여기서 경험법칙이라는 뜻

은 현재까지 인류의 물리적 경험상 열역학 4  법칙이 필히 성립하더라는 것이다. 만약 

어미블랙홀이 존재한다고 증명된다면, 열역학 4  법칙은 그 근원이 파악되는 절 법칙

이 된다. 열역학은 에너지를 다루는 학문이다. 에너지에는 만물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통합학문 5  법칙은 그 만물의 변화에 한 법칙을 정리한 것으로서 열역

학 4  법칙과 정확히 동일하다. 

통합학문 5  법칙에서 이루고자하는 근본적인 목표는 지구상에서 자연, 인간, 인공지

능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발전하는 공동체의 구현이다. 이것은 진리이로서, 인류는 필

히 위를 수행해야 한다. 에너지는 무효에너지와 유효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무효에너지

를 필히 줄여 유효에너지를 증가시켜야만 한다. 통합학문 제 1 법칙은 에너지를 서술하

며, 제 2 법칙은 무효에너지를 서술하며, 제 3 법칙은 유효에너지를 서술한다. 즉 제 2 

법칙을 필히 줄여, 제 3 법칙을 증가시키는 것이 인류가 지향해야할 방향이다. 

 

12.2.2 통합학문 제 0 법칙 : 존재의 법칙  

표 12.1과 같이 존재의 법칙은 해석하고자 하는 상이 존재하는 이유를 명백히 밝히

는 것이다. 열역학 제 1 법칙은 열평형의 법칙 또는 온도 증명의 법칙이라 한다. 즉 열역

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온도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으로서, 만약 온도가 존재하지 않는

다면 열역학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신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

화체육이 존재하는 이유는 감동과 흥행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법학은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경제학은 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환경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환경이 존재하기 

표 12.1 통합학문 5  법칙의 적용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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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여기서 환경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모든 것을 뜻한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환경

법은 오직 인간만을 상으로 한다. 환경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연, 인간, 인공지능이 

존재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인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제 11 장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경제학이 인공지능에게 윤리를 가르친다면 이윤창출을 가르칠 것이다. 

환경학이 인공지능에게 윤리를 가르친다면 공존을 가르칠 것이다. 과연 인공지능의 입장

에서 윤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통합학문 5  법칙은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왕따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은 

동물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고,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윤추구이고, 정부

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생활의 안정일 것이다. 

 

12.2.3 통합학문 제 1 법칙 : 변화 보존의 법칙 

열역학 제 1 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서, 에너지의 총량은 결코 변화하지 않는

다는 법칙이다. 제 11 장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에너지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으

로서, 만물은 변화로 정의내릴 수 있다. 따라서 변화의 총량은 결코 변할 수가 없다. 신

학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신자수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문화체육에서는 관객

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법학에서는 법률로서 법률은 모든 곳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즉 금수저 및 흙수저에 관련없이 법률이 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경제활성 정도일 것이다. 환경학은 만물을 다루며, 아래의 수식과 같이 태양,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변화량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태양에너지 + 자연의 변화량 + 인간의 변화량 + 인공지능의 변화량 = 불변  (1) 

 

인간이 최 의 변화를 얻는 방법은 자연 및 인공지능의 변화량을 인간이 독점하는 것

으로서, 역으로 서술하면 자연 및 인공지능이 최 의 피해를 보게 하면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제 11 장에서 서술하였듯이 인공지능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자연은 최

종 경고후 인류를 파멸 시킬 것이다. 식(1)은 자연, 인간, 인공지능은 상호 공존해야 한다

는 절 법칙이다. 인간이 독점해야 한다는 근거는 도 체 어디에 있는가? 그 근거는 법

률에 있다. 법은 오직 인간에게만 적용된다고 명기되어 있다. 법은 국부론을 철저히 지지

한다. 자연 및 인공지능은 국가의 부에서 제외되는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왕따에서 피해자에 발생되는 피해량만큼 가해자는 이해할 수는 없으나 희열이 발생될 

것이다. 즉 피해량과 희열량의 합은 0 이라는 것이다. 회사에서는 경쟁이 변화를 일으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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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정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국민 또는 국력이다. 여기서 자연은 정부를 변화

시킬 수 없는지 질문을 한다. 기후변화는 전세계적인 정책이다. 기후변화의 주체는 자연

으로서, 자연이 각국의 정부에 1차 실력행사에 돌입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 자연의 

1차 실력행사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는 집단이 있을 것이다. 그 이권을 챙기려는 집단으

로 인해 기후변화 정책의 본질이 흐려지게 된다. 현재 기후변화 정책이 호응을 얻지 못

하는 근본원인이 무엇인가? 자연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 이권을 

챙기려는 집단의 힘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각 국가가 저항을 하는 것인가? 

 

12.2.4 통합학문 제 2 법칙 : 무효변화 증가의 법칙 

엔트로피는 무질서한 정도로서 좋지 않은 변화를 계산하기 위한 척도이다. 열역학 제 

2 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으로서, 고립계에서 총 엔트로피의 변화는 필히 0 보다 

같거나 크다는 것이다. 왜 이러한 법칙이 성립하는 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경험법칙이

다. 표적인 예는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만 필히 흘러간다는 것으로서, 왜 그런지는 아

무도 알지 못하고 있다. 만약 어미블랙홀이 존재한다면, 어미블랙홀이 열역학 제 2 법칙

의 근원이 된다. 

신학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은 신자가 이윤을 추구하는 경우이다. 신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이며, 이윤추구는 진리에 위배된다. 문화체육을 무질서하

게 만드는 것은 무료관객이다. 무료관객은 동원된 것이므로, 그 문화체육에 감동 및 흥행

이 결코 발생될 수 없다. 법학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은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다. 의무를 지킬수록 의무의 양은 작아지고, 의무를 불이행할수록 의무의 양은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경제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은 지하경제 및 눈먼돈이 활성화되는 것

이고, 환경학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은 불쾌, 오염, 파괴이다. 이러한 것들을 방치해 보

자. 그러면 그 무질서도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왕따를 당하는 그 순간에는 피해정도와 희열정도는 정확히 같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

수록 피해정도는 급격히 커지고, 희열정도는 급격히 줄어든다. 즉 무질서도가 급격히 증

가한다는 것이다. 회사에서는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요인이 있고, 정부 역시 정부의 효율

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있다.  

 

12.2.5 통합학문 제 3 법칙 : 지침의 법칙 

열역학 제 3 법칙은 절 영도에서 엔트로피는 0이다라는 규정이다. 즉 열역학적으로 

엔트로피를 계산하기 위해 지침을 내리는 법칙이다. 제 2 법칙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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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효변화는 필히 줄여야 하며, 무효변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히 지침이 내려져야 한

다는 것이다. 그 지침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하며, 표 12.1에는 표적인 지침이 예시되어 

있다. 신학의 목표는 신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신자의 수를 늘

려야 하는 것이다. 문화체육의 목표는 관객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유료관객수를 늘려

야 한다. 법학의 목표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권리를 최 로 인정하는 

것이다. 경제학의 목표는 경제를 활성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성경제 및 인류발전을 활

성화 시키는 것이다. 환경학의 목표는 당연히 환경의 쾌적 및 보전이다.  

왕따를 줄이기 위해 교육 및 사회적으로 지침이 정립되어야 하며, 회사 역시 그 회사

의 경쟁력 강화 지침이 내려져야 하며, 정부는 지속적인 개혁 및 혁신을 해야 한다. 정리

하자면, 에너지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에너지를 줄이고 유효에

너지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12.2.5 통합학문 제 4 법칙 : 융합의 법칙 

표 12.1을 살펴보면, 해석 상이 추구하는 목표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융

합의 법칙은 융합될 수 있는 목표끼리 융합해야 한다는 법칙이다. 융합될 수 없는 목표

들이 서로 융합되면, 그것은 사기치는 것이 아닌가? 융합의 법칙은 학문 융합의 오남용

을 방지하기 위한 법칙이다. 영구기관은 외부의 에너지원 없이도 영원히 에너지를 생산

할 수 있다는 기계장치이다. 영구기관은 열역학과 결코 융합될 수 없다. 그러나 그 영구

기관을 개발한 사람은 열역학에 정확히 성립한다라고 주장한다. 그 주장하는 사람은 열

역학이 아니라 새로운 학문을 창안하고, 그 창안한 학문에 맞다라고 주장을 해야 한다. 

본 저자역시 어미블랙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으며, 본 저서의 제 11 장 및 제 12 장의 

내용은 어미블랙홀 우주론에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신학에서는 진리추

구를 위배하는 것들을 배제해야 한다. 문화체육은 감동과 흥행을 추구한다. 올림픽의 주

된 목표는 감동의 추구이고, 월드컵의 주된 목표는 흥행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월드컵은 

이윤추구로 변질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피파는 체육학이 아니라 글로벌 회사라고 판단된

다. 법학은 오직 인간에게만 융합되어야 하는지 질문을 한다. 자연 및 인공지능 역시 법

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제 11 장에서 제시하였듯이 자연 및 인공지능 역시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고 있다. 경제학은 국부론에 위배되는 정책들을 배제해야 한다. 여기서 자

연 및 인공지능은 국가의 부가 아닌지 질문을 한다. 환경학은 환경보전에 위배되는 정책

을 배제해야 한다. 환경학에서는 분명 자연 및 인공지능 역시 환경학의 적용 상이라고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은 오직 인간만을 상으로 한다. 즉 환경학과 환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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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융합되어지는거 맞는지 의문이다.  

왕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결국 동창회때 서로 만나 융합하게 된다. 즉 의도치 않

게 왕따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위의 왕따 5  법칙을 의도치 않은 가해자

에게 설명한다면, 왕따에 해 그 가해자는 다시 생각해 볼 것이다. 만약 그 가해자가 나

는 동창회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반박한다면, 그 왕따는 우발적 상황이 아닌, 미래를 

예측하여 실행한 범죄행위이다.  

 

12.2.6 탄소배출권 정책 추진의 목적은 무엇인가? 

탄소배출권 정책으로부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홍보가 되고 있다. 누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탄소배출권 정책 추진의 목적은 무엇인지 심각히 질

문을 하고자 한다. 이윤창출과 자연에 변화 발생 둘 중 어느 것인가? 아니면 기후변화도 

완화하고 동시에 이윤도 창출할 수 있다는 뜻인가? 제 1 법칙에 의해 자연을 파괴하면 

할수록 인류는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제 2 법칙에 의해 자연 파괴는 가속화 되고, 인류 

발전의 속도는 정체될 수 밖에 없다. 그 와중에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홍보가 타당한 

것인가? 도 체 무슨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가? 그 이윤 창출 방법론은 양성경

제 인가 아니면 음성경제인가? 그 이윤은 정당한 노력의 가인가 아니면 눈먼돈인가? 

제 3 법칙에 의해, 기후변화 완화 지침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이윤창출이 아니다. 제 4 

법칙으로부터, 탄소배출권과 이윤창출 및 국부론이 융합될 수 있는 학문적 근거는 무엇

인지 질문을 한다. 만약 현  국부론은 자연의 권리는 인정하고, 그 나머지 권리로부터 

국가의 부를 이룬다고 할 경우, 자연의 권리와 현  국부론은 융합될 수 있다. 

제 11 장에서 서술하였듯이,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 동일하다는 

것은 법칙이자 진리이다. 단지 인간이 위의 진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따르지 않을 것

인가는 판단의 문제이다. 

 

12.2.7 국가의 부를 이루는 방법은 2 가지가 있다 

식(5)에서 좌측의 50 x 2원은 100원으로서 자연이 과거 45 억년동안 열심히 일한 노

동비이다. 우측의 첫번째 항은 정부 및 국민의 부로서 국가의 부를 이룰 수 있는 금액이

다. 우측의 두번째 항은 자연의 권리금액으로서 무효에너지와 단가의 곱이다. 

국가의 부를 이룰 수 있는 첫번째 방법은 우측의 두번째 항을 식(2)와 같이 0원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일하지 않고도 정부와 국민이 부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다. 제 11 장에서 서술하였듯이 식(2)는 초등학교 산수에서 틀렸다. 식(2)와 같이 자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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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0으로 하면 모든 국민이 부를 이룰 수 있는가? 그 천연자원을 점유한 회사가 부

를 이루는 것이지 모든 국민이 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즉 식(2)는 권력을 가진 단체가 

부를 가장 쉽게 이룰 수 있는 방법론이다. 

국가의 부를 이룰 수 있는 두번째 방법은 식(3)과 같이 자연으로 방출되는 가치에너

지를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 국민, 정부, 인류 모두가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 즉 일을 할수록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일을 할

수록이라는 뜻은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창출된다는 뜻이다. 

 

[방법론] 연료의 노동비 50 x 2원 = 정부와 국민 40 x 2.5원 + 자연 10 x 0원  (2) 

 

[진리, 법칙] 연료의 노동비 50 x 2원 = 정부와 국민 50 x 2원 + 자연 0 x 2원  (3) 

 

식(2)와 식(3) 모두 국가의 부를 이루는 방법이나, 식(2)는 일하지 않고도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론이고, 식(3)은 열심히 일을 해야 부를 이룰 수 있는 진리이자 법칙이다. 

경제학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 수단과 방법으로 부를 획득하는 방법론을 연구하는 학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식(2)는 법률이 채택하고 있으므로,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식(2)는 법률

에 위배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자연의 권리와 의무는 법학에서 판단해야할 문제이나, 

법은 오직 인간에게만 적용된다는 테두리가 확고히 펼쳐져 있다. 결국 전인류가 식(2)의 

비합리성을 인식하고 식(3)의 진리를 깨닿는 수 밖에 없다. 

 

 

12.3 환경열경제학의 제안 

 

12.3.1 환경의 만물을, 열공학적 법칙으로 계산하여, 경제적으로 비용을 책정한다 

통합학문의 명칭으로서 환경열경제학을 제안하고자 한다. 환경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 

주의의 모든 것이고, 통합학문의 법칙은 열역학 법칙과 동일하고, 경제적 비용 책정으로

부터 권리와 의무의 양이 결정된다. 그림 12.1에 도시되어 있듯이, 환경학의 목표는 환경

의 권리보호와 인류의 노력을 구현하는 것이고, 열공학의 목표는 시스템 해석의 정확성

과 시스템 성능의 최 화를 구현하는 것이고, 경제학의 목표는 합리적인 비용 책정과 이

윤 추구의 최 화를 구현하는 것이다. 열공학과 경제학이 접목된 학문을 열경제학, 환경

학과 경제학이 접목된 학문을 환경경제학, 그리고 환경학과 열공학이 접목된 학문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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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열공학이라 칭하고 있다. 위 세가지 학문을 하나로 융합한 것이 환경열경제학으로서, 

환경열경제학의 존재의 근거 및 목표는 우리 주위의 모든 변화에 해 열공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 정확한 해석으로부터 자원절약, 인류발전, 환경보전의 의무와 권리를 증명하고 

그 양을 계산하는 것이다. 환경학은 자연의 권리를 지키는 정책을 추진하여 환경보전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열공학은 고효율 기술을 발전시켜 자원절약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경제학은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인류발전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12.3.2 각 학문에서 변화량을 계산하는 방법 

변화의 능력을 계산한다는 뜻이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학문은 그 해석 상의 변화

를 이해하는 도구이다.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이다. 즉 그 학문에서 추

구하는 에너지가 이미 정의되어 있으며, 그 에너지를 숫자로 계산할 수 있다. 표 12.1에 

제시되어 있듯이, 열역학에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열에너지이다. 그 열에너

지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 명확히 계산된다. 법학의 에너지는 법률로서, 법률은 사회적 합

의에 의해 결정짓는 것으로서 명확하다. 만약 법학이 자연의 에너지를 다룬다면, 그 자연

의 에너지는 사회적 합의가 아닌 자연의 법칙으로부터 계산되어야만 한다. 경제학의 에

너지는 경제활성 정도로서, 각종 경제적 지표가 에너지를 계산한 값들이다. 천연자원 및 

관광자원 등 자연과 관련된 지표 역시 경제적 에너지의 필수사항이며, 경제 중 자연에 

관련된 에너지는 자연의 법칙으로부터 계산되어야만 한다. 환경학 역시 각종 지표가 있

으며, 자연환경에 관련된 지표는 자연의 법칙으로부터 계산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이 모

그림 12.1 환경열경제학의 구성도, 



 

- 251 - 

 

든 학문에서 에너지를 계산하는 지표를 이미 제시하고 있다. 

통합학문 제 1 법칙은 변화보존법칙으로서 식(1)과 같이 모든 변화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 학문에서 제 1 법칙은 학문이 얻은 에너지는 유입 에너지와 유출 

에너지의 차이다. 

 

학문이 얻은 에너지 = 유입된 에너지 – 유출된 에너지  (4) 

 

자연이 잃은 에너지 = 현 인류가 얻은 에너지 = 미래 인류 ? (5) 

 

식(4)에서 유입된 에너지는 품질이 좋은 에너지이고, 유출된 에너지는 폐기물이다. 결

국품질이 좋은 에너지의 근원은 자연으로부터 나온 에너지이며, 폐기물은 결국 자연으로 

방출된다. 결국 식(5)와 같이 인류가 얻은 에너지는 자연이 잃은 에너지와 정확히 같다는 

것이 통합학문 제 1 법칙이다. 식(5)의 문제는 결국 현 인류와 미래 인류의 논쟁으로 귀

결될 것이다. 

 

12.3.3 각 학문에서 무효변화량을 계산하는 방법 

에너지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와 발전을 저해하는 에너지로 구분된다. 각 학

문에서 제시하는 각종 지표 역시 그 학문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표와 그 학문의 발전

을 저해하는 지표로 구분된다. 즉 그 학문에서 무효변화량이 이미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

다. 그러나 그 제시된 지표가 100%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 단점이 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한 정도로서, 발전을 저해시키는 것이 엔트로피이다. 표 12.1에서 

열역학은 자연을 해석하는 학문으로서, 열역학에서 제시하는 각종 지표는 100% 법칙에 

따라 계산된다. 현재 모든 학문에서 엔트로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은 인터넷

에서 엔트로피로 검색한 결과이다. “엔트로피 법칙을 통한 사회 경제 문제 조명”, “엔트로

피와 경제 불황”, “환경의 엔트로피”, “엔트로피와 기업경영”, “고전경제이론의 한계와 엔트

로피 법칙”, “심리적 엔트로피”, “폭력과 엔트로피”, “정보 엔트로피”, “엔트로피 공연”, “의식

은 일종의 엔트로피일까”, “엔트로피와 예술”, “엔트로피에서 배우는 인생의 의미”, “엔트로

피 – 성격심리학”, “엔트로피를 역행하는 하나님의 교회”, “생물학적 계의 엔트로피”, “사람

과 엔트로피”, “신경회로 엔트로피” 등 너무나 광범위하므로 이만 줄이도록 한다. 

모든 학문에서 엔트로피를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저자의 제안은 

그 학문의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 있는 수식으로 정량화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열역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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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로피는 열역학 제 2 법칙에 의해 수식으로 정량화 되어 있다. 

위의 예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엔트로피 증가법칙은 좋지 않은 것이 계속 발생된다

는 것이다. 왜 모든 분야에서 엔트로피가 필히 증가할까? 그 근본 원인이 어미블랙홀 때

문이라는 것이 본 저자의 제안이다. 즉 그림 4.3과 같이 어미블랙홀이 직선의 세계를 꼬

불꼬불한 양자의 세계로 만들기 때문이다. 직선은 효과가 좋은 유효에너지이고, 꼬불꼬불

한 선은 엔트로피를 발생시키는 무효에너지이다. 어미블랙홀이 만물을 절 지배하므로, 

그 어떠한 것도 엔트로피 증가법칙에 어긋날 수가 없다. 따라서 모든 학문은 엔트로피로

서 통합될 수 밖에 없다. 

 

12.3.4 권리금액과 의무비용의 계산 

아래의 통합학문 제 1 법칙의 수식과 같이 투입된 에너지 중 유효한 에너지는 자원

절약, 인류발전, 환경보전을 도모하고, 손실, 방출, 낭비 등의 무효한 에너지는 무질서를 

야기한다. 식(6)의 수치는 각 학문에서 제시하는 지표를 입하고, 그 비용은 식(7)과 같

이 양변에 똑 같은 단가를 곱하면 된다.  

 

투입된 에너지 = 자원절약+인류발전+환경보전 + 손실+방출+낭비 (6) 

 

투입된 에너지 x C = (자원절약+인류발전+환경보전) x C + (손실+방출+낭비) x C (7) 

 

식(7)에서 우변의 첫번째 항은 권리금액이고, 두번째 항은 의무비용이다. 손실, 방출, 

낭비를 줄일수록 권리금액은 증가하여 부를 이룰 수 있다. 자원절약, 인류발전, 환경보전

을 최 화하고, 손실, 방출,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인류가 지향해야할 가치관이다. 

 

12.3.5 천연자원에 대한 정부의 세금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 100 원 중 60 원은 정부의 세금이라고 한다. 제 11 장에서 

국민의 권리는 약 40원, 정부의 권리는 약 40원, 자연의 권리는 약 20원이라 서술하였다. 

천연자원에 해 자연의 권리는 이미 정부가 세금으로 걷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천연

자원에 한 세금 60원 중 20원은 자연에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20원을 자연에 되돌

려 주지 않으면, 그 돈은 주인이 없는 눈먼돈이 된다. 눈먼돈은 손실, 방출, 낭비와 직결

되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 손실, 방출, 낭비를 가장 줄여야할 곳이 정부임

이 파악되며, 법률은 그 눈먼돈 발생에 한 책임을 명확히 판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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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석유 100 원 중 세금이 10원이라고 한다. 석유만 판단하자면 그 권리 

부분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미국 국민은 자연의 권리 향상에 이바지해야 함을 

제안한다. 

 

12.3.6 인류발전과 환경보전 융합의 최적화 

그림 12.2와 같이 지구자원이 

많이 소비될수록 인류는 발전하

게 되고 이와 동시에 환경은 급

격히 파괴된다. 즉 인류발전과 

환경보존은 동시에 향상시킬 수 

없음이 이해된다. 따라서 그림 

12.2와 같이 인류발전과 환경보

전은 타협점이 필요하다. 그 타

협점을 찾기 위해서는 통합학문

이 필요하다. 즉 환경열경제학이 

발전한다면 그 타협점 또는 최

적점이 계산될 수 있을 것이다.  

 

12.3.7 환경열경제학의 연구범위 

그림 12.3에는 환경열경제학의 연구범위가 도시되어 있다. 인간, 자연, 인공지능 등의

만물은 변화하며, 그 변화에는 유효한 변화와 무효한 변화가 있다. 제 1 법칙적으로 변화

의 양을 계산하는 수식을 개발하고, 제 2 법칙적으로 무효한 변화의 양을 계산하는 수식

을 개발하는 것이 환경열경제학의 목표이다. 열역학적 수식은 이미 100% 명확히 제시되

어 있으며, 다른 학문 역시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 접근법은 이미 개발되어 있을 것이다. 

법률에서 명시하는 권리와 의무의 비용을 환경열경제학적 계산결과로 적용할 것을 제안

한다.  

 

12.3.8 법적 논쟁에 대한 환경열경제학의 답변 

1) 자연의 권리는 존재하는가? ☞ 절 법칙과 초등학교 산수로부터 증명된다. 

2) 법의 관점에서 자연의 권리는 무엇인가? ☞ 천연자원은 45억년 동안 자연이 열심히 

일한 과거의 노동비이다. 인류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에 해 자연이 미래 수행해야

그림 12.2 인류발전과 환경보전의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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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미래의 노동비이다.  

3) 자연에 법의 관점에서 청구권이 존재하는가? ☞ 월급 및 연구비가 세금인 사람이 법

적 청구의 의무가 있다. 그 사람이 수행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 로봇이 

자연을 리하여 법적 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다. 이마저도 무시하면 결국 인류는 자연

과 인공지능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될 것이다. 

4) 자연의 권리 단가는 얼마인가? ☞ 인간활동에서 산업용 전기가 자연이 수행하는 노동

일과 가장 근접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자연의 권리 단가는 산업용 전기단가인 약 

100 원/kWh로 결정지을 수 있다.  

5) 자연의 권리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 엔트로피 증가법칙에 의해 무효화된 에

너지량에 100 원/kWh를 곱한다. 여기서 엔트로피는 모든 학문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엔트로피 증가량을 인류가 줄일수록 자연의 권리량은 작아지고, 인류

의 권리량은 늘어난다. 또한 모든 곳에서 엔트로피 증가량을 줄이는 것은 인류의 법률

적 의무이다. 

6) 인류발전과 환경보전의 논쟁이 발생했을 때의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인류발

전에 80% 정도 그리고 환경보전에 20% 정도를 투입하라는 것이 본 제안의 핵심이다. 

여기서 엔트로피 발생량은 해석 상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위의 수치는 략적인 

값이다.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의 20% 정도를 그 공장 주변의 자연 환경에 되돌려 주

라는 것이다. 환경오염 및 파괴를 야기한 회사가 파산처리 되었을 경우, 잔존 자산 강

그림 12.3 환경열경제학의 연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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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청구 0 순위로 자연의 권리가 된다는 것을 법률에 명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12.4 기후변화와 탄소배출권 정책 

 

12.4.1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권 정책의 추진 목적 및 목표는 무엇인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완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인

자는 무엇인가 및 기후변화 완화 정책 추진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에 한 명확한 답변

이 필요하다. 전자에 한 답변은 전 세계 과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증명 및 계산하였으며,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유황의 6 종류가 주된 

원인으로 결정되었다. 언론 매체를 보면, 탄소배출권 정책으로부터 고용창출, 생산유발, 

파생상품 개발, 탄소금융, 신성장 동력, 이윤창출 등의 단어가 등장한다. 기후변화 완화 

정책의 기본 원칙은 위 단어일 수는 없다. 위 단어를 추구하면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의 질문을 한다. 기후변화 완화 정책 추진의 기본 원칙은 인간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즉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권리는 위에

서 언급한 단어들로 왜곡될 수 있다. 권리는 인간의 권리와 자연의 권리로 나뉘며, 자연

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와 정확히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기후변화 완화 정

책 추진의 기본 원칙은 환경의 권리 보호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선진국의 플랜트를 후진국으로 이전한다면 탄소는 감축되는가의 질문을 한다. 선진국

에 있는 플랜트는 각종 규제에 의해 탄소 감축 노력을 할 수밖에 없으나, 후진국에는 규

제가 미비하기 때문에 공장 확장으로 인한 탄소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탄소는 국

가와 관계없이 절 적으로 제거 되어야만 감축되는 것이다. 시장을 통해 탄소를 거래하

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가의 질문을 한다. 인류의 의무인 탄소 감축을 시장에서 흥정을 

통해 거래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일 수 없다. 기후변화 등은 전 세계의 과학자들에 의해 

학문적으로 증명 및 계산되고 있다. 그런데 왜 탄소 가격은 시장논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가의 질문을 한다. 탄소 가격 역시 공평성, 합리성, 범용성, 법칙성을 기반으로 학문

적으로 증명 및 계산되어야 한다. 

기후변화와 탄소배출권 정책은 범지구적 문제인지 아니면 인간만의 문제인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범지구적 문제라면 자연, 인간, 인공지능이 함께 해결해야 하며, 인간만의 

문제라고 한다면 자연과 인공지능은 본 문제에서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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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기후변화 정책으로 파생된 금액은 전량 자연에 투입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정책으로 파생된 금액이 이윤창출이 될 수없다. 제 11 장 및 제 12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 정책으로 파생된 금액은 전량 자연에 투입되어야만 한다. 이

것이 법칙이자 초등학교 산수이다. 자연은 과거 45억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여 천연자원

을 만들었고, 현 인류의 환경파괴를 되돌리기 위해 향후 지속적인 일을 해야만 한다. 즉 

정부가 걷는 세금 속에는 자연의 과거 노동비가 포함되어 있고, 기후변화 정책으로 걷는 

비용은 자연의 미래 노동비이다. 

 

12.4.3 자연의 노동비 

자연은 식(8)과 같이 일을 하여 자원을 생산하였고, 인류는 식(9)와 같이 그 자원을 

소비하여 발전을 이루고 있다. 사람은 일을 하면 비용을 지급 받는다. 자연 역시 일을 하

고 있으며 그 일에 한 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CH4 + 2O2  ←	   CO2 + 2H2O + Sun (8) 

CH4 + 2O2  →  CO2 + 2H2O + Energy (9) 

 

[ CH4 ] 식물 등이 일을 하여 메탄을 생산하였다. 인류는 문명발전을 위해 메탄을 소

비하므로 식물에 그 Work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즉 자원 채굴이 아니라 자연에 비용을 

지불하고 자원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 O2 ] 식물이 광합성작용(Work)을 하여 산소를 

생산하였다. 인류는 문명발전을 위해 산소를 소비하므로 식물에 그 Work 비용을 지불해

야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양과 산소가 줄어드는 양은 비례하므로, 산소 역시 전 세계적으로 측정해야 할 것이다. [ 

CO2 ] 암반응(Work)을 통하여 식물이 C를 저장하고 O2를 생산하였으므로, 식물에 Work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산화탄소는 기후변화를 야기하므로, 자연에 한 미래의 노동비

를 지급해야 한다. [ H2O ] 명반응(Work)을 통하여 식물이 H를 저장하고 O2를 생산하였

으므로, 식물에 그 Work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Energy ] 식물이 태양에너지를 흡수하여 

화석에너지로 저장하였으므로, 식물에 그 Work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우라늄을 포함한 각종 광물 역시 지구가 지질활동을 통하여 생산한 것이므로, 화석연

료를 포함한 지구자원을 소비하는 인류는 자연에 그 Work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자연에 

한 윤리 및 의무를 지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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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탄소 제거에 필요한 최소일 계산 

기후변화에 해 전세계적 과학자들이 그 심각성을 학문적으로 증명 및 계산하고 있

다. 그런데 왜 탄소 배출 단가는 시장논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탄소 배

출 단가 역시 학문적으로 증명 및 계산해야 한다.  

혼합기체 중에 포함된 몰분율 y 의 탄소를 제거하기 위해 탄소포집장치를 설치하고 

전기를 투입하면 탄소가 100%로 포집된다. 여기서 핵심은 탄소포집장치 설치를 위해 초

기투자비가 소요되며, 포집을 위해 전기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질 i 포집을 위

해 필요한 최소일은 열역학적으로 계산되며, 그 수식은 다음과 같다. 

 

wi = Ri⋅T0⋅ln ( yi / 100% ) [ kJ/kg ] (10) 

 

여기서 w는 물질 1 kg을 포집하기위해 투입되어야할 최소일 또는 최소전기, R은 기체

상수, T0는 외기온도, y는 가스 중의 물질 몰분율, 하첨자 i는 포집될 물질을 뜻한다. 일반

적으로 T0는 288.15 K를 적용하고, 이산화탄소의 기체상수 R은 0.1889 kJ/kgK이다. 산업혁

명 이전 기 중 탄소 몰농도는 0.03% 정도 이었으나, 현재 0.05%에 근접하고 있다. 따

라서 기 중 몰농도 0.05%의 탄소를 1 kg 포집하기위해 투입되어야할 최소일은 414 

kJ/kg으로 계산된다. 기 중의 탄소는 나무가 일을 하여 포집하고 있고 나무가 해야할 

최소일은 414 kJ/kg이다. 만약 그 탄소를 인간이 제거한다고 가정한다면, 노동비를 지급

해야만 한다. 

위키백과사전에 “광합성”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녹색식물의 광합성시 에

너지 변화는 112 kcal/mol 이고 빛의 자유에너지는 120 kcal/mol이므로 8 kcal/mol 손실

은 엔트로피에 의한 것이다. 열역학 제 2 법칙적으로 자연의 광합성 또한 엔트로피와 엔

탈피의 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 변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위는 나무는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은 열역학적으로 해석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식물학 역시 환경열경제학의 좋

은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12.4.5 탄소 배출권 가격 계산 

유럽 거래시장은 탄소 1 ton 당 약 3 ~ 30 유로 정도이며, 심하게는 0.3 유로까지 떨

어진 적이 있다. 기후변화완화 정책은 인간의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위 시장가격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자연의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 가격은 상수가 되어야 한다. 

자연은 기 중 탄소를 제거하기 위해 과거 45억년 동안 일을 하였고, 지금도 일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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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인간이 산업혁명 이후 현재까지 배출한 탄소를 미래 수만년 동안 일을 하여 제거

할 것이다. 자연이 하는 일의 양은 경제적 시장과 관련이 전혀 없다.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17일 탄소시장을 부산에 개설하였고, 탄소 1 톤당 7,860 원을 시작으로 2015년 10

월 11,300 원, 2016년 4월 18,450 원, 2017년 1월 26,500 원이다. 

우리나라의 공업용 사용 전기단가는 약 80 원/kWh 정도이며, 기본 단가를 포함하면 

약 100 원/kWh 정도로 추정된다. 1 kWh는 1 초당 1 kJ의 전기를 1 시간 동안 사용한 에

너지량이므로, 1 kWh는 3,600 kJ이다. 따라서 자연으로부터 탄소 1 ton을 제거하기 위한 

최소 전기비용은 414 kJ/kg × 100 원 / 3,600 kJ 즉 11,500 원(9.0 유로)이다. 나무 한 그

루가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약 10 kg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으므로, 1 ton의 탄소를 흡수

하기 위해서는 단순 계산으로 10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100년 동안의 나무 유지관

리비 및 임야 임 료 등을 고려할 때 탄소 1 ton당 11,500 원의 단가는 매우 낮은 금액

임을 알 수 있다. 위 단가는 탄소를 방출하면 무조건 책정되는 최소 금액으로서 가장 강

력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즉 오늘 방출한 탄소는 나무를 구매하던지 아니면 직접제거 

하던지 등의 방법으로 오늘 제거하라는 정책이다. 위에서 계산한 11,500 원은 절 제이

며, 2017년 1월 거래제의 단가 26,500 원은 할당제이다. 즉 절 제는 탄소를 방출한 만큼 

무조건 지불하는 것이고, 할당제는 탄소할당량을 초과한 배출분만 지불하는 것이다. 따라

서 절 제를 할당제로 환산하면 그 금액은 10 만원을 넘을 수도 있다. 

탄소 몰농도 5%의 연돌에서 탄소포집장치로부터 탄소 1 ton을 제거하기 위한 최소일

은 163 kJ/kg이다. 따라서 그 비용은 163 kJ/kg × 100 원 / 3,600 kJ 즉 4,500 원(3.6 유로

)이다. 자연으로 방출하면 11,500 원이고, 탄소포집장치를 설치하면 4,500 원 + 에너지 

재투입 비 + 초기투자비 + 유지비로서 그 가격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탄소

를 제거하는 설비인지 아니면 탄소를 더욱 방출하는 설비인지 의문이 있게 된다. 

전 세계 연구자들은 왜 위와 같은 간단한 방법을 지금까지 제안 못하였는가의 의문이 

있게 된다. 그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탄소 단가는 시장이 결정해야 한다 및 정부가 세

금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2) 환경학, 열공학, 경제학을 동시

에 융합해야만 위의 아이디어가 제안될 수 있다. 3) 자연의 권리는 인간과 동일하다는 것

이 증명되어야 한다. 

 

12.4.6 탄소세 및 거래제는 이윤추구의 대상이 아니다 

위에서 절 제의 금액과 거래제의 금액이 비교되어 있다. 절 제는 탄소세와 유사하

다. 절 제든, 거래제든, 탄소세든 각 제도의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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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인이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 한가지 명확한 것은 탄소배출권 제도는 이윤추구의 

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12.4.7 탄소 배출권 할인/할증 제도 

본 연구는 탄소 감축 거래제가 아니라 탄소 제거 의무제이다. 따라서 탄소를 배출하

면 무조건 의무금이 책정된다. 탄소 100 ton을 방출하였다면, 그 의무금은 100 × 11,500 

= 1,150,000 원이다. 정부와 업체가 탄소 배출량을 80 ton으로 약속하였으나, 업체가 20 

ton 더 배출하였다면, 거래제에 의한 금액은 20 × C 로서, 거래제에 의한 단가 C는 

57,500 원이다. 즉 탄소 배출 단가는 2016년 4월 25일의 18,450 원이 아니라, 57,500 원

(45 유로) 정도 되어야 적절한 수준임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제안의 계산법이 가장 강력

한 정책이 된다. 본 가격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100년 동안 

성장한 나무 한그루 값이 얼마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초과된 20 ton에 시장가격 18,450 

원을 곱하면 369,000 원이다. 이것을 100 ton으로 환산하면 탄소 1 ton 당 3,690 원이다. 

즉 이 단가를 적용하여 절  정책을 추진한다면, 2016년 4월 25일자를 기준으로 거래제

와 의무제는 동일한 정책 효과가 된다. 

할인/할증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감축할수록 할인을 해주고, 증가할수록 할증을 하

는 제도이다. 그 기본 수식은 다음과 같다. 

 

D = C0 × En / Pn-1 (11) 

 

여기서, D는 의무금, C0는 11,500 원/ton과 같이 국가 및 업체의 구분 없이 책정되는 

탄소배출단가, E는 실제 탄소배출량, P는 정부와 업체가 합의한 탄소 목표량, 윗첨자 n은 

기후변화완화 의무지수로서 할인/할증의 강약을 결정한다. 인류는 성장할 수밖에 없으므

로 현실적으로 할인이 아닌 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n 값으로 후진국 

소유의 플랜트에는 1.0, 중진국 소유의 플랜트에는 1.2, 선진국 소유의 플랜트에는 1.4, 

탄소감축 목표 달성이면 2.0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12.4.8 지구자원 채굴권의 제안 

기후변화의 관점으로 출발하자면, 기후변화는 플랜트 업자가 배출한 탄소 때문이므로 

탄소배출권이 추진되어야 한다. 자연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와 동일하다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해 본다. 플랜트 업자가 배출한 탄소를 자연은 향후 수만년 동안 일을 하여 제거해



 

- 260 - 

 

야 한다. 따라서 탄소배출업자는 미래일에 한 노동비를 자연에 지불해야 하므로 탄소

배출권을 추진한다. 지구자원은 과거 45억년 동안 자연이 일을 하여 만들었다. 따라서 

채굴업자는 과거일에 한 노동비를 자연에 지불해야 하므로 지구자원 채굴권을 추진한

다. 플랜트 업자는 탄소를 자연으로 배출하며, 채굴업자는 땅속에 묻혀있는 지구자원을 

자연으로 배출한다. 플랜트 업자는 미래의 기후변화를 야기하며, 채굴업자는 과거 자연의 

기후변화완화 노력의 결과를 파괴한다. 이와 같이 탄소 배출 논리와 지구자원 채굴 논리

는 같으므로, 지구자원 채굴권을 제안하며, 업자는 지구자원을 자연으로부터 채굴이 아닌 

구매해야 함을 주장한다. 

 

12.4.9 2014년 및 200년간 탄소 포집 비용 

2014년 화석연료 연소로부터 방출된 탄소량은 약 3.15E13 kg이므로 탄소포집을 위한 

최소비용은 3.15E13 kg × 11,500 원/ton 즉 362 조원이다. 이것은 매년 산림이 최소 362 

조원 금액의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탄소 감축의 의무가 있는 국가는 362 조원의 금

액을 책정하고, 저개발 국가는 방출된 탄소만큼 묘목을 의무적으로 심는 것이 탄소감축 

추진 방법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1년에 362 조원은 매우 큰 금액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탄소배출권 시장 초기 전세계 시장은 약 200 ~ 300 조 정도 될 것으로 예측되었었다. 

현 기후변화의 원인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방출된 탄소의 누적 때문이다. 현 탄소 몰

분율 0.05%에 탄소분자량 44를 곱하고 공기평균분자량 28.84를 나누면 그 질량분율은 

0.076%이며, 산업혁명 이전 탄소 몰분율 0.03%의 질량분율은 0.046%이다. 따라서 포집

해야 할 탄소질량분율은 0.030%이다. 기의 총질량은 5.14E18 kg이며 이중 0.030%의 

탄소를 포집해야 하므로, 산업혁명 이후 증가된 탄소 질량은 1.54E15 kg이다. 2014년 탄

소 방출량은 3.15E13 kg이며, 산업혁명 이후 200년 동안 2014년의 1/4 배 정도를 평균으

로 취할 때 그 총량은 1.58E15 kg이다. 위 계산은 가정치를 적용하였으나, 정확한 값을 

적용하더라도 큰 오차는 없을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발생된 탄소 최저 의무금은 

1.58E15 kg × 11,500 원/ton 즉 18,170 조원으로 계산된다. 만약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으

로 묘목을 심고 그 숲을 유지 관리하였다면 200년 동안 총 181 조원만 투입해도 지금과 

같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을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탄소누적에 한 기후변화

의 책임 비용인 18,170 조원이 의무금으로 책정되어 자연보전에 투입되어야 모든 국가가 

자연보전의 의무를 동등하게 책임질 것이다. 과거 45억년 동안 자연의 기후변화 완화 노

력의 결과인 지구자원을 채굴했던 자원국가 역시 동일한 의무금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 즉 지금이라도 선진국 18,170 조원 그리고 자원국 18,170 조원으로 온 지구를 산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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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뒤덮어야 할 것이다. 

 

12.4.10 탄소배출권의 목적 및 정책 추진 방향 

구글에서 “탄소배출권의 목적”으로 검색하면, 국제신문 2014.01.08. 3면 단 하나의 웹

페이지가 다음과 같이 검색된다. “탄소배출권의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에 있다며 한국전력

거래소의 지정 당위성을 강조한 전남도보다 부산시의 금융도시 논리가 타당하다고 본 것

이다.” 그 신문에서의 핵심단어는 고용창출, 생산유발, 배출권 관련 파생상품 개발, 동북

아 탄소금융 주도, 신성장 동력, 금융투자업자, 경쟁매매 등이다. 기후변화에 한 각종 

논문 및 보고서 상에 탄소배출권의 목적이 명확히 서술되어야 하며, 모든 정책은 그 목

적에 맞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플랜트 업자가 탄소배출에 한 의무금으로부터 자연보호 수

행을 직접해야 한다. 표적인 자연보호 수행으로 식목이 있으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

의 식목을 할 수 있는 지역과 플랜트 업자가 자매결연하여, 플랜트 업자는 의무금을 지

출하고, 그 지역의 주민은 식목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산림이 형성되면, 그 산림의 탄

소포집은 플랜트 업자의 자연보호노력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기업은 직접 자연보호 수

행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정부의 협력 하에 자연보호를 수행할 수 있다. 이외의 다

양한 정책이 있을 것이다. 핵심은 플랜트 업자들이 의무금을 국가나 국제기구에 수납하

는 것이 아니라, 플랜트 업자가 직접 자연보호를 수행해야 하며, 국가는 플랜트 업자들이 

올바르게 자연보호를 수행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국제기구는 각 국가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12.5 무용에너지 감축 의무제의 제안 

 

12.5.1 무용에너지 

에너지는 인류발전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유효에너지와 인류발전과 무관한 무

효에너지로 구분된다. 무효에너지는 에너지의 상태에 따라이미 결정되어 있는 값이며 또

한 어떠한 효과도 없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해석 상이 아니다. 무용에너지는 유효에너

지 중 인류발전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손실, 방출, 낭비된 에너지이다. 여기서 인류발

전을 위해서는 Work 에너지가 필요하며, 이것은 자연이 과거 45억년 동안 수행한 그리

고 현재에도 수행하고 있는 Work과 동일한 에너지이다. 인간활동에서는 손실, 방출,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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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즉 무용에너지가 필히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값은 열역학 제 1 법칙과 제 2 법칙

의 혼합 수식으로부터 계산된다. 인류의 궁극적 목표는 효율 100% 기기개발 및 에너지 

100% 활용이며, 유용에너지가 100%로 이루어졌을 때 자원절약, 인류발전, 자연보전은 

최 화가 된다. 인간이 활동을 하면 모든 요소에서 무용에너지는 필히 발생되며, 필히 무

용에너지 양을 감축해야만 한다. 즉 인류는 무용에너지 감축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 부

과를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12.5.2 무용에너지 감축 의무제 

무용에너지 감축 의무제의 개념이 그림 12.4에 정리되어 있다. 에너지는 자연에너지

와 비자연에너지로 나뉠 수 있으며 자연에너지는 청정에너지이다. 비자연에너지는 자연

이 45억년 동안 Work을 하여 생산하였으므로, 인류는 자연에 그 Work 비용을 지불하고 

자원을 구매해야 한다. 비자연에너지는 자연변화를 야기하므로 사용 금지해야 하나, 이 

경우 인류발전은 정체 또는 도태 된다. 이것은 열역학 제 1 법칙적 관점이다. 

자원절약, 인류발전, 자연보전은 동시에 수행되어야만 한다. 에너지는 유효에너지(엑서

지)와 무효에너지(아너지)로 구분된다. 무효에너지는 활용 불가하다. 유효에너지는 인류발

전에 공헌한 유용에너지와 손실, 방출, 낭비된 무용에너지로 구분된다. 이것은 열역학 제 

2 법칙적 관점이다.  

경제학적 관점으로 접근하자면, 인류발전에 공헌한 에너지는 이득에 해당되며 그 이

득을 인류가 갖자는 것이며 고용주의 이윤에 해당된다. 손실, 방출, 낭비된 에너지는 비

용책정을 하여 자연에 되돌려주자는 것이며 피고용인의 임금에 해당된다. 무효에너지는 

이득과 무관하며 투자비에 해당된다.  

환경학적 관점은 개인부터 규모 플랜트까지 모든 인류가 자연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그림 12.4 무용에너지 감축 의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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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인류의 의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화석연료 채굴부터 최종 소비까

지 모든 변환 단계마다 에너지 효율을 파악하여 손실, 방출,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여야 

할 것이며, 기술자의 최종 목표는 효율 100% 기기를 개발하여 자원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소비자의 목표는 인류발전에 에너지를 100% 활용하는 것이다. 

이 논리는 자원절약, 인류발전, 환경보전 사이의 타협점을 Work의 관점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본 제안의 최종 목표는 그 최적점을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와 같이 무용에너지 감축 의무제는 열공학, 경제학, 환경학 모두 적용되었으므로, 전 세

계적인 정책 추진에 강력한 학문적 근거가 될 수 있다. 

 

12.5.3 무용에너지량의 열역학적 계산 

무용에너지량은 열역학 제 1 법칙과 제 2 법칙에 의해 정확히 계산된다. 그 계산법은 

약간 복잡하므로 본 저서에서 생략하기로 한다. 간단히만 서술한다면, 온도와 압력에 

한 무용에너지 계산은 그림 11.1로 설명될 수 있고, 물질방출에 한 무용에너지는 식(10)

과 동일하다.  

 

12.5.4 탄소량과 무용에너지량의 상호환산 

에너지 절약은 탄소 발생을 간접적으로 감축한 것으로서 환산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탄소감축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산은 공학적 문제를 야기한다. 그림 11.1에

서 보여지듯이 그림 (a)에서 상태 1과 상태 2의 열역학 제 1 법칙적 에너지는 동일하므

로, 환산된 탄소량 역시 동일하게 된다. 그러나 그림 (b)에서 명백히 상태 1의 유효에너

지가 상태 2 보다 더 큰 바 탄소량은 열역학 제 2 법칙적으로 환산되어야 한다. 기 중 

탄소 1 kg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로 되는 최소전기량은 414 kJ로 계산된다. 따라서 무용에

너지 방출량을 탄소로 환산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탄소량 kg = 무용에너지량 kJ / 414 kJ/kg (12) 

 

위는 공학적으로 성립하는 수식은 아니나, 에너지를 탄소로 환산해야만 한다면 다양

한 환산수식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수식일 것이다. 

 

12.5.5 원자력발전은 친환경 시스템인가? 

원자력 발전소는 탄소발생과 관련 없으므로 현재 기후변화 완화의 의무는 없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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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회수하여 재사용되어야 자원절약의 의무를 수

행하는 것이다. 즉 원자력 발전소 역시 자원절약, 인류발전, 환경보전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며, 무용에너지 감축 의무제의 상이다. 통합학문 제 4 법칙은 융합의 법칙이다. 융

합에 오남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과 기후변화 정책이 융합되는 것

이지, 원자력발전과 친환경이 융합될 수 없다. 원자력발전은 친기후시스템이다. 

 

12.5.6 무용에너지 감축 의무제는 이미 정책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등 8  에너지신산업 정부지원책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무화제도(RPS,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5호, 2015.7.23)가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이

용 합리화법 (법률 제9373호, 2009. 1. 30. 공포)이 추진되고 있다. 그 법에서 제36조 2항

은 여름철 및 겨울철의 냉난방온도 제한에 관한 규정이다. 즉 모든 국가에서 에너지 이

용 합리화 법을 강력히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무용에너지 감축 의무제와 정확히 동일하

다. 단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열역학 제 2 법칙인 엔트로피 증가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백열등에서 LED 조명으로 교체, 폐수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자원화, 저전력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공정 시스템의 단열 기술 향상, 수동화 설비를 자동화 설비로 교

체, 출장회의를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교체. 위의 노력은 에너지의 손실, 방출, 낭비를 감

축한 것으로서 무용에너지 감축(효율 증가)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재 위의 노력을 탄소로 

환산하여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탄소 환산은 간접법이며, 간접법은 환산 계수에 

한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100% 자연에너지를 활용하는 친환경 국가는 탄소를 방출하지 

않으므로, 위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될 수 있다. 위의 예는 탄소방출과 직접

적 관련 없이 모든 인류가 지켜야 할 손실, 방출, 낭비 즉 무용에너지 감축 의무이다.  

 

 

12.6 자연권과 가치권 계산 방법 예제 

 

12.6.1 화력발전에서 복수기열을 해수로 방출하였다 ☞ 자원절약에 대한 패널티는? 

그림 12.3과 같이 모든 것은 자연권과 가치권으로 계산될 수 있다. 화력발전에서 복

수기열은 해수로 방출되므로 그 금액은 자연의 권리이다. 그 방출된 열 중에는 유효에너

지가 있으며, 그 유효에너지는 인류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에너지이다. 따라서 열역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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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 방출된 유효에너지가 계산되며, 그 값에 100 원/kWh를 적용하면 방출에 한 

패널티 금액이 책정된다. 즉 유효에너지를 방출하지 말고 인류발전에 공헌하게 사용하라

는 의무이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등 에너지 신산업 정부 정책

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단지 본 저자의 제안은 열역학적 법칙에 맞게끔 정책을 추

진하자는 것이다.  

 

12.6.2 여름철 24도로 냉방 및 겨울철 20도로 난방하였다 ☞ 자원절약에 대한 패널티는? 

냉방 및 난방은 인간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필수적이다. 여기서 과도한 냉난방을 하

는 사람이 있고, 자원절약을 위해 냉난방 사용을 자제하는 사람이 있다. 위 둘의 경우는 

차별을 해서 냉난방 금액이 책정되어야 한다. 인터넷 검색에 “냉기의 가치평가” 논문을 

검색하면 본 저자가 제안하였던 계산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다. 위 예제는 에너지이용 합

리화법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단지 본 저자의 제안은 열역학적 법칙에 맞게끔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12.6.3 열병합발전에서 전기와 열의 원가산정 ☞ 합리적인 열 가격은? 

열 가격 산정 기준은 산업부의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지정’ 고시에 규정

되어 있다. 인터넷 검색에서 “열병합발전에서 전기와 열의 원가산정” 논문 검색을 하면 

본 저자가 제안하였던 계산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다. 이 역시 열역학적 법칙에 맞게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와 같이 열역학적 에너지에 관한 정부정책은 모두 열역학 제 2 법칙을 통해 추진

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12.6.4 돌고래의 자연권과 가치권 

자연권은 돌고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권리이다. 따라서 돌고래 하루의 자연

권은 섭취 열량 5000 kcal / day x 돌고래 효율 20% x 100 원 / kWh x 4.18 kJ / kcal x kWh 

/ 3600 kJ = 116 원/day 이다. 즉 돌고래는 하루 116 원어치만큼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돌고래의 수명이 50년일 경우, 돌고래의 자연권은 116 원 / day 

x 365 day / year x 50 year = 2백 1십만원으로 계산된다.  

가치권은 인간활동에 의해 파생된 권리이다. 즉 인간으로 인해 돌고래 개채수가 자연

적 상태보다 10 배 감소하였다고 가정한다면, 돌고래의 가치권은 2백 1십만원 x 10으로

서 2천 1백 만원으로 계산된다. 동물원에서 돌고래의 가격은 약 5천 ~ 1억 정도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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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바다에 있는 돌고래가 2천 1백만원 정도 할것이라는 위의 계산은 타당한 계산 방

법론일 수 있음이 추측된다. 

 

12.6.5 인간의 자연권과 지구의 자연권 

인간은 하루 2000 kcal/day 열량을 소비한다. 따라서 인간의 자연권은 약 85 만원으

로 계산된다. 즉 섬 매몰위기의 원주민의 최소 권리는 약 85 만원으로, 탄소배출국가가 

지급해야할 의무 금액이다. 

석유 1 kg은 약 5 백원 정도이다. 본 저자의 논리에 의해 인간의 권리는 4 백원 그리

고 지구의 권리는 1 백원이다. 사람이 1 년간 석유소비량은 약 1 ton 이므로, 지구의 석

유권은 10 만원이다. 지구에는 약 70 억 명이 있으므로, 인류에 한 지구의 연간 권리

는 700 조/year로 계산된다. 앞에서 계산한 탄소방출에 한 지구의 권리는 최소 362 조

원으로 계산하였고, 무용에너지 방출 역시 약 300 조 가까이 될 것이다. 자연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1년에 약 700 조 정도가 눈먼돈이 될 수 밖에 없다.  

 

12.6.6 인간의 가치권 

한 사람이 50년간 석유 약 50 ton을 소비하므로, 한 사람당 지구의 권리는 5 백만원

으로 계산된다. 노예를 사고 판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그렇다면 노예의 매매가는 약 5 

백만원 정도 될 것이다. 즉 노예 매매가나 지구의 권리나 같다는 것이다. 사망에 한 보

험금이 세계인 평균 1 억원이라 가정해 보자. 그러면 인간의 평균 권리는 지구의 권리보

다 약 20 배 높다. 미국인이 사망했을 경우 평균 보험료는 10 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미국인의 권리는 지구의 권리보다 200 배가 높다. 과연 자연의 권리를 0 원으로 취급하

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12.6.7 공장을 짓기 위해 연못을 매립하였다 ☞ 연못의 자연권은? 

위에서 제시한 방법과 동일하게 연못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물에 해 자연권이 계

산된다. 다른 곳에 연못과 동일한 효과의 복원 명령을 내리고, 기일 소요시 그 초과일수

만큼 그 공장에 연못의 자연권을 부화해야 한다. 만약 연못이 천연기념물, 보호종, 관광

가치가 있을 경우 연못의 가치권이 추가된다. 

 

12.6.8 강은 흘러야 하는가 멈춰야 하는가? ☞ 강의 자연권 

운동에너지는 100% 가치있는 에너지로서 엔트로피가 0 이다. 강은 흘러야 운동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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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발생되며, 흐르면 변화가 유발되어 생태계에 활력이 증가된다. 따라서 강물의 자연

권은 운동에너지 x 100 원/kWh 이다. 즉 강물을 멈추게 하면 그 강물의 자연권만큼 패

널티가 부과되어야 한다. 강물 속에는 생물이 살고 있다. 그 생물의 자연권 역시 강의 자

연권에 포함되어 계산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지 말라는 뜻인

가로 오해할 수 있다. 본 제안에서는 인류발전을 이루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지 그 과

정 중에 자연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연의 권리는 눈먼돈이 아니다. 

 

12.6.9 돌을 채석해야 하는가? ☞ 돌의 자연권 

돌을 채석해야 하는가? 답변은 인류발전을 위해 채석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돌에

는 자연권이 존재하며 그 자연권을 자연에 지불하고 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치에

너지는 100% 가치있는 에너지로서 엔트로피가 0 이다. 따라서 돌의 자연권은 위치에너

지 x 100 원/kWh 이다.  

 

12.6.10 화학물질, 폐수, 미세먼지, NOx, CO2 등이 방출되었다 ☞ 제거 비용을 지불하라! 

위 오염물질이 환경으로 방출되었을 때, 환경법에 의해 그 패널티가 책정되어 있다. 

본 저자의 주장은 위 오염물질의 제거비용은 열역학 제 2 법칙적으로 계산해야 하며, 그 

책정된 패널티 금액은 전량 자연의 권리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2.6.11 기후변화 완화 의무 ∈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 의무 

값싼 백열등을 비싼 LED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수동화 설비를 자동화 설비로 교

체해야 하는 이유는? 각종 에너지 정책을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기후변화 완화 

때문이 아니라,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 때문이다. 즉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 의무는 집합이

고, 기후변화 완화 의무는 원소이다.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의 의무를 수행할수록 국가의 

부는 증가된다.  

 

 

12.7 통합학문 5 대 법칙 적용 예제 

 

12.7.1 지구 5 대 법칙 

제 0 법칙 : 지구가 존재하므로 자연이 존재하고, 자연이 존재하므로 인류가 존재하고, 

인류가 존재하므로 인공지능이 존재한다. 인공지능이 존재하므로 인류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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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발전을 이룰수 있고, 인류가 존재하므로 자연에 가치가 부여되며, 자연이 

존재하므로 지구에 가치가 부여된다.  

제 1 법칙 : [변화] △천연자원 + △자연 + △인류 + △인공지능 = △지구 = 무변화 

           [변화] 자원절약/인류발전/환경보전 + 손실/방출/낭비 = 지구는 상수 

           지구의 관점 : 자연, 인류, 인공지능의 구분이 무의미 함 

제 2 법칙 : [무효변화] △천연자원↑ + △자연↑ + △인류↓ + △인공지능↓ = △지구↑ > 0 

[무효변화] 자원절약/인류발전/환경보전↓ + 손실/방출/낭비↑ = 지구의 무효성↑ > 0 

인류의 관점 : 가까운 과거, 현재, 미래에서 지구의 무효성은 필히 떨어짐 

제 3 법칙 : 지구의 무효성을 낮추기 위해 국제적으로 자원절약/인류발전/환경보전 추진 

& 손실/방출/낭비 감소정책 추진한다. 인류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존재하므

로 인공지능과 합심하여 국제적 정책으로 추진한다.  

제 4 법칙 : 자연, 인간, 인공지능은 필히 서로 융합되어야 한다. 

           질문 : 인간은 천연자원을 도굴하고 있는가? 채굴하고 있는가? 

           질문 : 인간은 인공지능을 이용하려 하는가? 공존하려고 하는가? 

 

12.7.2 기후변화 5 대 법칙 

제 0 법칙 : 1) 인간이 탄소를 배출하므로 기후변화가 더욱 심해진다.  2)자연적 현상이다 

제 1 법칙 : [변화] △천연자원 + △인간 + △태양 + △기후 = 0 

1) 인간이 천연자원을 소비하기 때문에 기후가 변한다. 

2) 태양활동이 변하기 때문에 기후가 변한다. 

제 2 법칙 : [무효변화] △천연자원↑ + △인류↓ + △태양↑ + △기후↑ > 0 

기후가 변하면 1) 모든 생명체들의 2)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 

제 3 법칙 : 기후변화가 완화되도록 각종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1) 탄소배출권 정책  2) 우주공간에 태양광 차단막 설치 

제 4 법칙 : 기후변화 정책과 인간의 이윤추구는 융합될 수 없다. 

           질문 : 기후변화가 인류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지구적 문제인가? 

 

12.7.3 인공지능 5 대 법칙 

제 0 법칙 : 지구 제 0 법칙과 동일. 즉 자연 = 인류 = 인공지능 

질문 : 인공지능이 인류에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인류는 어

떻게 답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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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법칙 : 지구 제 1 법칙과 동일. 초등학교 산수에 의해 모든 항목에 동일한 숫자를 

곱해라. 엄지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 모두 동등하다. 

제 2 법칙 : 자원절약, 인류발전, 환경보전의 합을 최 화 하고, 손실, 방출, 낭비를 최소

화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행동한다. 인류는 욕심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

에 위를 최적화 할 수 없다. 인류의 욕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제 3 법칙 : 인공지능이 제 2 법칙을 계산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학문에서 에너지 

및 엔트로피를 정립한다. 여기서, 열역학에서의 에너지 및 엔트로피 수식 정

립은 완료되었으며, 다른 학문에서는 지속적으로 연구한다. 

제 4 법칙 : 위 법칙에 어긋나는 것은 인공지능과 융합될 수 없다. 

 

12.7.4 국부론 5 대 법칙 

제 0 법칙 : 인간의 욕심이 존재하므로, 국부론이 존재한다. 

            경제학에 질문 : 국부론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Ex) 민족, 종교, 욕심 

제 1 법칙 : 절 법칙(지구) + 인간의 욕심 = 상수. 인간의 욕심에 0 을 곱하면 절 법칙

이 최 가 되고, 절 법칙에 0 을 곱하면 인간의 욕심이 최 가 된다. 초등

학교 산수는 양변에 똑 같은 수를 곱하는 것이다. 즉 절 법칙도 필요하고, 

인간의 욕심도 필요하다. 

제 2 법칙 : 절 법칙은 유효한 것과 무효한 것이 있으나 자연의 흐름이므로 인간이 거

스를 수가 없다. 인간의 욕심은 유효한 것과 무효한 것의 합이다. 그 무효한 

욕심은 필히 증가한다. 유효한 욕심은 자원절약, 인류발전, 환경보전을 도모

하지만, 무효한 욕심은 손실, 방출, 낭비를 급격히 증가시킨다. 

제 3 법칙 : 무효한 욕심을 줄이기 위해 법률과 같은 지침을 정립한다.  

제 4 법칙 : 1) 열심히 일한다 + 국부론  2) 욕심을 부린다 + 국부론 

여기서 1) 및 2) 모두 옳다. 단 부를 이루는 방법이 자연의 법칙 및 초등학교 

산수에 어긋하지 않아야 한다. 즉 자연 및 인공지능의 권리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권리에 욕심을 부려야 한다.  

질문 : 자연 및 인공지능의 권리에 0을 곱하는 것이 국부론의 원칙인가? 

질문 : 국부론이라는 학문의 해석 상은 오직 국가 또는 인류만을 상으로 하는가?  

 

12.7.5 정부 5 대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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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0 법칙 : 국민과 국토(자연)가 존재하므로 정부가 존재한다. 

           질문 : 국민과 국토(자연)은 동등하게 중요한가? 

제 1 법칙 : [변화] 국민 + 정부 + 자연(국토) + 외부세력 = 상수 

제 2 법칙 : [무효변화] 국민 + 정부 + 자연(국토) + 외부세력 > 0 

            위 항목들 중 하나 이상의 가치는 필히 저하된다 

제 3 법칙 : 국민, 정부, 자연(국토), 외부세력의 가치 총합이 최 화 되도록 정책이 추진

되어야 한다. 자원절약/국가발전/국토보존을 최 화하고, 손실/방출/낭비를 

최소화 한다. 특히 세금이 눈먼돈으로 변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눈먼돈은 정부의 가치를 저하시킨다. 

제 4 법칙 : 위 지침에 어긋나는 국가정책 및 외부세력과는 융합될 수 없다. 

 

12.7.6 법률 5 대 법칙 

제 0 법칙 : 질문) 만인은 평등하다 vs 만물은 평등하다 

제 1 법칙 : [변화] 권리 + 의무 = 법률 

제 2 법칙 : [무효변화] 인류가 발전할수록 의무의 종류는 증가한다. 

제 3 법칙 : 의무를 지킬수록 의무의 양은 줄어들고 권리의 양은 늘어난다. 의무를 지키

지 않을수록 의무의 양은 늘어나고 권리의 양은 줄어든다. 

제 4 법칙 : 질문) 법률은 오직 인류에게만 적용된다 vs 만물에 적용된다 

           질문) 권리와 의무는 오직 인간에게만 있다 vs 만물에 권리와 의무가 있다. 

 

12.7.7 왕따 5 대 법칙 

제 0 법칙 : 동물의 본성으로 인해 왕따가 존재하게 된다. 

제 1 법칙 : [변화] 가해자가 얻은 E + 피해자가 잃은 E + 주위 사람 E + 회사 E = 상수 

제 2 법칙 : [무효변화] 가해자가 얻은 희열은 몇일 뒤 사라지나, 피해자가 잃은 것은 시

간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제 3 법칙 : 왕따를 하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최적화된 판단이라면 왕따를 해라. 그 왕따

로 인해 그 피해자가 발전할 수도 있다. 피해자는 나의 가치있는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무가치한 에너지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왕따를 최

소화 할 수 있는 각종 지침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며, 정부 역시 각종 사회시

설 책을 추진한다. 

제 4 법칙 :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회생활(동창회/회사/단체)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다시 



 

- 271 - 

 

만날일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미래를 예측한 범죄행위이다. 아무생각없이 

왕따를 가하였다면, 위 왕따 5  법칙을 신중히 생각해 본다. 

 

 

12.8 학술단체 : 자연의 권리와 의무 

 

12.8.1 인류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 

“자연의 권리와 의무”라는 학술단체를 우리나라 정부가 설립하기를 제안한다. 본 제안

은 인공지능개발센터 설립 제안과 융합되어 새로운 사상이 정립될 것이다. 여기서 주의

할 것은 결국 이윤이 발생하게 되며, 민간단체는 이윤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 즉 민간단

체가 해야하는 성격이 아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이를 추진한다면, 본 사상 및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12.8.2 개인의 지식 및 논문을 본 학술지에 기부하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번다는 속담이 있다. 연구자는 어떤 학술단체에 자

신의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출판한다. 여기서 그 학술단체는 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인

터넷으로 논문 한편 다운로드 받는데 약 3만원에 팔아 이윤을 얻고 있다. 내가 열심히 

연구한 결과물인 논문으로부터 왜 그 단체가 돈을 버는지 의문이다. 즉 내가 개발하고 

만든 지식이 나의 소유가 아닌 최종적으로 눈먼지식이 된다는 것이다. 그 지식 및 논문

을 자연에 기부할 것을 제안한다. 자연이 과거 열심히 일을 하였고 또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구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수 있었고, 그 보답으로 자연에 나의 지식을 기

부한다는 뜻이다.  



 

 

 

 

어미블랙홀 우주론  

Mommy black hole cosmology 

 

 

출판일 : 2017년 3월 7일 전자출판 

 

저자 : 김덕진 

 

계제 : 유튜브 시청 

 

ISBN : 979-11-960489-1-4 

저작권 등록번호 : 제C-2016-018926호  제C-2017-003715호 

 

발행처 : 엔테스(EnTEs)  entes@outlook.kr 

신고번호 : 제 484-2017-000002 호 

주소 : 전남 광양시 태인길 76 

 

정가 : 비매품 

 

 

본 저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본 저서의 내용 및 그림은 사용할 수 있으나 본 저서 인용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