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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막우주 가설’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시공간은 고차원 공간의 

부분 공간인 3차원 ‘막’이며 그 속에서 기본 입자들의 상호작용이 일어

난다. 는 우리가 사는 시공간, 는 여분의 차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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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재까지 유렵 핵물리학 연구소(CERN)의 LEP 실험 그리

고 미국 페르미 연구소의 Tevatron 실험 등을 통해 근 가

능했던 높은 에 지 상한은 략 페르미 에 지(
≈ 

GeV) 정도이다. 이 에 지 이하에서 성공 으로 기본입자와 

그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것으로 알려진 ‘표  입자물리학 모

형’ 혹은 여서 ‘표  모형(the standard model)’이 있지만, 
LHC 실험을 통해 도달할 페르미 에 지보다 훨씬 높은 에

지 역까지 여 히 재의 모습 그 로 성공 으로 물리 

상을 기술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실제로 재의 표

 모형이 가지고 있는 한계 과 문제 을 극복하기 해 다

양한 새로운 물리학 모형이 만들어져 제안되고 있으며 많은 

물리학자들은 LHC를 통해 그 정체가 밝 질 것을 기 하고 

있다. 특히 여분의 차원(extra dimensions)과 막(brane)이라

는 새로운 개념들이 소  표 모형을 넘어서는 물리학 이론

을 연구하는데 극 으로 들어오게 된 지난 십여 년 간은 

물리학 모형 제작의 르네상스라고 불러도 손상이 없을 만큼 

수많은 흥미로운 이론들과 가능성들이 제안되어왔다. 이 의 

목 은 특히 이론가들의 심을 불러일으켰던 표 인 입자

물리학 모형들이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고 각각의 모형들이 

견하는 LHC 물리학은 무엇인지 간략히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분의 차원과 양자 중력현상

1990년  이후 끈 이론의 획기 인 발 에 힘입어 물리

학자들은 우리 우주의 모습에 해 근본 으로 새로운 그림

을 그리기 시작하 다. 4차원 시공간의 공간차원을 확장한 고

차원 시공간에 포함된 부분 공간으로 우리 우주가 존재하며 

력을 제외한 자연계의 기본 힘인 기약력과 강한핵력 그

리고 물질 입자인 쿼크와 렙톤들은 모두 이 부분 공간에 속

박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간은 소  ‘막우주 

(brane world)’로 불리는데 이는 멤 인(membrane)에서 

온 말로서 우리 우주가 마치 3차원 공간에 들어있는 2차원 

종잇장처럼 고차원 공간에 들어있는 3차원 막(幕)이라는 것을 

표 하는 용어로 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막우주 아이디어가 입자물리학자들의 심을 끌게 

된 것은 낮은 에 지 칭 이론의 모티 가 되었던 소  

‘게이지 계층성 문제’에 한 새로운 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Arkani-Hamed, Dimopoulos, Dvali (ADD) 등의 

1998년 논문들이 출간되면서부터 다.[1] 이들은 막우주에 더

해서 리미터(mm) 크기의 여분의 차원이 존재한다면 력

이 강해지는 에 지 크기가 TeV 정도로 낮아질 수 있으며 결

국 약한 핵력의 에 지 스 일 혹은 힉스 입자의 진공기 치 

값과 고차원 력을 기술하는 에 지 스 일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 다. 이에 따르면 우리가 

행성 운동으로부터 알게 된 뉴턴의 만유인력은 4차원 찰자

에게 나타난 모습일 뿐이며 본질은 고차원 시공간의 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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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충돌 에너지 M, 임팩트 파라미터 b로 충돌하는 두 입자를 통한 

블랙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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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그 세기가 기약력 등에 비해 차이가 나지 않는다. 
1999년 Randall과 Sundrum(RS)이 발표한 워 된 여분차원 

모형(warped extra dimension model)[2]
은 막우주에 한 입

자물리학계의 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들은 ADD 등이 가

정했던 평평한 여분차원 신 음의 우주상수를 가지는 5차원 

AdS(Anti-de-Sitter) 공간에서 여분 차원 방향의 치에 따라

서 에 지를 재는 잣 (measure)가 지수처럼 변하게 되며 따

라서 큰 색편이를 만들어낸다는 에 주목했다. 만약 우리

가 살고 있는 막우주가 큰 색편이가 일어난 지 , 흔히 IR 
경계 이라고 부르는 에 놓여있다면 자연스럽게 력을 제

외한 힘들과 련된 에 지 스 일은 UV 스 일로부터 지수

으로 큰 색편이가 일어난 작은 값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ADD 모형과 RS 모형 등 큰 계 문제의 해법들은 력 

상호작용과 련된 에 지 스 일이 기약력의 스 일(
 

≈ GeV)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는 을 이용하고 있

다. 따라서 LHC 에 지 스 일에서는 이러한 력  상호작

용에 해 보다 직 으로 근할 수 있을 것으로 측된다. 
력  상호작용으로 일단 무거운 칼루자-클라인 력자

(graviton)가 표  모형 입자들의 산란에 여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이 있을 수 있다. 를 들어 쿼크와 쿼크가 충

돌하여 양자역학  가상 력자를 생성하고 그 력자가 다

시 쿼크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력 상호작용이 

TeV 정도에서 이미 강하다면, 기약력에 의한 상호작용에 

비해 이러한 쿼크 생성 과정에 한 력 상호작용의 효과

가 작지 않으며 따라서 LHC에서 그 차이를 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그리고 칼루자-클라인 력자를 직  생성

하 을 경우 큰 보이지 않는 에 지(missing energy)를 포함

한 충돌 이벤트를 측할 것으로 상한다.
하지만 큰 여분 차원 이론이나 워 된 여분 차원 이론 등 

TeV 력 이론에 따르면 LHC를 통해 우리가 할 가능성이 

있는 가장 흥미로운 상은 바로 블랙홀 생성이다. 발달한 

측 기술 덕분에 우리 은하 심의 거 한 블랙홀, 성을 통

해 그 존재를 드러내는 블랙홀, 큰 감마 이를 내놓는 블랙홀 

등 다양한 천체 물리학  블랙홀들이 이미 측을 통해 알려

진 것은 사실이지만, 역시 인간이 만든 실험실에서 직  블랙

홀을 생성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은 분명 흥분할만하다. 더구

나 LHC에서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 ‘미니’ 블랙홀의 경우 천

체의 거 한 블랙홀을 통해 결코 제공받지 못할 블랙홀의 양

자역학  상에 한 정보를 제공해  수 있기 때문에 물

리학자들은 더욱 큰 심을 가지고 있다.
블랙홀은 력이 무나 강하여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물체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충돌 에 지가 높아서 강한 

력 역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 충돌 에 지에 해당하는 사

건의 지평선 크기보다 작은 충돌 임팩트 라미터(impact 
parameter)를 가지는 충돌의 결과로 블랙홀이 생성될 수 

있게 된다. 2001년 디모포울로스(S. Dimopoulos)와 랜즈

버그(G. Landsberg)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기딩스(S. B. 
Giddings)와 토마스(S. Thomas) 등은 ADD 이론과 RS 이론 

등 낮은 에 지 력이론의 결과로 LHC는 미니 블랙홀 공장 

(Blackhole factory)가 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 다.[3] 기
본 으로 블랙홀을 생성시키기 해서는 큰 에 지를 작은 

공간에 집 시킬 필요가 있다. 킵 쏜(Kip Thorne)의 ‘후  가

설’에 따르면 주어진 에 지 크기에 해당하는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 크기 혹은 슈바르트쉴트 반경의 고리(hoop)로 어느 

방향이나 둘러  수 있다면 블랙홀이 생성된다. 이를 일정한 

임팩트 라미터(), 충돌 에 지()와 각운동량()으로 충돌

하는 두 입자에 해 용해 보면 블랙홀의 생성 조건을 다

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 여기서 는 주

어진 에 지와 각운동량에 해당하는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의 크기를 나타낸다.
일단 생성된 블랙홀은 호킹 복사 과정을 통해 각운동량과 

에 지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먼  각운동량을 완 히 잃어버

리는 소  스핀-다운을 겪은 다음, 스핀이 없는 슈바르츠쉴트 

타입의 블랙홀이 되어 남은 에 지를 완 히 잃어버릴 때까

지 붕괴하게 된다(그림 2). 이 과정에서 많은 입자를 호킹 복

사로 내놓게 되며 방출된 입자들은 LHC의 입자 검출 장치를 

통해 검출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블랙홀에 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블랙홀 이벤트에서 가장 에 

띄는 것은 다수성(muliplicity)이다. 이는 블랙홀이 높은 엔트

로피를 가지는 물체로 일반 인 기본입자의 그것과는 다르다

M,J=M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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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입자 충돌을 통해 생성된 블랙홀이 호킹 복사 과정을 통해 에

너지를 내놓고 붕괴하는 과정.

참고문헌

[4] D. Ida, K.-y. Oda and S. C. Park, Phys. Rev. D 67, 064025 

(2003) [Erratum-ibid D69, 049901 (2004)]; Phys. Rev. D71, 

124049 (2005); Phys. Rev. D73, 124022 (2006).

[5] C. Csaki, C. Grojean, H. Murayama, L. Plio and J. Terning, 

Phys. Rev. D 69, 055006 (2004).

[6] N. Arkani-Hamed, A. G. Cohen and H. Georgi, Phys. Rev. 

Lett. 86, 4757 (2001); Phys. Lett. B 513, 232 (2001). 

는 것을 확실히 보여  수 있다. 블랙홀의 경우 다수의 제트

(jet)가 포함되는 이벤트가 측되며, 이는 제트의 개수가 높

아짐에 따라 확연히 이벤트 개수가 어드는 게이지 상호작

용의 그것과 구별된다. 참고로 고차원 블랙홀의 붕괴 과정을 

정확히 기술하기 해 필요한 ‘회색 계수(greybody factor)’ 계산

은 2003년-2006년에 걸쳐 필자와 일본인 동료인 이다(D. 
Ida), 오다(K. Oda) 등에 의해 최 로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가 재 가장 정확한 LHC에서의 블랙홀 이벤트 시뮬 이션 

코드에 사용되고 있다.[4]

無힉스 이론 (Higgsless Theory)

아직 힉스 입자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힉스가 

TeV 이하의 에 지에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2003년 차키(C. Csaki), 그로쟌(C. Grojean), 무라야마

(H. Murayama), 필로(L. Pilo) 그리고 터닝(J. Terning) 등은 

5차원 공간의 게이지 이론에 한 경계 조건을 이용하여 힉

스 없이 게이지 보존의 산란 문제(WW scattering)에서 나타

나는 유니타리티(Unitarity) 붕괴 상을 해결할 수 있는 모형

을 제시했다.[5] 무힉스 이론(Higgsless Theory)으로 불리는 

이 이론에 따르면 무거운 벡터 입자들이 차례로 WW 산란에 

들어오면서 산란 확률이 발산하는 것을 완화시켜 나가게 되

는데, 이 무거운 입자들은 바로 5차원 게이지 입자들의 칼루

자-클라인 상태들이다. 기약력은 경계조건에 의해 깨지며, 
W 입자와 Z 입자의 질량이 유도된다. 따라서 만약 이 이론이 

옳다면 LHC에서는 W 입자와 Z 입자의 칼루자-클라인 입자

를 보게 될 것이다. 특히 WW 산란의 발산을 해결하도록 조

율된 게이지 입자간의 상호작용 패턴은 매우 특별하기 때문

에 결국 게이지 입자간의 상호작용에 한 자세한 탐구를 통

해 무힉스 이론을 검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이론에서 페르

미 입자의 질량을 주는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난제로 

남아 있다.

리틀 힉스 이론 (Little Higgs Theory)

자연스럽게 가벼운 스칼라 입자를 얻는 방법으로 1984년 

카 란(D. Kaplan)과 조자이(H. Georgi) 등이 제안했던 남부-
골드스톤 입자(Nambu-Goldstone particle) 해석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제안된 이론이 소  ‘리틀 힉스’(Little Higgs) 
이론이다.[6] 2001년 아르카니-하메드(N. Arkani-Hamed), 코헨

(A. G. Cohen) 그리고 조자이(H. Georgi) 등은 차원해체 

(dimensional deconstruction) 방법을 확  용하여 새로운 

힉스 입자에 한 이론을 수립하게 되는데, 차원 해체 이론은 

게이지 군을 반복 으로 직  곱하여(direct product) 얻은 

큰 게이지 군의 팩터를 새로운 공간 차원의 다른 에 응

하는 게이지 군으로 해석하는 이론으로 이를 통해 고차원 공

간을 4차원 공간의 게이지 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리
틀 힉스 이론에서 힉스 입자는 역  칭군 G가 부분군 H
로 깨어질 때 남는 남부-골드스톤 상태로 G/H에 포함되도록 

정의한다. 이제 G가 충분히 크다면 단순한 게이지 상호작용

에 의해 완 히 칭성이 사라지지 않게 만들 수 있으며 따

라서 질량이 0인체로 남게 된다. 이러한 성질이 1-loop 정도

에서만 성립한다고 해도, 힉스 질량과 련한 컷-오  에 지

가 10 TeV 이상 높게 잡을 수 있으며 소  작은 계 문제 

(Little Hierarch problem)와 계된 기약력의 정  테스트

와 마찰을 거의 없애게 된다. 이처럼 복합 인 상호작용의 결

과로 2-loop 이상에서 힉스 질량이 나타나도록 하는 기작을 

리틀 힉스 기작(Little Higgs mechanism)으로 칭한다. 
칭 이론에서 R-패러티가 그러하듯 리틀 힉스 이론에서 T-패
러티라고 불리우는  칭성을 고려하 을 때 암흑 물질의 

후보가 되는 입자가 존재하며, 그와 련된 입자물리학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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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리틀 힉스 이론에서 무거운 T-쿼크 쌍생성에 대한 파인만 다이

어그램 (좌), 초대칭 이론에서 스칼라 톱-쿼크 쌍생성에 대한 파인만 다이

어그램 (우).

이 칭 이론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리틀 힉스 이론은 더욱 각 을 받게 되었다. 를 들어 리틀 

힉스 모형에서 무거운 새로운 쿼크인 T-쿼크 생성 과정과 

칭 이론에서 스칼라 톱-쿼크 생성 과정을 표 하는 

인만 다이어그램을 살펴보자 (그림 4 참조).
리틀 힉스 이론의 T-쿼크 생성 과정은 칭 이론에서 

스칼라 톱-쿼크( )의 생성 과정과 기본 으로 동일한 구조

를 가지고 있다. 즉  과정에서 T 쿼크 신 스칼라 톱-쿼크

를 그리고 무거운 벡터 입자인  신 가장 가벼운 칭 

입자인 뉴트럴리노(neutralino, )를 응시켜보면 두 다이

어그램은 동일하다. 결론 으로 고에 지 충돌 실험에서 나타

날 상은 매우 유사하며, 실제 LHC 등의 실험에서 두 이론

을 구분하는 일은 힘들고도 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다.

게이지-힉스 통합 (Gauge-Higgs Unification)

힉스 입자의 질량을 가볍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아이

디어는 소  ‘게이지-힉스 통합’이라는 것으로, 힉스 입자를 

고차원 게이지 입자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 힉스 

입자의 질량은 자연히 게이지 칭성에 의해 보호되며, 큰 

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아이디어의 원형은 1979년 

만톤(N.S. Manton), 1983년 호소타니(Y. Hosotani) 등에 의

해 제기된 바 있으며, 특히 콤팩트한 여분차원에서 게이지 보

존의 슨 라인(Wilson-line)이 비단순 상기하(nontrivial 
topology)에 의해서 0이 아닌 진공 기댓값을 가지게 되는 기

작은 호소타니 기작(Hosotani Mechanism)으로 불린다. 이 

아이디어는 평평한 5차원에 용될 수도 있으며,   공간

에 용될 수도 있다. 특히 에서 ‘벌크’ 이론이 소  이

성(duality)으로 연결되어 경계에서의 등각장론(Conformal 
Field Theory)으로 기술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호소타니 

기작을 에 용하여 5차원 게이지 입자의 부분을 힉스 

입자로 해석하는 이론이 2005년 아가시(K. Agashe), 콘티노

(R. Contino) 그리고 포마롤(A. Pomarol) 등에 의해 발표되

었는데, 이 이론을 4차원 경계이론으로 보았을 경우 복합 힉

스(Composite Higgs) 이론과 동등하다는 것이 알려졌다.[7] 
특히 이 경우 ‘벌크’ 이론은 여 히 약한 상호작용을 하기 때

문에, 순수하게 4차원에서 고려되던 복합 힉스 이론의 경우

와 달리 보다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게이

지-힉스 통합 이론의 경우 힉스 입자를 포함하도록 게이지 

군이 표 모형에 비해 확장되어야 하며 따라서 표  모형의 

게이지 입자 이외에 다른 게이지 입자가 도입될 수밖에 없

다. 이러한 다른 게이지 입자의 질량은 기약력이 깨지는 

에 지에 비해 크게 커질 수 없으며 따라서 LHC에서 그 흔

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하나는 힉스 입자가 

본질 으로 5차원 게이지 입자의 한 부분이므로, 힉스 입자

와 게이지 입자와의 상호작용 패턴을 정 하게 측한다면 

보다 직 으로 게이지-힉스 통합 이론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LHC는 처음으로 약한 핵력의 세기를 결정하는 페르미 에

지를 훨씬 뛰어넘는 역의 물리학을 직  탐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것으로 ‘새로운 물리학 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충분히 기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어떤 새로운 물리학이 나

타날지에 해 이론물리학자들의 의견은 앞서 기술했듯, 낮
은 에 지 칭 이론을 비롯하여 큰 여분차원, 워 된 여

분차원, 리틀 힉스, 무힉스, 복합 힉스, 게이지-힉스 통합 이

론 등 매우 다양하게 개진되어 왔다. 하지만 오직 실험 데이

터를 통해서 실제 우리 자연이 어떤 모습인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