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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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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개념 '시공간 팽창도'>

 

제 논문에 있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시공간 팽창도'의 

개념이다. 이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한다. 

시공간 팽창도 : "The degree of space-time expansion"

정의 : 시간 주기와 공간 거리의 팽창 정도, 시공간에 있어서 시간 주기와 공간 

거리의 팽창 정도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성립하며 그 팽창수축 정도를 나타낸

다.

1. 움직이는 좌표계와 정지한 좌표계

"A라는 공간에서 B라는 물체가 v라는 속도로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라는 

사건을 형성하자. B라는 물체는 물체 윤곽면과 윤곽면의 내부로 B라는 물체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공간은 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시공간으로 표현 가능하다. 특수상대성이론과 일

반상대성이론에 의하여 각각의 공간은 그 위치마다 각각의 다른 시간의 흐름(시

간 주기)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사건은 A라는 정지해 있는 시공

간 좌표계와 B라는 움직이는 시공간 좌표계로 나누어지며 이 두 시공간 좌표계

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정리되어진다.

여기서 A라는 정지해 있는 시공간 좌표계와 B라는 등속관성운동을 하고 있는 

시공간 좌표계의 경계면은 B라는 공간과 결합해 있는 물체의 윤곽면에 해당한

다. 즉 B라는 움직이는 물체의 윤곽면을 경계로 정지해 있는 시공간 좌표계와 

움직이고 있는 시공간 좌표계는 둘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A라는 시공간 좌표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건들은 문제의 접근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모

두 생략하였다. 그리고 x,y,z 공간 좌표축 중 대표적으로 x좌표축만을 표현하였

다. 따라서 x좌표축은 공간 좌표축을 대표한다. 

이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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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광속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는 뮤온 입자의 경우, 움직이는 시공간 좌표계와 

정지한 시공간 좌표계의 경계면은 뮤온 입자의 윤곽면이라 할 수 있다. 뮤온 입

자의 윤곽면을 기준으로 윤곽면의 외부 시공간은 상대적으로 정지한 시공간 좌

표계가 되고 윤곽면의 내부 시공간은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시공간 좌표계가 된

다. 여기서 뮤온 자신의 공간이라는 움직이는 시공간 좌표계가 움직이는 뮤온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시공간 좌표계에 얹혀져 있다고 한다면, 즉, 상대적으로 정지

해 있는 배경 시공간 좌표계 위를 뮤온 자신이라는 시공간 좌표계가 움직이고 

있다면 이때, 정지해 있는 배경 시공간 좌표계는 뮤온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시

공간 좌표계 전체라고 할 수 있다. 

2. 시간 주기의 상대성

변형된 빛시계 모형을 통한 사고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은 변형된 빛시계 모형이 각각 정지한 시공간 좌표계와 움직이는 시공

간 좌표계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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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한 (배경) 시공간 좌표계에서 움직이는 시공간 좌표계에 놓여 있는 변형된 

빛시계 모형을 보았을 때

움직이는 시공간 좌표계에서 정지한 (배경) 시공간 좌표계에 놓여 있는 변형된 

빛시계 모형을 보았을 때

 

와 같다. 

따라서 관측자 위치에 따른 시간 주기의 팽창수축을 살펴보면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정지한 좌표계에서            :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움직이는 좌표계를 볼 때      :      정지한 좌표계를 볼 때

                                                                           

    시간 주기 팽창됨             :      시간 주기 수축됨

 

3. 로렌츠 길이 수축의 재해석

로렌츠-피츠제랄드 길이 수축이 의미하는 바는 마이컬슨 몰리 실험 결과, 흐르는 

강물과 배의 비유, 움직이는 기차에서 빛의 진행, 뮤온 입자의 이동, 로렌츠 변환

의 재해석을 통하여 볼 때, 움직이는 좌표계의 단위 길이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지한 (배경) 좌표계의 단위 길이 크기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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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를 뮤온의 이동에 적용해 볼 때

뮤온 입자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뮤온 입자의 이동 경로 

거리가 줄어드는 것(수축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뮤온 입자의 이동이라는 사건에 있어서 움직이는 시공간 좌표계와 정지

한 (배경) 시공간 좌표계의 경계면은 뮤온 입자의 윤곽면이 된다. 뮤온 입자의 

윤곽면과 그 내부 시공간이 움직이는 시공간 좌표계가 되고, 뮤온 입자의 외부 

시공간과 뮤온 입자가 놓여 있어 점유하고 있는 배경 시공간이 곧 정지한 (배경) 

시공간 좌표계가 된다. 그러므로 뮤온 입자의 이동 경로는 곧 정지한 (배경) 시

공간 좌표계가 된다. 

4. 특수상대성이론의 난점1) 

로렌츠 및 특수 상대성 이론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야는 지구

나 거울계와 같은 거시세계의 물체가 아니라, 뮤중간자나 전자와 같이 고속으로 

운동하는 입자를 다루는 소립자물리학이다. 그런데 물체의 수축이론을 소립자물

리학과 결부시켜 해석하게 되면 이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있어 이

것은 좀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정지한 관측자에 대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전자를 둥근 구(求)라고 가정하고, 그것이 실제적이건 겉보기적

이건 수축된다고 하면 소립자물리학적으로는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

다. 만약 크기를 가진 구형의 전자(고전적인 전자 반지름 r=2.818x10-13cm)가 

정지한 관측자에 대해서 수축된다면 이론상 전자는 처음과 끝, 앞이나 뒤와 같은 

부분으로 나뉠 것이고, 그러면 전자는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최소의 입자인 소

립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전자를 막스 아브라함의 이론처럼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강체(剛體)전자라고 가정하면 이번에는 완전한 강체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 위반된다. 이러한 난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오늘날의 양자전기역학(QED)에서는 전자의 수축 개념을 버렸고, 강체라는 개념

도 버렸다. 대신에 양자전기역학에서는 전자를 내부구조가 없는 점입자로 여기고 

있으며, 심지어 입자물리학의 표준모형에서는 전자와 더불어 쿼크, 중성미자와 

같은 모든 소립자들을 점입자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소립자를 점으로 가정하

면 난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모순이 발생한다. 그것은 소립자인 

전자를 점으로 가정하게 되면 쿨롱의 역제곱의 법칙으로 인하여 전자의 자기에

너지는 점에서 무한대라는 문제점이 나오고, 또한 내부구조가 없는 점입자가 로

렌츠 및 특수 상대성 이론처럼 수축될 수는 도저히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1) 인용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userId=lguj&logId=551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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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 원리

위 1,2,3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지한 좌표계에서         :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움직이는 좌표계를 볼 때   :   정지한 좌표계를 볼 때 

                              

    시간 주기 팽창됨          :      시간 주기 수축됨

    공간 거리 ???             :      공간 거리 수축됨

움직이는 시공간 좌표계에서 정지한 (배경) 시공간 좌표계를 관찰하였을 때를 살

펴보자. 

정지한 (배경) 시공간 좌표계에 놓여 있는 시계의 시간 주기 단위의 수축 비율은 

움직이는 시공간 좌표계의 속도에 비례하며 이 비율은 감마인자









가 된다. 

또한 정지한 (배경) 시공간 좌표계의 공간 거리 단위의 수축 비율도 움직이는 시

공간 좌표계의 속도에 비례하며 이 비율은 역시 위와 동일하게 감마인자









가 된다. 

즉, 정지한 (배경) 시공간 좌표계의 시간 주기 단위의 팽창 비율과 공간 거리 단

위의 수축 비율은 항상 동일하게 되며 그 값은 감마인자









가 된다. 

움직이는 시공간 좌표계의 다양한 이동 속도에 따라 움직이는 시공간 좌표계에

서 관찰되는 정지한 (배경) 시공간 좌표계의 시계와 자의 단위 초, 길이의 크기

의 수축 비율 역시 다양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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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히 시공간 좌표계에만 촛점을 두고 볼 때, 시공간 좌표계의 시간 주기 단위

는 다양한 수축 비율로 다양한 시간 주기 단위를 가지게 될 때, 그와 정확하게 

동일한 비율로 공간 거리 단위 역시 동일한 수축 비율로 다양한 공간 거리 단위

를 가지게 된다. 이는 모든 관성계 내의 광속c는 항상 일정하다는 광속불변의 법

칙을 만족시킨다.  

따라서 시간 주기 단위와 공간 거리 단위의 얼마만큼으로 수축했느냐의 동적인 

개념을 떠나, 각 시공간 좌표계가 가질 수 있는 시간 주기 단위와 공간 거리 단

위의 팽창 수축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의 정적인 개념으로 볼 때, 각 시공간 좌표

계는 매우 다양한 시간 주기 단위와 공간 거리 단위의 팽창 수축 정도를 항상 

양 축 동일한 비율로 조율되게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하여 볼 때, 정지한 좌표계에서 움직이는 좌표계를 바라보는 

관계도 각 시공간 좌표계가 다양한 시간 주기 단위와 공간 거리 단위의 팽창 수

축 정도를 항상 양 축 동일한 비율로 조율되게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 

    정지한 좌표계에서         :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움직이는 좌표계를 볼 때   :   정지한 좌표계를 볼 때 

                              

    시간 주기 팽창됨          :      시간 주기 수축됨

    공간 거리 팽창됨          :      공간 거리 수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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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6. 시공간 팽창도의 정의

각 시공간 좌표계에 있어서 주어지는 자신의 시간 주기 단위와 공간 거리 단위

의 팽창 정도는 항상 동일한 비율로 주어지므로 시간 주기와 공간 거리의 팽창 

정도를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하나로 묶어 시공간 팽창 정도 즉, 

"시공간 팽창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기호로는 " Γ" 사용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등속관성운동을 하고 있는 시공간 좌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상대성이론의 분야 속에서 살펴본 것이나, 이를 시공간 좌표계의 휨(시간 주

기 단위 크기와 공간 거리 단위 크기의 불균일성)을 다루고 있는 일반상대성이론 

분야에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은 항상 동등하다는 것을 공리로 두었을 때, 

아인슈타인은 중력 현상과 가속 현상은 서로 구별되지 않는 항상 동등한 것이라

는 동등 원리를 공리로 두어 일반상대성이론을 유도하였다. 

중력 현상은 곧 시공간 좌표계의 팽창 수축 정도의 비균일(이동하는 내부 물체의 

위치에 따라 시간 주기와 공간 거리의 팽창 정도가 일정하지 않고 다양할 때의 

상황)에 의해 나타나는 겉보기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력장 즉, 시공간 

좌표계의 다양한 팽창 수축 비율을 가지는 시공간 연속체에서 각각의 단면에 해

당하는 부분에 적용되는 개념이 곧 시공간 팽창도라 할 수 있다. 



- 284 -

아인슈타인은 시공간 좌표계의 등속 운동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연구하

는 특수상대성이론 분야에서 시공간 좌표계의 가속 운동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연구하는 일반상대성이론 분야로 그 연구 범위를 넓혔다.

그런데 동등 원리에 의해 가속 현상과 중력 현상은 동일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결국 가속 운동하는 시공간 좌표계에서의 현상 연구는 곧 중력장 문제로 귀결된

다. 따라서 중력장에 해당하는 시공간 연속체의 순간순간 단면 세계의 현상은 곧 

시공간 팽창도의 문제로 환원된다. 이는 가속 운동과 등속 운동은 서로 전체와 

단면 즉, 적분과 미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공간 팽창도의 개념은 

중력장 즉, 일반상대성이론 분야의 시공간 연속체에서도 순간순간 그 단면의 형

태에서 적용되고 성립된다. 

둘째, 등속관성 운동 상태에 있는 좌표계에서의 모든 역학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는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 의거하여 보자. 

다양한 속도로 등속관성 운동 상태에 있는 시공간 좌표계는 다양한 시공간 팽창

도를 가진다. 그런데 상대성 원리에 의해 등속관성 상태에 있는 시공간 좌표계 

내에서의 물리 현상은 정지 상태의 시공간 좌표계에서도 그대로 성립하고 적용

된다. 따라서 등속관성 상태에 있는 시공간 좌표계는 다양한 시공간 팽창도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지 상태의 시공간 좌표계 역시 다양한 시공간 팽창도

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위의 첫째, 둘째 논리에 의해 모든 시공간 좌표계는 서로 다른 시공간 팽창도를 

각각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시공간 팽창도"의 개념은 특수상대성 분야, 일반 상대성 분야를 넘어서 

시공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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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공간 퍼텐셜 에너지

시간 주기는 보편적인 상수가 아니라 시공간의 각 지점지점마다 나름대로의 시

간 주기를 가지게 된다. 위의 그림에서 편의상 격자점에만 시계를 그렸지만 실제

로 공간은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므로 시계를 무한히 적은 간격마다 도입해 

넣을 수 있다.  

그런데 시공간 팽창도의 개념은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성립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 지점마다 관성계 내부 관측자는 항상 광속 c를 관측하게 됨에 따라, 

시공간 각 지점지점마다 나름대로의 시간 주기를 갖는다는 의미를 시공간 각 지

점지점마다 나름대로의 시공간 팽창도를 가진다는 의미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

다. 

따라서 우주의 시공간은 각 지점지점마다 고유의 시공간 팽창도를 나름대로 가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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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B,C : 시공간 좌표계, 특히, A 시공간 좌표계 - 기준 시공간 좌표계

Γ : 시공간 팽창도, 

설명)

시공간 좌표계 A,B,C 내부 물체는 모두 나름대로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는 물체 자기 스스로는 모두가 다 1m/초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

공간 좌표계 A,B,C 의 경계가 투명하여 자유롭게 상대방 시공간 좌표계 내부의 

움직이는 물체를 볼 수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시공간 좌표계 A의 내부 관측자

는 시공간 좌표계 B,C 내부 물체의 움직임만을 관측할 수 있다. 시공간 팽창도

가 2인 시공간 좌표계 B 내부 물체의 움직임은 시공간 좌표계 A의 관점에서는 

1초에 2m 움직인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2m/초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있 것으

로 관측된다. 시공간 팽창도가 3인 시공간 좌표계 C 내부 물체의 움직임은 시공

간 좌표계 A의 관점에서는 1초에 3m 움직인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3m/초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나아가, 만약 시공간 팽창도가 n인 시공

간 좌표계 N 내부 물체의 움직임은 시공간 좌표계 A의 관점에서는 1초에 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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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인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n m/초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

다. 

시공간 팽창도가 n인 시공간 좌표계 N이 있을 때, 동일한 고유 속도를 갖는 내

부 물체의 움직임을 시공간 팽창도가 1인 시공간 좌표계 A 내부에 있는 관측자

가 관측할 때 나타나는 겉보기 속도는 n배 증가되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시공

간 팽창도가 각기 다른 시공간 좌표계는 비록 동일한 고유 속도를 갖는 물체의 

움직임을 각기 해당 시공간 팽창도 만큼 증가된 각기 다른 겉보기 속도를 나타

내게 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모든 시공간은 자신의 시공간 팽창도에 비례하는 퍼텐셜 에너지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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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파인만의 시간 지연에 대한 설명>

리처드 파인만은 양자전기역학이란 어려운 물리학의 핵심을 쉽게 풀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20세기가 낳은 천재 물리학자이다. 과연 리처

드 파인만은 특수상대성이론에 있어서 시간 지연을 어떻게 꿰뚫고 있을까? 그 

대표적인 핵심 사항을 적어본다. 여기서는 파인만의 또다른 물리 이야기 

p120-121의 글을 인용하였다. 

"우주선 안에 있는 모든 시계가 한결같이 느려지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시

계가 느리게 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것을 확인하려면 어차피 다른 

종류의 시계가 또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속으로 움직이는 우주선 내부에

서는 시계만 느리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자체'가 느리게 간다고 보아야 한다. 

즉, 우주선 안에서는 사람의 맥박과 사고작용, 담배에 불을 붙이는 데 걸리는 시

간, 심지어는 나이를 먹는 속도까지도 모두 느리게 진행된다. 그러나 이 모든 현

상들은 느려지는 정도가 모두 똑같기 때문에 우주선의 내부에서는 시간의 지연

현상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

여기서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시계가 느리게 간다는 사실과 아울러 내부 관찰

자의 입장에서는 시간의 지연현상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파인만은 

매우 중요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내부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시간 지연 현상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저 평상시의 일반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는 시간 지연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말이다. 리처드 파인만은 바로 이

러한 시간 지연의 특이한 현상을 특수상대성 이론에 있어서 시간 지연의 본질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면 내부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저 평상시의 일반적인 모습으로만 느끼고자 

한다면, 시간 지연 현상만으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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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 지연 현상이 있을 때, 내부 물체의 움직임

에 시간이 지연되었다는 아무런 변화도 못 느끼려면, 공간 거리도 동일한 비율로 

시간 주기가 팽창한 만큼 팽창해 주면 된다. 

바로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인 리처드 파인만의 시간 지연에 대한 날카로운 직

관 속에는 바로 시간 지연과 더불어 공간 거리 팽창이 함께 숨쉬고 있다. 시간 

지연과 더불어 공간 거리 팽창 즉, 길이 팽창이 동일한 비율로 동반되어야 내부 

관찰자는 평상시처럼 아무 일이 없다고 느끼는 반면, 어떤 다른 이상한 느낌도 

가질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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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리처드 파인만의 시간 지연에 깊이 숨어 있는 핵심, 내부 관찰자는 시간 

지연에 대한 어떠한 달라진 느낌도 받지못한다는 직관은 바로 본 이론에서 주장

하는 바, 시간 주기 팽창과 공간 거리 팽창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이 옳음을 단적

으로 증명해 준다. 

시간 주기는 팽창되는 데, 공간 거리는 수축한다면, 내부 관찰자는 단번에 시간 

지연에 대한 물리적 환경의 달라짐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이는 리처드 파인

만이 주장하는 바와 완전히 다른 것이 된다. 

따라서 리처드 파인만의 시간 지연에 대한 직관 역시, 로렌츠 길이 수축은 움직

이는 좌표계의 배경으로 되어 있는 정지한 좌표계의 길이 단위의 수축임을 반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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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우주, 무엇이 팽창했을까?>

과학자들은 말한다. 태초에 빅뱅이 있었다. 우주는 특이점에서 발생하여 빅뱅이

라는 대폭발로 급격히 팽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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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뭐가 팽창했을까?

일단 공간 거리가 팽창한 것으로 보인다. 

우주의 팽창 풍선 위의 점이 양 사방으로 팽창하는 것 같다. 즉, 공간 거리는 시

간이 지남에 따라 팽창한다.

그런데 그 내부에 사는 우리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의 물리적인 움

직임에서 뭔가 달라진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어제의 움직임과 오늘의 움

직임이 갖고 오늘의 움직임이 내일의 움직임과 같다. 물론 늙어 퇴화되는 것을 

제외하고 말이다. 근본적인 물리적 환경의 변화는 전혀 느낄 수 없다. 따라서 리

처드 파인만도 시간 지연을 이야기 하였을 때, 내부 관찰자는 시간 지연을 전혀 

느낄 수 없다 가정한 것 아닌가?

우리 우주는  0.9428C 즉, 광속의 90%에 해당하는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고 합

니다. 그렇게 무섭게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주가 팽창하는지, 

공간 거리가 멀어지는지 전혀 느끼질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우

주의 팽창을 피부의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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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플레이션 우주론이 성립하려고 하여도 빅뱅을 통하여 팽창하는 것은 

시간 주기와 공간 거리의 팽창임을 알 수 있다. 팽창하고 있는 우주의 어느 특점 

시간별 단면을 잘라보면 시간 주기의 팽창과 공간 거리의 팽창이 동시에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주 팽창론은 저자가 주장하는 바와는 다르나, 시간 

주기 공간 거리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 이를 맞다고 가정한 상황에서의 설명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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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공간의 상대성 원리>

제가 사고실험에 동원한 변형된 빛시계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1) 

그리고 이러한 빛시계를 정지한 기준계 A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기준계 B에 

각각 실어놓았다. 그 모습은 다음과 같다. 

(그림2)

이를 A 기준계와 B 기준계 내에서 빛시계 옆에 함께 있는 관찰자가 각각 관찰

할 때의 관측되는 빛시계 모형의 모습은 각각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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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그림4)

A기준계와 B기준계의 관측자가 측정도구로서 가지고 있는 것은 광자를 다룰 수 

있게 하는 도구인 광자 발생기, 거울, 광자 검출기와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만을 

가지고 있다. 이들 관측자는 이들 도구를 가지고 측정을 한다. 거리를 잴 경우는 

광자의 일정한 상수인 광속 C를 이용한다. 즉, 광속 C에다 시계로 측정한 시간

의 차이를 곱하여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각자의 기준계에서 관측한 빛시계 내의 광자의 움직임은 다음과 같이 파동으로 

그릴 수가 있다. 

(그림5) 빛시계 파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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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광자의 이동 속도는 위 (그림5)의 빛시계 파동에서 파동의 위상 속도에 

해당한다. 반면, 광자가 a -> b -> c 로 움직일 때, 이를 한 싸이클로 볼 수 있

게 되는데, 이는 (그림5)의 빛시계 파동에서 볼 경우, 골과 골의 소요 시간 측면

에서 볼 때는 이를 주기라 표현할 수 있으며, 골과 골의 거리 면에서 보면 파장

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관측자가 관측할 수 있는 대상은 바로 이 파동의 형태

이다. 이 형태를 보고 관측자는 광자와 시계를 이용하여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게 

된다. 시간과 거리의 표준값은 파동의 주기와 파장을 이용하여 정하기 때문이다. 

관측자가 정지한 A기준계에서 우측으로 움직이는 B 기준계 내에 실려 있는 빛

시계의 모습을 관측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6)

여기서 광자의 움직임을 파동의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 (그림7)과 같다. 

(그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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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한 기준계 A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기준계 B의 변형된 빛시계 모형 내

의 광자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관측자의 눈에 관측되는 것은 (그림7)과 같은 파동

의 형태이다. 즉, 관측자가 관측하게 되는 것은 파동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지

한 기준계 A에 있는 관측자가 관측하게 되는 파동은 (그림7)과 같이 파동이 진

행방향으로 팽창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를 기준계 A에 속한 광자와 시계를 

이용하여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게 된다. 그 결과 이 파동의 주기와 파장은 각각 

동일한 비율로 (그림5)에 비해 진행방향으로 상대적으로 팽창되어 커져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파동의 주기도 팽창되어 커져 있고, 파동의 파장도 팽창되어 

커져 있으며, 그 커진 비율은 서로 동일하다. 따라서 정지한 기준계 A의 관찰자

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기준계 B 내의 빛시계를 살펴볼 때, 기준계 B의 빛시계

의 주기는 기준계 A의 시계로 측정한 결과,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주기보

다 팽창되어 커져 있음을 보고 하게 되고, 또한 기준계 A의 광자와 기준계 A의 

시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기준계 B의 거리의 기준이 되는 빛시계의 파장도 

팽창되어 커져 있음으로 결국 거리도 역시 팽창되어 커져 있다고 보고하게 된다. 

따라서 결국 기준계 A의 관측자가 보고하게 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움직이는 기준계 B 내의 관측자가 측정한 기준계 B의 빛시계의 주기와 파장을 

참고로 하여 볼 때, 이를 정지한 기준계 A의 관측자가 측정할 경우, 기준계 B의 

빛시계의 주기와 파장은 동일한 비율로 팽창되어 커져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며, 

기준계 B의 광자 발생기와 광자 검출기와 시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거리를 참고

로 하여 볼 때, 이를 정지한 기준계 A의 관측자가 측정할 경우, 기준계 B의 거

리의 표준 길이의 기준이 되는 빛시계의 파장이 역시 동일한 비율로 팽창되어 

커져 있음으로 결국 기준계 B의 거리 역시 동일한 비율로 팽창되어 커져 있다. 

이는 기준계 A의 광자와 기준계 A의 시계만을 사용하여 얻은 결과이다." 하고 

보고 하게 된다. 이는 시간과 길이를 정하는 표준 기준이 바로 파동의 주기와 파

장의 값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관측자가 우측으로 움직이는 기준계 B에서 정지한 기준계 A 내에 실려 있

는 빛시계의 모습을 관측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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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여기서 광자의 움직임을 파동의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 (그림9)와 같다. 

(그림9)

우측으로 움직이는 기준계 B에서 정지한 기준계 A의 변형된 빛시계 모형 내의 

광자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관측자의 눈에 관측되는 것은 (그림9)와 같은 파동의 

형태이다. 즉, 관측자가 관측하게 되는 것은 바로 파동이다. 그런데 움직이는 기

준계 B에 있는 관측자가 관측하게 되는 파동은 (그림9)와 같이 파동이 진행방향

으로 수축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를 기준계 B에 속한 광자와 시계를 이용하

여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게 된다. 그 결과 이 파동의 주기와 파장은 각각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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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 (그림5)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축되어 작아져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파

동의 주기도 수축되어 작아져 있고, 파동의 파장도 수축되어 작아져 있으며, 그 

작아진 비율은 서로 동일하다. 따라서 움직이는 기준계 B의 관찰자는 정지한 기

준계 A 내의 빛시계를 살펴볼 때, 기준계 A의 빛시계의 주기는 기준계 B의 시

계로 측정한 결과,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주기보다 수축되어 작아져 있음을 

보고 하게 되고, 또한 기준계 B의 광자와 기준계 B의 시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그 기준계 B의 길이의 기준이 되는 파장도 수축되어 작아져 있기 때문에 

결국 기준계 B의 거리 역시 수축되어 작아져 있다고 보고하게 된다. 

따라서 결국 기준계 B의 관측자가 보고하게 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정지한 기준계 A 내의 관측자가 측정한 기준계 A의 빛시계의 주기와 파장을 참

고로 하여 볼 때, 이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기준계 B의 관측자가 측정할 경우, 

기준계 A의 빛시계의 주기와 파장은 동일한 비율로 수축되어 작아져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며, 기준계 A의 광자 발생기와 광자 검출기와 시계를 이용하여 측정

한 거리를 참고로 하여 볼 때, 이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기준계 B의 관측자가 

측정할 경우, 기준계 A의 길이의 기준이 되는 빛시계의 파장이 수축되어 작아져 

있음으로 결국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리 역시 동일한 비율로 수축되어 작아져 

있다. 이는 기준계 B의 광자와 기준계 B의 시계만을 사용하여 얻은 결과이다." 

하고 보고하게 된다. 

따라서 정지한 기준계 A 내의 관측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기준계 B 내의 오

른쪽으로 이동하는 운동 성분을 가진 광자를 이용한 변형된 빛시계를 관측할 경

우 나타나는 결론은, 기준계 B의 빛시계의 파동 패턴이 팽창되어 관측되므로 그 

결과 파동의 위상 속도가 팽창되어 커게 보일 뿐 아니라 빛시계의 시간 주기도 

동일한 비율로 팽창되어 커게 보이며, 그 광자와 시계를 이용하여 잰 거리를 그

대로 반영하는 빛시계의 파장 역시 동일한 비율로 팽창되어 크져 보이게 된다는 

결론을 유도하게 된다. 

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기준계 B 내의 관측자가 정지한 기준계 A 내의 오른

쪽으로 이동하는 운동 성분을 가진 광자를 이용한 변형된 빛시계를 관측할 경우 

나타나는 결론은, 기준계 A의 빛시계의 파동 패턴이 수축되어 관측되므로 그 결

과 파동의 위상 속도가 수축되어 작게 보일 뿐 아니라 빛시계의 시간 주기도 동

일한 비율로 수축되어 작게 보이며, 그 광자와 시계를 이용하여 잰 거리를 그대

로 반영하는 빛시계의 파장 역시 동일한 비율로 수축되어 작게 보이게 된다는 

결론을 유도하게 된다. 

따라서 정지한 기준계 A 내의 관측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기준계 B를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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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기준계 B의 시간 주기 팽창, 공간 거리 팽창, 이동 속도 팽창을 관측하

게 된다. 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기준계 B 내의 관측자가 정지한 기준계 A

를 관측할 경우, 기준계 A의 시간 주기 수축, 공간 거리 수축, 이동 속도 수축을 

관측하게 된다. 이 둘의 관계는 상호 역수 관계를 취한다. 

이를 본 이론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 원리'라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하여 기존 사용하던 전통 빛시계 모형을 사용하여 보자.

사고 실험 과정은 앞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사용된 전통 빛시계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10)

이를 정지한 기준계 A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기준계 B에 각각 실었다. 

각각의 기준계 내의 관측자는 각자의 빛시계의 광자의 움직임을 단순히 제자리

에서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반복하는 운동으로 관측하게 된다. 

이때, 정지한 기준계 A 내의 관찰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기준계 B 에 실린 

빛시계를 바라 볼 경우, 다음과 같이 관측된다. 

(그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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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광자의 움직임을 파동의 형태로 나타내면 (그림12)와 같다. 

(그림12)

정지한 기준계 A 내의 관측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기준계 B 에 실린 빛시계

의 광자의 움직임을 (그림12)와 같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으로 관측하게 

된다. 따라서 정지한 기준계 A 내의 관측자가 관측하게 되는 오른쪽으로 이동하

는 기준계 B의 빛시계의 시간 주기와 광자와 시계로 측정된 거리를 반영하는 빛

시계의 파장도 오른쪽으로 팽창되어 증가된 값으로 관측하게 된다. 

 

반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기준계 B 내의 관측자가 정지한 기준계 A 에 실린 

빛시계를 바라볼 경우, 다음과 같이 관측된다. 

(그림13)

여기서 광자의 움직임을 파동의 형태로 나타내면 (그림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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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기준계 B 내의 관측자는 정지한 기준계 A 에 실린 빛시계

의 광자의 움직임을 (그림14)와 같이 (그림12)와는 다르게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

동으로 관측하게 된다.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기준계 B 내의 관측자가 관

측하게 되는 정지한 기준계 A의 빛시계의 시간 주기와 광자와 시계로 측정된 거

리를 반영하는 빛시계의 파장도 왼쪽으로 팽창되어 증가된 값으로 관측하게 된

다.

(그림12)와 (그림14)를 서로 살펴 볼 때, 빛시계의 시간 주기와 거리를 반영하는 

파장의 패턴이 다같이 팽창되는 것으로 같아 보이나, 그 팽창되는 방향이 (그림

12)는 오른쪽으로 (그림14)는 왼쪽으로 정반대로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지된 기준계 A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기준계 B를 관측할 때 관측

되는 기준계 B의 시간 주기와 공간 거리의 팽창 형태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기

준계 B에서 정지된 기준계 A를 관측할 때 관측되는 기준계 A의 시간 주기와 공

간 거리의 팽창 형태는 서로 반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서로 다른 값임

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두 값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기존 학계의 논리

는 참이 아님과 바로 이 부분에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지된 기준계에서 움직이는 기준계를 관측할 때 시간 주기 팽창, 공

간 거리 팽창, 이동 속도 팽창의 현상이 발생하나, 반대로 움직이는 기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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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된 기준계를 관측할 때는 이와는 역수값의 형태로 시간 주기 수축, 공간 거

리 수축, 이동 속도 수축의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 원리라 

한다. 

이와 같이 정지한 기준계에서 움직이는 기준계를 관측할 때 시간 주기 팽창와 

더불어서 공간 거리 팽창을 나타낸다는 실험 논문이 발표된 것이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von Laue M.- Ann. Phys(Leipzig), 35, p.124, 1911.

2. Oleg. D. Jefimenco, Retardation and Relativity: The case of a moving 

line charge. Am. J. Phys. 63(5) 454p. 1995.

이외에도 더 찾으면 관련 논문은 많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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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컬슨 몰리 실험 결과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마이컬슨 몰리 실험 결과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마이컬슨 몰리 실험 결과가 과연 로렌츠 길이 수

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다 근본적으로 상고하기 위함이다. 로렌츠 길이 

수축이 과연 움직이는 물체만의 길이 수축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움직이는 

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배경이 되는 공간의 길이 잣대의 수축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자. 사실 이것이 본인의 주장의 분수령이기 때문이

다. 

(그림1) 에테르 바람의 묘사도(위키백과 참조)

지구는 태양 주위의 궤도를 따라 30km/s의 속력으로 이동한다. 태양 또한 은하

의 중심 주위를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의 공전 운

동에 의해, 지구를 가로지르는 에테르의 흐름은 "에테르 바람"을 형성할 것이라

고 생각하였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지구의 움직임과 에테르의 흐름이 

일치할 수 있지만, 지구는 방향과 속력이 수시로 변화하는 운동을 하고 있으므

로, 모든 시간에서 지구는 에테르의 흐름에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을 수는 없다.

지구 표면의 어느 지점에서나, 바람의 크기와 방향은 하루의 시간대와 계절에 따

라 변한다. 따라서 여러 시간대에서 여러 방향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빛의 속도

를 측정하여, 에테르에 대한 지구의 상대적인 운동을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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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이켈슨은 에테르 바람을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한 실험장치를 제작하였

다. 추후 간섭계(interferometer)라고 알려진 그의 장치는 백색광의 단일 광원을 

반투명 거울(half-silvered mirror)을 통해 직각으로 나누어 두 개의 광선으로 

만든다. 이 나눔계(splitter)를 지나고 나면, 광선은 길게 뻗은 팔(arm)을 지나 그 

끝에 장착된 거울을 통해 다시 중간지점으로 반사되어 온다. 중간으로 반사된 파

는 나눔계(splitter)를 통해 다시 결합이 되어 빛이 각 팔(arm)에서 이동한 시간

차에 따라 보강 또는 상쇄 간섭 무늬가 일어난다. 미세한 시간차에 의해서도 간

섭무늬의 주름(interference fringe)의 위치가 변화한다. 만약 에테르가 태양에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다면, 지구의 운동은 간섭무늬 주름 한 개의 1/25배 크기

만큼의 간섭무늬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마이컬슨 몰리 간섭계(비록 이 실험 장치는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으나 마이켈슨

의 초창기 간섭계와 원리는 동일하다, (위키백과)

실험 결과 간섭 무늬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서로의 시간차가 없었다는 것이

다. 즉, 에테르의 흐르는 방향과 나란히 가든, 수직으로 가든 빛의 도달하는 시간

차는 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의 원리는 흐르는 강물 위를 강물과 나란한 방향으로 가는 배와 강물과 수직

된 방향으로 가는 배로 비유하여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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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배의 속력을  , 강물의 속력을  , 강의 폭을  라고 하여 서로 다른 

두 방향으로 왕복하는 배의 소요시간을 계산해 보자. 

강물의 흐름을 가로질러서 되돌아오는 배의 경우, 강물 위에서 본 경로로 살펴볼 

때는 위의 녹색 경로와 같이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출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 

경로에서 배의 운동을 관측하면 배의 속력은    으로 줄어들어 보인다. 

이는 뱃머리가 향하는 방향, 즉 비스듬한 방향으로의 속력이  이고 실제로 배

는 수직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들 속도 벡터를 직각삼각형으로 도해하여 

피타고라스 정리를 도입하여 간단히 이 식이 유도된다.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은 

  



 




                                      (1) 

한편 강물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거리  를 왕복하는 배의 경우에는 좀 더 

이해하기가 쉽다. 강물이 흐르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할 때의 배의 겉보기 

속력은  가 되고 거슬러서 진행할 때에는  가 된다. 따라서 소요시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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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과  의 두 시간의 비는 


 와 관련되어 있다. 이 시간의 비를 알

고 있고 또한 배의 속력  를 알고 있다면 강물의 속력  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즉, 강물의 속력 가 0보다 큰 수를 가질 경우 항상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진

행하였다 되돌아오는 경우의 소요시간이 강물을 수직으로 거슬러 갔다 돌아오는 

경우보다 더 많이 걸린다. 

마이컬슨 몰리의 실험은 위의 흐르는 강물 위를 진행하는 배의 원리와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마이컬슨 몰리의 실험의 결과 즉, 에테르의 방향과 수직된 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빛의 진행에 있어서 서로의 시간차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위

의 흐르는 강물 위를 진행하는 배의 경우에 적용을 하여 해석해보면, 강물의 흐

름과 나란히 배가 진행하는 경우의 이동 거리, 즉, 강물 위에서 본, 강물의 흐르

는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배가 오고간 거리 자체가 수축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름을 알 수 있다. 강물의 흐르는 방향과 동일한 쪽의, 움직이는 배의 

배경이 되는 강물 상의 거리 또는 길이 자체가 수축하여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히 옳음을 알 수 있다. 배가 목표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정확히 같으려면, 다

음을 만족해야 한다. 

만약 강물이 정지해 있다고 볼 때, 강물 위를 배가 갔다 돌아온 거리를  라 

할 경우, 강물이  라는 속력으로 움직일 경우 강물 상의 거리 또는 길이가 수

축하여 주어진 거리  은, 


  

로 주어진다. 

거리 또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대상은 흐르는 강물이며, 또한 흐르는 에테르

(만약 에테르가 존재한다면)이다. 이러한 강물과 에테르의 흐르는 이동 방향 쪽

의 강물 또는 에테르의 길이가 수축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강물 위에 펼쳐진 사건들을 마이컬슨 몰리 실험의 결과 해석에도 적

용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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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켈슨과 모올리는 이 시간차이를 기대하는 것 보다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정교한 장치를 고안하였고 이를 통해서 에테르의 속력  를 측정해 본 결

과 밤이나 낮이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지구가 어느 궤도를 공전, 혹은 자전하거나 

관계없이 거의 0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즉 첫째, 지구가 에테르를 끌고 다니거

나, 아니면 둘째, 에테르에 빛은 실려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결과가 1887년까지 확인되자 에테르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이를 설명

해 내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 1889년 피츠제랄드 (G. F. Fitzgerald)는 에테르

의 흐름방향으로의 에테르 상의 거리가 수축하여 ∆ 의 결과를 만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의하면 거리  는 



 로 수축하면 된다. 이

는 1892년 로렌츠 (H. A. Lorentz)에 의해 다시 제안되어 이를 피츠제랄드-로

렌츠 수축 혹은 로렌츠 수축 이라 부른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학역사적인 사실을 궁구하여 보아도 로렌츠 길이 수축이 실

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는가? 흐르는 강물 위의 배의 비유에 있어 수축되었

다고 적용하는 부분은 흐르는 강물 상의 거리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로렌츠 수축이 의미하고 있는 부분 역시 흐르는 에테르 상의 거리임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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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자

 

1. 기차에 탄 사람이 가진 시계와 자로 측정하였을 경우

∆′
∆′

∆′ : 기차에 탄 사람이 가진 시계로 측정한 구간 경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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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차에 탄 사람이 가진 자로 측정한 기차의 길이이며

2. 땅에 서 있는 사람이 가진 시계와 자로 측정하였을 경우

∆ 
∆


∆
∆ : 땅에 서 있는 사람이 가진 시계로 측정한 구간 경과 시간

∆ : 땅에 서 있는 사람이 가진 자로 측정한 기차의 길이이다.

이를 흐르는 강물과 배의 경우와 비교해 보자.

먼저, 기차에 탄 사람이 가진 시계와 자로 측정하였을 경우인

∆′
∆′

의 식은 

흐르는 강물의 수직 방향으로 왕복할 경우 소요시간(구간 경과시간)

  



 





(  : 실제 배의 속력에 해당하므로)

와 정확히 같고, 

땅에 서 있는 사람이 가진 시계와 자로 측정하였을 경우인

∆ 
∆


∆
의 식은 

흐르는 강물과 나란한 방향으로 왕복할 경우 소요시간(구간 경과시간)

 





 



와 정확히 같다. 

따라서 이를 비교해 보면, 

기차에 탄 사람이 가진 시계와 자로 측정하였을 경우는 흐르는 강물의 수직 방

향으로 움직인 경우와 동일함으로 크게 비교할 것이 없으나,

땅에 서 있는 사람이 가진 시계와 자로 측정하였을 경우는 흐르는 강물과 나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와 동일하다.

그러면 달리는 기차에 있어서는, 흐르는 강물과 배의 경우 흐르는 강물에 해당하

는 것은 무엇일까? 왜냐하면 흐르는 강물의 진행 방향으로 길이 수축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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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 흐르는 강물과 배의 경우 길이 수축의 대상

은 바로 흐르는 강물 자체이며 그 흐르는 방향으로 길이 수축이 일어남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흐르는 강물에 해당하는 것은 달리는 기차의 경우 과연 무엇

일까? 그것은 바로 땅에 서있는 사람의 좌표계, 정지한 좌표계가 바로 흐르는 강

물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달리는 기차의 경우, 기차 안에 탄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흐르는 강물과 배의 

경우, 강물 바깥쪽 강둑에 서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달리는 기차의 경우, 땅에 서 있는 사람이 가진 좌표계에 해당하는 것이, 흐르는 

강물과 배의 경우, 흐르는 강물 상에 떠 있어 강물과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가진 

좌표계에 해당한다. 

달리는 기차의 경우, 기차 안에서 쏘아진 진행하는 빛에 해당하는 것이, 흐르는 

강물과 배의 경우, 흐르는 강물 위를 달리는 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흐르는 강물과 배의 경우, 또는 마이컬슨과 몰리의 실험에 있어서, 흐르

는 강물 또는 흐르는 에테르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달리는 기차의 경우, 바로 땅

에 서있는 사람의 좌표계, 정지한 기준계가 그것에 해당함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달리는 기차의 경우, 로렌츠 수축이 일어나는 대상은 바로 땅에 서있는 

사람의 좌표계, 즉, 정지한 좌표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계속 강조되는 사항이지만 로렌츠 길이 수축이 의미하는 바는 움직이는 

물체만이 길이 수축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움직이는 물체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공

간이 수축됨을 알 수 있다.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는 뮤온의 경우, 로렌츠 길이 수축을 일으키는 대상은 

달리는 뮤온 입자가 아닌 뮤온이 달리는 배경이 되어 있는 공간, 뮤온의 달리는 

경로, 뮤온 입자의 윤곽을 기준으로 뮤온 입자 자체를 움직이는 좌표계로 보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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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뮤온 입자 윤곽의 바깥 공간을 정지한 좌표계 또는 주변 좌표계로 보았을 경

우, 로렌츠 길이 수축을 일으키는 대상은 정확하게 달리는 뮤온 입자의 배경이 

되는 주변 좌표계, 즉, 정지한 좌표계의 길이 단위 자체의 수축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마이컬슨과 몰리 실험에서와, 흐르는 강물과 배의 비유와, 달리는 기

차에서의 로렌츠 길이 수축과 뮤온입자의 이동을 모두 다 통틀어 볼 때, 내려지

는 결론은 단 하나. 로렌츠 길이 수축의 대상은 움직이는 물체의 배경이 되고 있

는 주변 좌표계, 정지 좌표계의 길이 단위 수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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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츠의 길이수축이 진정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로렌츠의 길이 수축이 진정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즉, 움직이는 기준계인 기차에 탄 사람이 가진 시계로 측정한 빛이 천정에서 바

닥에 닿을 때까지의 경과 시간이 정지한 기준계인 땅에 서있는 사람이 가진 시

계로 측정한 빛이 기차의 천정에서 기차의 바닥에 닿을 때까지의 경과 시간보다 

 만큼 적게 측정된다. 이는 곧 움직이는 기준계인 기차에 탄 사람이 

가진 시계의 시간 주기가 정지한 기준계인 땅에 서있는 사람이 가진 시계의 시

간 주기보다 더 팽창하여 느려짐을 의미한다. 즉, 이는 움직이는 기준계의 시간 

주기는 팽창되어 커짐으로 시간 지연 현상이 정확히









의 크기만큼 발생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움직이는 기준계의 시간 지연 현상은 모두가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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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문제는 로렌츠의 길이 수축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하는데 있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시간 지연에 대한 공식을 적용하여 유도한 결과이다. 여기서 

∆′는 움직이는 기준계인 기차에 탄 사람이 가진 자로 측정한 기차의 길이를 

나타낸다. 반면 ∆는 정지한 기준계인 땅에 서있는 사람이 가진 자로 측정한 

기차의 길이를 나타낸다. 여기서 정지한 기준계인 땅에 서있는 사람이 가진 자로 

측정한 기차의 길이 ∆는 정확히









만큼 줄어듦을 알 수 있다. 이를 일컬어 로렌츠 길이 수축이라 할 수 있다. 즉, 

움직이는 물체는 감마인자만큼 줄어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과연 줄어든 것은 단지 기

차의 길이 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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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츠 길이 수축을 살펴보기 위하여 계산한 2번째 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

히 기차의 길이만이 수축된 것이 아니라 정지한 기준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빛

의 경로 자체가 수축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경로는 실제 기차의 길이를 벗

어나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단순히 기차의 길이 자체만이 수축된 것이 아

니라 정지한 기준계 자체의 전체 길이 단위 모두가 줄어들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다. 정지한 

기준계의 단위 길이 자체가 줄어들어 있다는 것으로 말이다. 이것이 바로 로렌츠 

길이 수축이 진정 나타내는 바이다. 

즉, 로렌츠 길이 수축의 진정한 의미는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만이 줄어든다는 의

미대신, 정지한 기준계의 단위 길이가 줄어든다로 수정해야 된다. 즉, 정지한 기

준계의 단위 길이 자체, 즉, 길이의 척도가 되는 자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움직이는 기차의 길이도 줄어들게 측정된다는 것으로 대폭 수정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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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츠 길이수축 정밀분석>

 

본 이론의 진위를 결정하다시피하는 로렌츠 길이수축의 해석에 있어서 그 내부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세한 사항들을 정밀 분석해 보자. 

 

1. 기차에 탄 사람이 가진 시계와 자로 측정하였을 경우

∆′
∆′

∆′ : 기차에 탄 사람이 가진 시계로 측정한 구간 경과 시간

∆′ : 기차에 탄 사람이 가진 자로 측정한 기차의 길이이다. 



- 317 -

여기서 ∆′, ∆′와 는 모두 기차에 탄 사람, 즉, 움직이는 관성좌표계의 내부 

관찰자에 의해 측정되어지는 시간과 길이와 속도이다. 움직이는 관성좌표계 내부

에서 측정하는 빛의 속도 역시 항상 광속 로 동일하므로(모든 관성계 내에서 

광속은 항상 로 동일하다 - 광속불변의 법칙), 여기에서 그대로 를 대입하였

다. 움직이는 관성 좌표계(기차) 내에서 측정되는 빛의 속도 는 또한 움직이는 

관성 좌표계 내부 관찰자의 시계와 자로 측정되어지는 시간과 길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위의 식

∆′
∆′

 

은 모두 움직이는 관성좌표계(기차) 내부 관찰자의 시계와 자로 측정되어지는 시

간과 길이로 통일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땅에 서 있는 사람이 가진 시계와 자로 측정하였을 경우

∆ 
∆


∆
∆ : 땅에 서 있는 사람이 가진 시계로 측정한 구간 경과 시간

∆ : 땅에 서 있는 사람이 가진 자로 측정한 기차의 길이이다.

여기서∆ ,∆ ,  와 는 모두 땅에 서 있는 사람, 즉, 정지한 관성좌표계의 

내부 관찰자에 의해 측정되어 지는 시간과 길이와 속도이다. 정지한 관성좌표계 

내부에서 측정하는 빛의 속도 역시 항상 광속 로 동일하므로((모든 관성계 내에

서 광속은 항상 로 동일하다 - 광속불변의 법칙), 여기에서 그대로 를 대입하

였다. 정지한 관성좌표계(땅) 내에서 측정되는 빛의 속도 는 또한 정지한 관성

좌표계 내부 관찰자의 시계와 자로 측정되어지는 시간과 길이로 구성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차의 속도  역시, 정지한 관성좌표계 내부 관찰자의 시

계와 자로 측정되어지는 시간과 길이로 구성되어 진다. 따라서 위의 식,

∆ 
∆


∆
는 모두 정지한 관성좌표계(땅) 내부 관찰자의 시계와 자로 측정되어지는 시간과 

길이로 통일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차의 속도  역시, 정지한 

관성좌표계 내부 관찰자의 자로 측정된 길이의 개념이 내부에 포함되어 있다. 따

라서 ∆와 는 서로 정지한 관성좌표계 내부 관찰자의 시계와 자로 측정된 값

이라는 서로 분리할래야 할 수 없는 서로 연동되어 있는 값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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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의 식의 계산 결과 로렌츠 길이 수축의 공식,

∆′




 ∆

이 나온다. 

좌변은 움직이는 관성좌표계(기차) 내부 관찰자의 시계와 자로 측정되어지는 값

이며, 우변은 모두 정지한 관성좌표계(땅) 내부 관찰자의 시계와 자로 측정되어

지는 값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우변의 값 ∆는 단순히 기차의 길이에만 

머무는 값이 아니다. 기차의 길이 ∆와 기차의 속도 는 매우 밀접하게 연동되

어 있다. ∆의 값의 변화는 의 값의 변화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록 

∆는 기차의 길이에만 관여하지만, 는 기차의 길이를 벗어난 정지한 관성좌표

계(땅)의 임의의 길이를 함축하고 있다. 즉, ∆의 ∆′에 대한 상대적 크기 수

축은 기차의 길이의 수축에만 머물지 않고 정지한 관성좌표계(땅)의 임의의 길이 

전체의 수축을 함축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로렌츠 길이수축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기차의 길이의 수축에만 머물지 않고, 정지한 관성좌표계의 임의의 길이 

즉, 단위 길이 다시 말하면 정지한 관성좌표계 내부 관찰자가 가지고 있는 측정

도구인 자의 길이가 움직이는 관성좌표계 내부 관찰자가 가지고 있는 측정도구

인 자의 길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로렌츠 길이 수축이 진정 의미하는 바는, 움직이는 관성좌표

계의 이동 속도가 라 할 경우, 정지한 관성좌표계 내부 관찰자가 가지고 있는 

측정도구인 자의 길이가 움직이는 관성좌표계 내부 관찰자가 가지고 있는 측정

도구인 자의 길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마 인자









만큼 정확히 수축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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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기준계 잣대 길이 수축의 확장된 의미>

(그림1) 고유 이동 속도 보존

A기준계는 시공간 팽창도가 1인 공간이며, B기준계는 시공간 팽창도가 2인 공

간이다. 각각 기준계 내에서 내부 관찰자에 의해 경험되는 내부 물체의 움직임은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그럴 경우 위의 그림과 같다. 각 기준계에 있어서 고유 이

동 속도는 보존된다. 우주선 내부의 아령 모양의 그림은 흐르는 시간을 나타낸

다. 내부 관찰자가 경험하는 흐르는 시간도 동일하며, 거리에 대한 경험도 동일

하며, 이동 속도에 대한 경험도 동일하다. 

B기준계 내부 우주선의 크기는 A기준계 내부 우주선의 크기보다 크게 그려져 

있다. 이는 B기준계의 길이가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묘사한 것이다. 즉, 

B기준계 내부 우주선의 길이가 팽창되어 있음을 묘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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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로렌츠 길이 수축 현상

움직이는 기준계의 길이 잣대는 정지한 기준계의 길이 잣대보다 상대적으로 팽

창되어 있다. 반대로, 정지한 기준계의 길이 잣대는 움직이는 기준계의 길이 잣

대보다 상대적으로 수축되어 있다. 이 후자의 경우가 로렌츠 길이 수축이 실제 

의미하는 바이다. 

등속으로 움직이는 관성 기준계의 시공간 팽창도는 정지한 관성 기준계의 시공

간 팽창도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그림1), (그림2), (그림3)은 다같은 관성 기준계

라는 관점이므로 시공간 팽창도만 고려하였다. 자연계에는 이와같이 다양한 시공

간 팽창도를 갖는 관성 기준계가 (등속 이동이나 정지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존

재한다는 가정 아래에서이다. 

시공간 팽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성 기준계에서 잣대 길이 수축(로렌츠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 (그림2)에서는 B기준계 내의 우주선과 B기준계 외부의 우주

선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B기준계 외부의 우주선 모습은 시공간 팽창도가 상대

적으로 낮은 A기준계에서 B기준계 내부 우주선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때 잣대 

길이 수축(로렌츠 길이 수축)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A기준계에서 B기준계의 

우주선을 관찰할 때는 로렌츠 길이 수축에 의해 원래 내부 관찰자가 경험하던 

크기로 관찰하게 되며, 대신 팽창되었던 요소는 이동 속도의 팽창으로 나타난다. 

즉, ‘이동하는 방향의 길이 × 이동하는 방향의 속도’의 값이 보존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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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느린 동작의 빠른 이동

그 결과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대적으로 시공간 팽창도가 작은 A 관성 기준계에서 상대적으로 시공간 팽창도

가 큰 B 관성 기준계 내부의 물체의 움직임을 살펴 볼 때, 그 관찰되는 크기는 

B 기준계 내부 관찰자가 경험하는 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관찰하되 시공간 팽창

도가 증가한 비율만큼 이동 속도의 팽창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느린 동작의 빠른 이동’이라는 특이한 패

턴이 주어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UFO의 빠른 이동과 사후영 또는 천사들의 이동 패턴이다. 

사후영의 움직임을 살펴볼 때, 발은 별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은데 슥슥 다가 오

는 그러한 느낌을 잘 설명할 수 있게 되고, 천사들의 움직임을 살펴볼 때, 신속

하게 이동하는 것 같으면서도 매우 사뿐히 내려앉는 모습을 잘 설명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같은 고유 이동 속도를 가졌으나 상대적으로 시공간 팽창도가 큰 공

간 내부를 이동하게 되는 물체는 외부 관찰자에 의해 관찰되는 물체의 크기는 

동일하되 이동 속도가 팽창하는 형태로 (시공간 팽창도의 팽창 비율만큼) 나타난

다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