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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새로운 수의 등장과 새로운 시대

  수는 인류의 역사와 항해를 같이 하여 왔고 새로운 수
의 발견은 새로운 문명과 시대를 여는 기초가 되어 왔다. 
인도에서 정식 숫자로 인식된 0은 큰 수의 계산 속도를 
빠르게 하였으며, 이 지식은 아라비아 상인을 통해 유럽
에 전해져 상업 발달과 지금의 자본과 금융체계에 놀라
운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숫자 0이 인도에
서 발달하게 된 것은 그 당시 인도 불교의 공(空)사상으
로 인한 인식의 확장이 0을 숫자로 인식하는데 자연스러
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그리스에서는 0을 인식하였
으나 숫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 숫자의 발견과 발
전에 사유의 확장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

1.2 연구 목적

  좌표 상의 수인 점과 관찰자 의식의 상호작용을 통하
여 점의 존재성에 관한 사유를 설명하고, 이때 관찰자 의
식을 배타수로 표현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여 보고자 한
다. 또한 점의 존재성에 관한 사유가 물리 세계의 우주의 
시원(始原)과 유사하다는 것을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2.1 수학과 자연계 현상의 우연한 일치

  순수 수학에서 사유의 확장을 통하여 얻은 지식이, 물
리 영역에서 우연히 발견되거나 응용된 것을 종종 발견
할 수 있다. 그리스 시대에 원추 곡선 중 타원은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과 수학적 발견일 뿐 자연 현상에서 타원 

운동을 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원추 곡
선의 발견 이후 1800년이 흘러 케플러를 통해 천체가 타
원 운동을 함이 알려졌다. 또한, 수학에서 소수의 분포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리만 제타 함수의 근의 분포
가 양자 역학에서 미시 세계의 특징을 연구 하던 중에 
일치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오늘날 몽고메리-오들
리즈코 법칙(Montgomery-Odlyzko Law)으로 알려져 있
다[2]. 이것들은 관념적, 추상의 수의 세계가 자연계와 접
점을 이룬 예이며, 이를 통해 수학적인 탐구의 결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과 전혀 무관하게 상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실재의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보게 하였다.

2.2 좌표 상의 수와 물리학의 입자

2.2.1 수의 유한과 무한의 표현
  수는 유한과 무한의 표현이 가능하다. 예들 들어 1은 
1과 무한히 9가 진행되는 0.999⋯로 표현 할 수 있다.  
그러나 0.999⋯가 1이라는 인식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
기도 한다.  그것은 직관적으로 보아 9가 계속 이어질 뿐 
1보다 작은 수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2.2.2 미립자의 입자와 파동
 원자의 미립자도 입자성과 파동성이 두 가지 존재 형태
를 갖고 있다.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하여 입자성과 파동성
의 양면적 성질이 나타남을 알았고 또한 관찰자의 의도
가 있을 시는 입자성을 띤다는 것도 나타났다.

2.2.3 점으로 환원된 좌표 상의 수와 물리 입자
 수는 좌표 상의 점으로 환원되며, 물리 입자도 점으로
써 인식할 수 있다. 점으로 환원된 수와 물리 입자의 존
재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서 점의 정의는 ‘0
차원으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정의하도록 한다. 부분이 
없는 점을 어떻게 인식하며,  어떠한 양태로 존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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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인류 문명의 발달에 기여하여 왔으며 고대 철학자들의 사유의 대상이 되어 왔다. 수는 간단히 사물을 세는 수에서 도형, 

논리학, 허수, 무한, 등으로 그 영역이 확대 되어 현대에는 추상화되어 왔다. 수학은 새로운 사상과 사유의 영향으로 새로운 영

역이 개척되기도 하였는데 본 논문은 좌표상의 수가 관찰자의 의식과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존재한다고 제시하였다. 여기서 관

찰자 의식을 배타수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점의 존재에 대한 사유가 우주의 시원에 대한 것과 연관이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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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에 대해서 좌표 상의 점의 존재성에 관한 사유를 통
해 살펴보고자 한다. 

2.3 좌표 상의 점의 존재성에 대한 사유

2.3.1 사유의 전제
  좌표상의 점의 존재에 관한 사유는 다음을 전제로 하
였다[3].
(1) 좌표 상의 수는 점으로 환원되고, 점은 0차원으로 부
분이 없다로 정의하며, 좌표상의 점은 존재한다.
(2) 관찰자가 좌표 상에서 임의의 수를 생각하고 좌표 위
에 점을 찍는다.
(3) 관찰자가 점을 찍으면 점은 생성되고, 점은 인식된
다.

2.3.2 좌표 상의 점의 존재성 고찰
  “좌표 상에서 점을 찍다” 는 행위를 통해서 점은 존재
한다. 그러므로 1을 상상하고 좌표 상에 점을 찍을 수 있
다. 그런데 1의 다른 표현인 0.999⋯은 점을 찍을 수 있
는가? 즉 점을 찍기 전에 계속해서 다음의 자릿수에9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는 점을 찍어야 생성된다는 것에 
모순이 된다. 또한 좌표 상의 점이 과연 0차원인가? 완전
한 0차원을 관찰자는 인식할 수 있는가?

2.3.3 점과 관찰자 의식의 상호작용을 통한 존재
  좌표 상에서 1을 점으로 찍으면 찍는 행위로 인하여 
점은 존재한다. 그런데 이 점을 0.999⋯로 환원하여 관
찰하고자 한다면 좌표 상의 점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인
가?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다음 자릿 수의 9로 계속 이
동하기 때문이다. 좌표 상의 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점
과 좌표와 관찰자 의식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사유하였
다. 좌표계의 확대 축소 속도를 Vc, 점의 확대 축소 속도
를 Vp, 관찰자의 의식의 속도를 Vo 로 정의하고 관찰자
가 좌표상에서 점으로 보이는 상태를 좌표계와 점과 관
찰자의 속도의 개념으로 파악하면 Vc=Vp=Vo의 상태임
을 알 수 있다[3]. 이는 좌표 밖의 관찰자 의식을 수학에 
도입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2.4 배타수를 이용한 관찰자 의식의 표현

  배타수는 주관적인 것을 수로 표현한 것으로 이는 의
식, 영혼, 정신 등을 포함한다. 그러면 좌표상의 점의 존
재성에 있어서 관찰자의 의식을 배타수로 표현이 가능하
다고 할 수 있다. 

2.4.1 배타수의 개념

  배타수는 


을 로 표현된 수의 기호이며 

     라는 쌍으로써 표현되는 수이다. 여기서 
좌변의 a는 물질계를 a는 정신계를 나타내고 있다. ‘==’
의 의미는 우변이 나타난 결과가 어떤 작용을 통하여 나
타났는가를 보여주는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4].

2.4.2 관찰자 의식을 배타수로 표현
  좌표상의 수 즉 점의 존재성에 관여하는 관찰자의 의
식을 수로   표현하면 좌표 상의 점 1과 그 점을 의식하
는 의식은 1로 볼 수 있으며 ‘1+1==1’로 기술할 수 있

다. 여기서 ‘+’는 상호 작용을 의미한다.

2.5 점과 우주의 시원에 관한 사유

  현대의 빅뱅 이론은 우주 배경 복사의 연구로 정설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우주의 시작이 하나의 점으로 치
환됨을 알 수 있다. 만약 이 우주의 특이점을 0 차원의 
부분이 없다고 정의하면 이는 좌표 상의 점으로 치환된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우주의 시원이 되는 점이 
부분이 있다면 그 점이 존재하기 위한 공간을 상정하여
야 하므로 이는 빅뱅 이전에는 시간과 공간이 생성되지 
않았다는 전제에 모순이 된다. 0차원의 점은 무(無)인데 
우주가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이 0차원의 점 무(無)에 대한 사유는 좌표 상의 점의 존
재성의 사유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
은 부분이 없는 점에서 선분의 생성되는 것에서 논리적 
설명의 어려움이 있었다. 부분이 없는 점이 아무리 모여
도 역시 부분이 없는데 선분의 생성되기 때문이다. 우주
가 무(無)에서 유로 창조되는 것도 이와 같은 난해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6 배타수의 의미 

  배타수에서 


은 로 표현되는데, 이를 속도에 대입

하면 1인 거리를 0의 시간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며, 일률
에 대입하면 1의 일을 0의 시간에 하는 것이다. 양자의 
세계에서 미립자가 순식간에 이동하는 양자 점프가 있고, 
양자 얽힘 상태에서는 우주의 끝에 있어도 순식간에 정
보 전달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배타수의 난해성은 물리
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예측되기도 한다. 배타수의 의미
는 마음에 품은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
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인도에서 0을 수로 인식한 도전은 세상을 바꾸는 원동
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상과 무관하게 독립적 
수학적 사유가 세상에 적용되는 것도 살펴보았다. 배타
수를 0의 인식과 같이 존재하는 하나의 수로 인식하면 
새로운 세상이 발견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함유되어 있다
고 할 수 있다. 배타수의 인식은 존재하는 모든 곳에 그 
이면에 내재된 의식, 영혼, 정신 등이 내재한다는 것을 
수로 표현한 것으로 다가오는 영성 시대에 인류의 사고
의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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