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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중력 통합의 소개

Introduction of Optical Gravity Unification

김 명준

수원 아주대 분자과443-749, , mjkim@ajou.ac.kr

광중력 통일장 이론은 지구과학 천문학 기상학 정밀화공학 화학 생화학 생명과학 등에 광범위하, , , , , ,
게 걸쳐있는 학제간 연구로 그 응용과 영향의 범위가 크고 넓어서 전부의 이론(Theory of Everything)
이라 불립니다 특히 중력 이론은 지구의 생성 자전과 해양의 생성 생물 탄생 그리고 계절 형성 문제. , , ,
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지구의 천체 물리학적 지구 과학적 그리고 기상학적인, ,
미래를 예측가능하게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본 이론으로 평가됩니다 물리학의 근본 이론으로서 중력.
이론은 여러 자연 과학 학문의 기초가 되어 새로운 이론의 도입이 여타 인접 학문에 거대한 파급 효과

를 줄 수 있으며 그 가치를 높여 줄 수 있는 응용 연구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응용의 예로서 화, . ,
학적인 오존층 문제라든지 연료전지 문제 핵융합 문제 그리고 보다 광학적인 자유전자 레이저 문제에, ,
접근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연 현상의 예를 제공하여 그 토대를 튼튼히 하고 생물 탄생의 근본 원동,
력이라 할 수 있는 천둥 번개 벼락치기의 메카니즘을 설명해 주는데 쓰입니다. 여기서 대통일장 이론으,
로 가기 위해 중력도 전기 편극 현상이라는 가정을 도입해 보았습니다 그림 의 좌측의 큰 구에 의해. 1
우측의 작은 구에 전기 편극을 발생시킨다면 두 구 사이의 순 정전기력은 다음과 같이 근사계산됩니다.

F = q1q2/(4 rπε 2) (2 r/r)...........................................................................................................................1)Δ

위의 식을 얻고 나서 보면, 이r 1/rΔ
2
에 비례할 확률이 있으므로 통합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

여기에서는 용감하게 r= (r,mΔ Δ 2,r1 이라 씁니다 그리고 나면 더 필요한 식은 질량이 핵에 집중되어)r .
있다는 것에서 유도되는 질량 전하간의 관계식입니다.

q1 = em1/(t1u) .. .................................................................................................................2… ………… )

여기서 는 전자의 전하량이고 는 핵자의 질량 단위이며 는 중성자수 양성자수 양성자수입니다, e u t ( + )/ .
그러면 를 환산할 수 있G 습니다.

G = (r,mΔ 2,r1) (e/u)2/(2 tπε 1t2) ............................................................................................................3)
가 일정할 때 본 통일장 이론에 의하면 도 일정하고 그 값은G , , , 1.4× 10Δ

-36
입니다 천문학 자료를 참.

고하면 우리는 아래의 도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표 가 일정할 때 값의 비교1 G rΔ
천문학 물체 rΔ
태양 지구- 2.1× 10-25 m
지구 인간- 8.96× 10-30 m

은하중심 태양- 6.34× 10-1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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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공전뿐만 아니라 자전도 하므로 지구의 정전기 편극의 일교차는 지자기의 일교차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2] 표 의 자료를 참조하면 가 매우 작으므로 유도된 정전기 편극을 구 표면 정전기 밀도로1 Δ

다루는 두 번째의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구간 인력을 계산하기 위해 먼저 상대방.
구의 질량에 의한 편극이 상대방 구의 질량과 거리 및 자신의 반경의 함수라 가정하면 σ1(θ1,m2,r,r1)
두 구 간의 정전기력을 아래와 같이 기술 가능합니다.




 





















 ...........................................................................4)

추가로 첫 모델을 표면 밀도 모델로 환산한 결과인 σ1 = σ1a(m2,r,r1) cosθ1과 σ2 = σ2a(m1,r,r2) cosθ2
을 식에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힘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편극의 진폭7) . , , σ1a가 상대방 구의 질량에 비례

하고 자신의 표면적에 반비례한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σ1a = k(r) m2/4 rπ 12, σ2a = -k(r) m1/4 rπ 22 .................................................................................5)

여기서 는 비례 상수이며 위식을 식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아래 식을 얻습니다, k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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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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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기 편극 첫 모델.1. 그림 표면 밀도 모델의 계산을 위한 기하2

편극의 진폭이 거리의 함수가 아닐 때만 거리의 역자승에 비례하는 중력을 편극 모델로 설명 가능합니

다 지자기 일교차에 참조하면 정규 편극 함수. σ1p(θ1 가) 가 아닌 일반적인 함수로 대체할 필요가cos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7)

런던에서 측정된 자료 에 의하면 지자기 일교차의 진폭은 약 감마는 나노 테슬라 된다[1] 40 (1 , nT)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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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값은 위의 이론으로 예상한 값에 비해 정도입니다 이 오차는 아마 런던이. 1/10 .
고위도라는 점과 정규 편극 함수가 비대칭이며 더 샤프하다는 점 그리고 남북방향 성분을 더하여 고려,
해도 작아 보입니다 그 외에도 실제로는 정규 편극 함수가 비대칭성을 지니는 점이 지적될 수 있겠습.
니다.
참고 문헌 에 의하면 흘럭스 게이트 센서를 이용한 대전의 지자기는 월별로 다른 모양새를 보이고[2]
있으며 특징적인 동서방향 지자기 진폭이 여름에 큽니다 특히 가을에는 구름의 영향이 거의 없어 남북.
방향의 일간 지자기 변동은 해가 뜨면서 시작되어 오전 시경 즈음에 최소로 되었다가 오후 시경에, 9 3
최대이며 해가지고 끝나는 특징을 지닙니다 남북방 지자기 진폭은 가을에 최대 값을 보이는 경향이 있.
으며 이는 가을에 구름이 별로 없는 점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여름 하지의 대.
전 지자기 진폭은 감마에 도달하지만 그 크기가 예상 값에 비해 작은 점과 물 분자가 편극을 지닌 점90
을 감안하면 해수면의 지자기 일교차가 육지의 그것에 비해 배 클 수 있다는 것이 예상 값입니다10 . [5]
실제로 해양저 확장설 관련 논문 을 참조하면 그 정도의 자장 진폭을 보입니다 중력 통일장을 도입[3] .
하면 중력 가속도로 측정한 지구 질량과 공전 주기로 측정한 태양의 질량의 신빙성이 하락하는데 이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만 중력 상수가 어느 정도 가변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 ,
이론과 실험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반데발스는 단 분자 쌍극자간의 전기력을 계산하였는데,
이 반데발스 력은 1/r7에 비례하였습니다 또 기체의 반데발스 력에 의해 기체간 충돌로 인해서 압력이. ,
밀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양만큼 증가하고 기체분자의 부피개념이 추가되는 기체의 상태를 기술해주는,
반데발스 방정식을 도입하여 기체가 액체로 응축되는 상변화를 기술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중력의 거리 의존성이 1/r2 ~ 1/r7이라 가정하며 그에 따르는 태양 행성간 거리를 재계산한,
결과 아래의 그림과 같은 특징적인 그래프를 얻었으며 실측과 병행하여 중력승수를 구해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중력 승수가 커질수록 내행성은 태양에서의 거리가 멀어지고 외행성은 태양에서의 거리가 가까.
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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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중력 승수에 따른 공전주기에서 환산한 태양 행성간 거리의 변화3 , -

그런데 역자승 중력의 가장 중요한 근거중의 하나로서 지구의 내행성인 수성과 금성의 최대이각 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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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있습니다 이는 수성에 대해서는 역자승 법칙이 확실히 들어맞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금성의 경. .
우 이각이 도이면 로 역삼승 보다는 역 자승 에 가깝습니다48 0.743AU (Inverse Cube, 0.784AU) (0.723AU) .
달과 태양에 의한 지구기조력의 실험적인 수식은 지구의 중력까지 고려하여 역삼승으로 계산되고 있습

니다만 역자승에서의 변이를 추가하여 자료의 해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양표면의 흑점은 거.
리에 관계없는 일정 중력으로 해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나사의 화성 전역조사위성의 지자기 웹자료를 참조하면. σmarsa = -k(r) msun/4 rπ mars2 4σ≃ eartha 을
대체로 만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의 흑점은 와 연 선 영역에서 반전되어 밝은 부분이 됩. UV X
니다 이것이 흑점이 많을수록 지구의 편극이 상승하여 천둥번개가 심해지고 온난해지는 원인으로 판단.
됩니다 관련 사업으로는 수로 스키장 댐과 간척 등이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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