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리 양자 중력이론의 공간과 시간 해석

공간, 시간, 양자 에 대한 관계론 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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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서론 – 전체내용의요약

3

▪ 일반 상대론의 중요한 대칭성 인 일반 공변성 (general covariance) 을 만족하는 중력을 직접 고려

▪ 로벨리의 일반 공변성(홀 논변)을 통한 공간의 관계론 해석에 리클스의 비판, 풀리의 반박, 발표자가 읽은 교훈

▪ 공간의 관계론을 버팀목으로 시간의 관계론, 관계론적 동역학, 관계론적 양자해석 으로 나간다는 의미에서

▪ 더 큰 의미의 관계론을 논할 수 있음, 관계론적 양자해석 에서 다시 공간의 관계론 을 읽을 수 있음

★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론를 양자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도 중의 하나

서론 – 고리양자화개요

★ 공간을 스핀 네트워크(spin network)라는 양자 상태의 중첩으로 이해

▪ 스핀 네트워크 로 구성된 루프 형식화는 휠러–드윗 방정식 의 완전한 해 를 구하기 위한 시도

▪ 양자화 과정: (1) 동역학적 기본 변수 결정 – 일반 상대론의 해밀턴 형식화 (3 + 1 D)

▪ (2) 디락 의 방법으로 양자화

▪ (3) 구속조건 을 해결하여 양자 상태 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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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특수 상대론의 시공간

전기장과 자기장 성분 간의 상대성

5

시간과 공간 성분 간의 상대성 ds2 = ηab dxa d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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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일반 상대론의 시공간

관성과 중력 성분 간의 상대성

6

중력 – 시공간의 기하학 ??? ds2 = gab dxa d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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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리 양자 이론의 수학적 구조

기본 변수 결정 – 아쉬테카 변수 선택

7

▪ 고전 일반 상대론의 기하학은 시공간의 거리, 관성 구조 를 표현하는 4차원 메트릭으로 기술

▪ 고리양자화의 위상공간 은 3D 공간 에서 정의된 SU(2) 대칭성가진 접속 A a
i 과 트라이아드 Ẽi

a로 구성

▪ A a
i는외재적 기하 를, 공준량 Ẽi

a는 공간의 계량에 해당하는 내재적 기하 를 기술하는 정준 변수

★ 동역학적 기본 변수로 아쉬테카 변수로 메트릭을 대체

변수변환 – 윌슨루프형식화도입

★ 근처 다른 전하가 없다면 두 전하 연결하는 닫힌 고리를 ‘힘의 선’을 정의

▪ 이와 관련된 수학적 양이 선을 따라 정의된 게이지 전위 (gauge potential)의 홀로노미 (holonomy)이다.

▪ 접속 A a
i를 가진 게이지 이론 에서 홀로노미 는 폐곡선 C 따라 A a

i를 선적분(line integral)하고 지수화한

▪ 홀로노미 에 대한 정보는 게이지 변환까지 다양체의 모든 점에서 접속을 재구성 하지만 게이지 불변 은

▪ 아님, 따라서 윌슨 루프 를 도입 (물리적 측정량은 게이지 불변인 연산자 에서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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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리 양자 이론의 수학적 구조

양자화 – 디락양자화과정

8

▪ 고전적 정준 변수들 간 푸아송 괄호 를 양자 연산자들 간 커뮤테이션 관계 로 대체

▪ 양자역학의 연산자 들은 물리량을 기술하게 되며, 이들로 구성된 고유값 문제 를 풀면 고유 상태 를 구성

▪ 이렇게 나온 고유상태 가 스핀 네트워크 . 즉, 물리학 은 스핀네트워크 의 중첩

★ LQG서는 메트릭 대신, 접속 및 트라이아드 변수로 시공간의 기하학을 표현

고유 상태 – 스핀네트워크, 구속조건 – 동역학기술

★ 시공간을 스핀 네트워크(spin network)라는 양자 상태의 중첩으로 이해

▪ 접속 A a
i과 트라이아드 Ẽi

a로 기술된 기하학을 기술하는“면적” 및 “체적” 연산자 를 도입

▪ 물리적 기하학은 “면적” 및 “체적” 연산자에 대한 고유상태 (상태 벡터)인 스핀 네트워크로 기술. 

▪ 공간의 양자 기하학 은 스핀 네트워크의 양자적 중첩으로 표현

▪ 고유상태는 힐버트 공간 H 를 구성, 연산자로 구성된 구속조건 은 동역학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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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리 양자 이론의 수학적 구조

연산자– 면적, 체적연산자 상태 벡터 – 스핀네트워크

9

▪ 스핀 네트워크 상태는 모서리 (LINK)와 꼭짓점 (NODE)로 구성된 그래프(GRAPH)를 통하여 스핀 표현을 구성

▪ 꼭지점 위의 표현 은 체적 연산자의 고유값 이고 모서리 위의 표현 은 면적 연산자의 고유값 이다.

▪ 그래프의 구조는 스핀 네트워크 부분 간의 인접 관계, 즉 기본 구조의 “연결성”을 나타낸다.

★ 공간 기하학을 스핀 네트워크라는 양자 상태의 중첩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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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벨리의 공간에 대한 관계론 해석

연산자– 면적, 체적연산자 상태 벡터 – 스핀네트워크

10

▪ 스핀 네트워크의 모서리는 “면적”의 양자 (면적 단위) 를 기술, 꼭지점은 “부피”의 양자 (부피 단위) 를 기술됨.

▪ 양자 상태인 스핀 네트워크의 링크와 노드가 많을수록 공간의 영역과 부피가 커진다.

▪ 로벨리 는양자장 을 기술하는 상태벡터 에 의해 공간의기하학 이 결정되기 때문에관계론 해석을 주장함.

★ 고리 양자 중력이론 수학적 구조에 대해 로벨리는 공간에 대한 관계론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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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벨리의 공간에 대한 관계론 해석

로벨리 – 스핀네트워크관계론

11

스핀 네트워크 상태는 그것이 얹져져 있는 위치가 없다. [스핀 네트워크]는 다른 대상에 상대적으로 국소화되지 않는다.

다른 대상 (물질, 입자, 기타 장)이 [스핀 네트워크]에 대해 국소화 된다.

[스핀 네트워크]는 “어디에”가 위치해 있는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위치시킬 수 있는 그 “어디”이다.

스핀 네트워크 상태는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공간 이다.

★ 양자 상태인 스핀 네트워크는 다른 모든 것을 위치시킨다.

관계론에 대한 논거 - 고리 양자 이론에서의 홀논변

★ 미분동형 변환에 의해 스핀 네트워크 위치와 다양체 점 간 미결정성

▪ 라그랑지에서 헤밀토니안으로 변환시 라그랑지의 헤시안이 0이면, 여분의 구조가 생성

▪ 여분의 구조는 라그랑지안 승수를 포함한 구속조건으로 기술된다.

▪ 라그랑지안 승수에 대해 구속조건을 미분한 것이 0되는 조건, 

▪ 즉 구속조건(가우스, 미분동형, 헤밀턴) 해결한 결과가 궁극적으로 동역학적 방정식의 해

▪ 미분동형 변환에 의해 스핀네트워크 위치와 다양체 점 간 미결정성이 홀논변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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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클스(D. P. Rickles)의 비판

관계론 해석의 필연성에 의문 – 실체론해석가능

12

▪ 미분 동형 불변을 고려한 에스-노트는 다양체의 특정한 점에 기반하지는 않지만, 다양체의 점에 수반 한다고 해석

▪ 조화 진동자의 양자적 여기 를 전자기장으로 해석하듯이, 스핀 네트워크 상태의 여기를 공간으로 해석

★ 스핀 네트워크가 공간이라면 스핀 네트워크 실체론으로 LQG를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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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클스(D. P. Rickles)의 비판

홀 논변에 대한 실체론 해석– 반헤세티즘

13

▪ 다양체가 시공간 점 M 의 동일성 결정하면, d*g 매핑은 변환 전과 다른 g, T 값을 갖는 M의 분포 생성(메트릭 경우 반대)

▪ 시공간 구현은 사실 사건을 구성하는 다양체가 아닌 시공간의 거리, 인과적 구조 등을 결정하는 메트릭

▪ 세계의 위치를 바꿔도 새로운 세계를 구성할 수 없다는 반 헤세티즘은실체론과무모순

▪ 같은 논리를 LQG에도 적용 가능, 따라서 홀 논변은 실체론 지지 논변 으로 해석 가능

★ < M, g, T > 와 < M, d*g, d*T >가 동일 시공간 점에 대해 다른 메트릭, 물질 장의 분포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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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풀리(O. Pooley)의 리클스 비판

풀리(O. Pooley) - LQG에서 홀논변 구축에 대한 의문

14

▪ 헤밀턴 구속조건 에 의해 소멸 되고, 미분동형 구속조건 에 의해 소멸되지 않음, 하지만, 이런 상태는 LQG의 해가 아님

▪ 해가 되더라도 보다 큰 공간의 해 – 부분적인 구속조건은 풀어 구성한 상태로 완전한 해 공간보다 큰 공간

▪ 공간 방향 게이지 변환은 사소한 해석 인데 비해, 시간 방향 게이지 변환은 심각한 대응이 필요

★ 헤밀턴 형식화에서 홀 논변을 구성하기 위한 물리적 상태는 LQG의 해가 아님

벨로(G. Belot) - 홀 논변에 관련된 게이지 불변성 해석

★ 공간 방향의 게이지 불변성은 시간 방향의 게이지 불변성과 수학적 구조는 동일, 해석은?

▪ 공간 방향의 좌표변환이라는 수학적 규약 에 의해 생성되는 사소한 게이지 변환

▪ 공간의 점 이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점을 암시 – 또는 공간의 국소성은 중력장의 상호작용을 반영 (고전NM, GR )

▪ 하지만, 시간방향의게이지불변성은 이론 전반 에 대한 새로운해석을요구 하는 훨씬 큰 문제와 연관

▪ 시간 방향 게이지 불변성은 동역학의 해석 문제, 또는 시간의 문제 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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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벨리의 동역학적 관계론 해석

헤밀턴 형식화에서 시간의 문제– 시간은없다

15

▪ 헤밀토니안 GR - 동역학적 변수는 메트릭 g 에서 공간 방향 쉬프트 함수 N와 시간 방향렙스 함수 Ni로 재구성

▪ 변수 변환하여 외제적 기하학 표현 q와 내제적 기하학 표현 K가 동역학 변수가 됨

▪ q와 K 사이에는 구속조건 – (또는 헤밀턴 형식화에서) 구속조건을 푸는 것이 동역학적방정식 (휠러 –드윗)을 구하는 것

▪ 헤밀턴구속조건은동역학적변수의흐름을생성 - 헤밀턴 형식화에서는 구속조건 구성하는 헤밀토니안이 0

▪ 시간이흐르지않거나얼어버린동역학으로해석가능

★ GR의 대칭성인 일반 공변성 고려하면 시간의 문제, 얼어버린 동역학 문제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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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벨리의 동역학적 관계론 해석

일반 공변성 고려 - 동역학 자체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해석

16

▪ 기존의 이론은 X(t), Y(t), Z(t)와 같이 시간에 대한 물리적 상태의 변화로 동역학을 기술 – 하지만 일반 공변성은?

▪ 관계적 동역학 해석에서는 A(B), B(C), C(A)와 같이 측정값(Partial Observable)들 사이 관계로 기술 (예: 갈릴레이 진자)

▪ 공간이 중력장 간 상호작용에 의해 장소의 국소성이 창발되듯, 시간은 사건들 사이의 상관 관계의 변화 속에서 창발됨

★ 동역학은 시간에 대한 상태 변화가 아니라, 물리적 변수들 간 관계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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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벨리의 동역학적 관계론 해석

해석이란 – 이론 구조의 세 층위 (C. Liu, G. Belot)

17

▪ 이론적 구조의 세가지 종류: 형이상학적 층위, 의미적 층위, 수학적 층위 – 세 층위가 상호작용 (아인슈타인ST해석)

▪ 구속조건 기반의 관계론적 동역학은 수학 문제나 형이상학 문제라기 보다는 의미론적 해석의 문제

▪ 동역학적 관계론은 이론에서 어떤 요소가 중요 하며, 이들 간의 연관 관계를 수립 하는 의미론적 해석 (특화된 변수)

★ GR의 일반 공변성 고려하면, 구속조건 기반의 관계론적 동역학을 구성 가능

동역학적 해석에 의한 반성적 균형

★ 동역학적 관계론 해석은 수학, 의미, 형이상학 층위 간의 반성적 균형 결과

▪ 일반공변성에 대한 동역학적 관계론 해석은 프리 심플렉틱, 게이지 형식화 등 수학 구조, 시공간의 형이상학

▪ 관계론적 역학에서는 구속조건 자연스럽게 등장. 구속조건은 기본 물리량 흐름 생성.

▪ 기본 물리량 흐름 생성하는 헤밀토니안이 구속조건으로 자연스럽게 도입 – 동역학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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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벨리의 관계론적 양자역학 해석

스핀 네트워크(상태 벡터)에 대한 해석

18

▪ QM에서 물리양과 물리상태가 구분. 전자는 연산자 후자는 힐버트 공간에서 정의된 상태벡터에 의해 정의

▪ 중력을 양자화한 경우, 상태 벡터에 대한 해석은 공간, 시간의 존재론 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부분

▪ 양자역학의 해석 은 파동함수 또는 상태 벡터를 어떠한 물리적 대상으로 해석 하느냐의 문제

★ LQG 공간은 스핀 네트워크의 양자 중첩이지만 기하학적 해석은 불투명 -

관계론적 동역학에서 관계론적 양자역학 해석

★ QM 해석은 LQG의 수학적 구조, 의미론적 해석, 형이상학과 조화로운 해석

▪ 양자 상태 기술하는 상태벡터는 물리계와 측정 장치(다른 물리계)를 구성하는 물리계 간의 관계 에서 나온다

▪ 시공간의 국소성 은 중력장이란 동역학적 장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 된다는 아인슈타인 직관과 일치

▪ 따라서 상태 벡터인 스핀 네트워크는 물리계들 간의 관계 라는 점에서 동역학적 관계론 해석의 연장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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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계론적 양자 해석과 관계론적 공간 해석 간 관계

스핀 폼의 기하학에 대한 해석

19

▪ 물리적 상태를 기술할 때 국소적인 양자계를 세계의 다른 부분과 구분 하고, 이 구분된 부분 간의 상호작용 을 기술

▪ 관계론적 양자해석과 관계론적 시공간 을 연관

▪ 양자적 전이행렬은 4차원 시공간의 영역으로, 양자적 상태 는 시공간의 경계 로 해석된다.

▪ 상호작용, 즉 측정과정은 시공간에서 근접성 으로 해석

★ 관계론 양자해석은 물리계가 상호작용할 때 일어나는 양자적 사건을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