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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tortion of Schwarzschild black holes by external matter in axially symmetric spacetime
can generally be described by using the harmonic function, and the distortion of charged black
holes or rotating black holes is usually obtained by symmetrically transforming the distorted
Schwarzschild black holes. However, a previous paper has shown that both the external matter
and the black hole have the same mass-to-charge ratio in the distorted Reissner-Nordström black
hole obtained by using the Harrison transformation. This paper further shown that a specific
relationship for the angular momentum must be established between the external matter and the
black hole in distorted Kerr black holes obtained by using the Bäcklund transformation and the
Clément transformation. Therefore, the symmetry transformation method should not be used to
obtain the distortion of black holes by external matter with arbitrary charge or angular momen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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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 변환과 변형 블랙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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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대칭으로 분포된 외부 물질에 의한 슈바르츠실트 블랙홀의 변형은 조화 함수를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 그리고 대전된 블랙홀이나 회전하는 블랙홀의 변형은 슈바르츠실트 블랙홀의 변형을
대칭 변환하여 얻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Harrison 변환으로 얻어진 변형된 라이스너-노르드스트룀
블랙홀에서는 외부 물질의 단위 전하량이 블랙홀의 단위 전하량과 동일해야 함을 이미 지난 논문에서
보였고, Bäcklund 변환이나 Clément 변환과 같은 대칭 변환으로 얻어진 변형된 커 블랙홀에서는 외부
물질의 단위 각운동량과 블랙홀의 단위 각운동량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성립해야 함을 새로 보였다.
따라서 임의의 전하량이나 각운동량을 갖는 외부 물질에 의한 블랙홀의 변형을 논의하려면 대칭 변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Keywords: 변형 블랙홀, Bäcklund 변환,회전 블랙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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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건 지평면과 무한대 사이에서 존재하는 ‘외부 물질’ 은
일반적으로 블랙홀을 변형시킨다 [1–11]. 예를 들면, 사건
지평면 외부에 국소적으로 분포하는 물질들에 의해 슈바르

터 회전하는 변형 블랙홀을 얻을 것이고, 이를 통해 Clément
변환으로 얻어진 회전하는 변형 블랙홀에서는 외부 물질의
단위 각운동량과 블랙홀의 단위 각운동량이 동일할 수 밖에
없음을 보일 것이다. 끝으로 제4절에서는 변형 블랙홀을 얻
기 위한 대칭 변환 방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할 것이다.

츠실트 블랙홀의 사건 지평면이 구형에서 찌그러진 구형으
로 기하학적인 모양이 변형된다. [1,12] 그래서 슈바르츠실
트 변형 블랙홀은 변형된 슈바르츠실트 블랙홀만이 아니고
사건 지평면 외부에 존재하는 물질들도 함께 포함하는 복
합계를 지칭한다.
외부 물질이 정상 상태에서 축대칭으로 분포되어 있으면
시공간은 두 개의 교환되는 킬링 대칭을 갖고 있으므로 정
상상태 시공간에서의 전형적인 분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막스웰 이론의 Harrison 변환을
슈바르츠실트 해에 적용하면 라이스너-노르드스트룀 해를
얻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변형된 슈바르츠실트 블랙홀로
부터 변형된 라이스너-노르드스트룀 블랙홀을 얻을 수 있다
[2,9]. 그런데 이렇게 얻어진 변형된 라이스너-노르드스트
룀 블랙홀을 분석하면 총 질량과 총 전하량을 (M∞ , Q∞ ),
블랙홀의 질량과 전하량을 (MH , QH ), 외부 물질의 질량과
전하량을 (Mm , Qm ) 이라고 할 때 관계식
Mm
MH
M∞
=
=
Qm
QH
Q∞
이 성립해야 한다 [12]. 즉 외부 물질의 단위 전하량이 블
랙홀의 단위 전하량과 동일하다. 이 사실은 외부 물질의
단위 전하량이 블랙홀과 다른 값을 갖는다면 (예를 들면
전기적으로 중성이면) 대칭 변환 방법으로는 대전된 변형
블랙홀을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정상 상태 시공간의 대칭을 이용한 솔리톤 방법을 민코프
스키 진공해에 적용하면 커 블랙홀을 얻을 수 있다 [13–16].
따라서 외부 물질에 의해 변형된 커 블랙홀을 얻기 위해 외
부 물질이 만든 시공간 해에 솔리톤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이다 [6, 17].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얻어진
변형 블랙홀에서는, Harrison 변환으로 얻어진 대전된 변형
블랙홀에서의 문제점과 유사하게, 외부 물질의 각운동량이
블랙홀의 각운동량과 특별한 관계를 가져서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변형 블랙홀로 해석할 수 없음을 밝힐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2절에서는 참고 문헌 [17]에서 사용한 방법
(Neugebauer의 Bäcklund 변환 [18])을 따라 외부 물질만에

II. Bäcklund 변환과 변형 블랙홀
정상 상태 축대칭 시공간에서 외부 물질이 무한대와 사
건 지평면 사이에 국소적으로 분포한다면 무한대 근방과
사건 지평면 근방은 진공 상태이므로 시공간 계량 텐서는
Weyl-Lewis-Papapetrou 형태를 갖는다 [20]:
ds2 = −f (dt+ωdϕ)2 +

여기서 (f, ω, h) 는 Weyl 원통 좌표 (ρ, z) 만의 함수이고,
(t, ϕ) 는 킬링 좌표이다. 다음과 같이 정의된 ‘중력-자기’
퍼텐셜 χ 와 에른스트 퍼텐셜 E 를 도입하자 :
∂ρ χ = −

f2
f2
∂z ω,
∂z χ =
∂ρ ω
ρ
ρ
E = f + iχ.

과 h에 대한 방정식
]
ρ [
∂ρ h = 2 (∂ρ f )2 − (∂z f )2 + (∂ρ χ)2 − (∂z χ)2 }
4f
ρ
∂z h = 2 [(∂ρ f )(∂z f ) + (∂ρ χ)(∂z χ)]
2f

Clément 변환)을 이용하여 슈바르츠실트 변형 블랙홀로부

(4)

이 된다. 에른스트 방정식 (3)은 방정식 (4) 의 적분가능
조건이므로 결국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면 에른
스트 방정식의 해를 먼저 구한 후에 방정식 (4)를 적분하면
된다.
역산란 방법을 적용하여 에른스트 방정식 (3) 의 해를 구
하는 여러가지 방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다
[13–16]. 이 절에서는 참고 문헌 [17, 18]의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블랙홀을 포함하지 않는 씨앗해 E0 으로부터 블랙홀을 포
함하는 새로운 해 E 를 구하는 2-솔리톤에 해당하는 Bäcklund 변환은 다음과 같다 [18]:

블랙홀 사이의 각운동량 관계를 구하고, 그에 따른 물리적
제3절에서는 좀 더 ‘직접적인’ 대칭 변환 (참고 문헌 [19]의

(2)

그러면 진공에서의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에른스트 방정식
(
]
1 )
2 [
∂ρ2 + ∂z2 + ∂ρ E =
(∂ρ E)2 + (∂z E)2
(3)
ρ
E + Ē

의한 해를 씨앗해로 사용하여 얻어진 해로부터 외부 물질과
해석을 전개할 것이다.

]
1 [ 2h 2
e (dρ + dz 2 ) + ρ2 dϕ2 . (1)
f

E=

E0 1
1
Ē0 α1 λ1 α2 λ2
E0 λ21
λ22
1
1
1
−1 α1 λ1 α2 λ2
1
λ21
λ2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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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사건 지평면의 위치 좌표가 (ρ = 0, z = µ) 라고 할
때 λ1 과 λ2 는
√
K1,2 − i(ρ − iz)
λ1,2 =
, K1 = −µ, K2 = µ (6)
K1,2 + i(ρ + iz)

일 것이다.
씨앗해 (11)과 점근 표현

이고, α1,2 는 ∂± = (∂ρ ∓ i∂z )/2라고 할 때 방정식

을 Bäcklund 변환 (8) 에 대입하여 얻은 표현과 E 의 점근
표현 (12)를 비교하면

∂± α = −(λ±1 α2 + α)

∂± E0
∂± Ē0
+ (λ±1 + α)
2f
2f

와 제한 조건 αᾱ = 1 을 만족한다 [17].
Weyl 원통 좌표계 (ρ, z) 와
√
ρ = (x2 − µ2 )(1 − y 2 ),

(7)

j =(

z = xy

[(x + µy)α1 − (x − µy)α2 ] E0 + 2µĒ0
(x + µy)α1 − (x − µy)α2 − 2µ

(8)

이 된다.
씨앗해를 민코프스키 진공해로 선택해 보자: E0 = 1. 그
러면 방정식 (7) 에 의해 α = 상수 = α(0)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0)

1

µ = m cos φ0 ,

α2
a = m sin φ0

α1 = −eiφ0 = −

(0)

(9)

로 놓고, 구형 좌표계 (r, θ) = (x + µ, cos−1 y) 를 사용하면
Bäcklund 변환 (8)에 의한 새로운 해는 질량 m, 단위 각운
동량 a 인 커 블랙홀에 대한 에른스트 퍼텐셜이 된다 [18]:
r − 2m + ia cos θ
E=
r + ia cos θ
2m
2ma cos θ
r→∞
−−−→ 1 −
+i
+ ··· .
r
r2

r→∞

2m0
2j0 cos θ
+ ··· .
+i
r
r2

(10)

(11)

여기서 m0 와 j0 는 각각 외부 물질의 질량과 각운동량이다.
유사하게 질량이 M 이고 각운동량이 J 인 에른스트 퍼텐셜
E 의 점근 표현은
r→∞

E −−−→ 1 −

2M
2J cos θ
+ ···
+i
r
r2

m′ = −

J = j0 + j ′
[

2iµ2
(0)

α(1) (θ)
+ ···
r

(0)

α1 − α2

)2

(0)
α1

+

(0)
α2

(13)

2µ
(0)
α1

(14)

(0)

− α2

(1)

(1)

α − α2
+ 1
µ cos θ

]
(15)

을 얻는다. 한편 씨앗해 (11)을 방정식 (7)에 대입하면
[(
]
)2
(0)
(1)
(0)
α1,2 = 상수1,2 ,
α1,2 = m0 α1,2 − 1 cos θ (16)
를 얻는다. 이제 친숙한 표현을 얻기 의해 방정식 (9)와 (16)
을 사용하여 방정식 (14)와 (15)를 표현하면
m′ = m,

j ′ = (m − 2m0 )a

(17)

가 된다.
참고 문헌 [17]에서는 외부 물질만에 의한 에른스트 퍼
텐셜 (11)을 씨앗해로 하여 Bäcklund 변환 (8)로부터 얻은
해를 외부 물질로 인한 변형 블랙홀로 해석하였고, 이러한
해를 사건 지평면 근방에서 분석하여 블랙홀이 외부 물질에
의해 변형되어도 관계식
A+ A− = (8πJH )2

계량 텐서의 나머지 성분 ω 와 h는 방정식 (2)와 (4)를 적분
하면 된다.
이제 씨앗해를 정상 상태에서 축대칭을 갖고 국소적으로
분포된 외부 물질만에 의한 해로 선택하자. 이러한 씨앗해
E0 은 비록 일반적으로는 복잡하지만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는 E0 의 점근 표현만으로 충분하다 :
E0 −−−→ 1 −

M = m0 + m′ ,

′

인 관계를 갖는 회전타원 좌표계 (x, y) 를 도입하여 Bäcklund 변환 (5)를 표현하면
E=

r→∞

α −−−→ α(0) +

(12)

이 항상 성립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A+ 와 A− 는 두
개의 널초곡면 면적, JH 는 블랙홀의 각운동량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을 따르면, 외부 물질과 블랙홀이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총 질량과 총 각운동량은 외부 물질에 대한
것과 블랙홀에 대한 것 각각의 합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
다:
M = m0 + m,

J = j0 + ma.

그러나 방정식 (17)을 보면 총 질량에 대한 표현은 예상한
결과와 동일하지만 총 각운동량에 대한 표현에는 예상하지
않은 여분의 값이 존재한다 :
J = j0 + ma − 2m0 a.

(18)

이 표현에 따르면 외부 물질이 정적인 경우에도 (j0 = 0)
여분의 각 운동량 (−2m0 a) 가 유도된다. 즉 ‘충분히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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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물체에도 블랙홀에 의해 각운동량이 유도된다는

참고 문헌 [19]에서 Clément는 슈바르츠실트 해로부터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변환 (19), (20), (21)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

솔리톤 방법을 통해 얻은 해를 외부 물질과 블랙홀의 복합

변환 (19) 의 역변환을 적용하여 단위 각운동량 a가

계인 변형 블랙홀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a= √

있다.
민코브스키 진공해와 커 블랙홀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솔리톤 방법으로 얻어진 해가 그것의 씨앗해와 물리
적인 인과 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다. 대칭 변환으로 얻어진
해의 물리적인 해석은 사후의 분석을 통해 얻을 수 밖에
없다.

M 2Ω
1 + M 2 Ω2

(22)

인 커 해 (10)을 얻었다.
이제 씨앗해로 다음과 같은 계량 텐서를 갖는 슈바르츠
실트 변형 블랙홀을 선택하자 [1,4,12]:
1
r(r − 2m) 2
ds2 = −f dt2 + e2hD dr2 +
dΩD
(23)
f
f
(
)
2m λD
f = 1−
e , dΩ2D = e2hD dθ2 + sin2 θ dϕ2 .
r

III. Clément 변환과 변형 블랙홀
이 절에서는 슈바르츠실트 블랙홀로부터 커 블랙홀을 얻

여기서 m 은 블랙홀의 질량이고 (λD , hD ) 는 정적 외부 물

는 Clément 변환을 논의할 것이고 [19], 이 방법으로 얻어

질에 의해 결정되는 (r, θ) 의 함수이다. 외부 물질이 없는

진 회전하는 변형 블랙홀에서 외부 물질과 블랙홀 사이의

무한대나 사건 지평면 근방에서 λD 는 조화 방정식을 만족

각운동량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한다.

아인슈타인-막스웰 이론의 에른스트 방정식은 두 개의
복소 퍼텐셜 E 와 ψ 로 표현된다 [20]:
E = f + iχ − ψ ψ̄,

우리의 목적은 대칭 변환된 해가 변형 블랙홀로 해석할
수 있는 가를 밝히기 위해 총 각운동량의 표현을 얻는 것
이므로 슈바르츠실트 변형 블랙홀 (23) 의 점근 표현으로

ψ = v + iu.

충분하다 :

여기서 v 는 전기 퍼텐셜, u는 자기 퍼텐셜이다. Kinnersley

r→∞

f −−−→ 1 −

복소 퍼텐셜 U , V , W 를
E=

U −W
,
U +W

ψ=

λD

V
U +W

로 정의하면 운동 방정식은 U Ū + V V̄ − W W̄ 를 불변으로
만드는 SU (2, 1) 대칭을 갖는다 [21].
Clément 변환의 첫 번째는 SU (2, 1) 변환 중에서 U 와 V
를 서로 바꾸는 변환이다. 이 변환으로 (E, ψ) 는 (Ê, ψ̂) 가
된다:
−1 + E + 2ψ
Ê =
,
1 − E + 2ψ

1+E
ψ̂ =
.
1 − E + 2ψ

2m0
,
−−−→ −
r
r→∞

2(m0 + m)
,
r

(24)

r→∞

hD −−−→ 0.

여기서 m0 은 외부 물질의 질량이다. 점근 표현이 방정
식 (24) 인 변형 블랙홀 (23)은 점근적으로는 질량이 M =
m0 + m인 슈바르츠실트 해와 동일하므로 Clément 변환으
로 얻어진 회전하는 변형 블랙홀의 총 각운동량 J = M a
는 외부 물질의 각운동량 m0 a와 블랙홀의 각운동량 ma의
합이 될 것이다 :

(19)
J = m0 a + ma.

슈바르츠실트 해의 경우 ψ = 0 이므로 Ê = −1, ψ̂ = (1 +
E)/(1 − E) 가 된다 [19]. Clément 변환의 두 번째는 균일
각속도 Ω로 회전하는 좌표계로의 변환이다 :

외부 물질의 단위 각운동량이 블랙홀의 단위 각운동량과
동일함을 주목하자. 사실 Clément 변환으로 얻어진 해의
단위 각운동량 (22)는 각속도 Ω로 균일하게 회전하는 좌표

ϕ → ϕ + Ω t.

(20)

물질의 복합계인 변형 블랙홀에서 외부 물질도 블랙홀과

나머지 변환은 시간 좌표의 스케일 변환이다 :
t
t→ √
.
1 + M 2 Ω2

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따라서 블랙홀과 외부
동일한 방식으로 각운동량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은

(21)

여기서 M 은 씨앗해인 슈바르츠실트 블랙홀의 질량이다.

외부 물질의 단위 각운동량이 블랙홀의 단위 각운동량과
다른 값을 갖는 변형 블랙홀은 Clément 변환으로 구성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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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지평면과 무한대 사이에 축대칭으로 분포된 외부
물질이 블랙홀과 평형을 이루는 복합계를 고려하였다. 정
적 시공간에서 외부 물질이 슈바르츠실트 블랙홀에 주는
변형은 외부 물질에 의해 생성되는 조화 함수를 이용하여
사건 지평면이나 무한대 근방에서 일반적인 분석이 가능
하다 [1,4]. 한편 아인슈타인-막스웰 이론에서 전기 전하와
각운동량을 갖는 고립된 블랙홀 해인 커-뉴먼 해는 민코프
스키 진공해나 슈바르츠실트 해로부터 대칭 변환을 통해
얻을 수 있다 [20]. 따라서 외부 물질에 의해 변형된 커뉴먼 블랙홀을 얻기 위해 슈바르츠실트 변형 블랙홀을 대칭
변환하는 것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2–4,6,
7]. 실제로 참고 문헌 [22]에서는 솔리톤 방법을 적용하여
변형된 커-뉴먼 블랙홀을 사건 지평면 근방에서 분석하여
두 개의 널초곡면 면적 A± , 블랙홀의 각운동량 JH 와 전기
전하 QH 사이에 관계식

이 논문은 2018년도 상지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입니다.

A+ A− = (8πJH )2 + (4πQ2H )2

(25)

이 항상 성립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JH = 0 인 경우
에 해당하는) 변형된 라이스너-노르드스트룀 블랙홀에서
관계식 (25)는 성립하지 않는다 [12]. 그리고 솔리톤 방법
으로 (QH = 0 인 경우에 해당하는) 변형된 커 블랙홀을
얻는 것은 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제2절에서 보았다.
따라서 외부 물질에 의해 변형된 블랙홀에서 관계식 (25)가
일반적으로 성립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제3절에서 회전 대칭을 이용하여 정적 시공간을 정상
상태 시공간으로 변환하는 하나의 예인 Clément 변환을
통해 변형된 슈바르츠실트 블랙홀로부터 변형된 커 블랙
홀을 구성하였다. 이 경우에는 블랙홀이 각운동량을 갖게
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외부 물질도 각운동량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블랙홀과 외부 물질의 단위 각운동량이 동일한
값을 갖게 되는 것이다. Harrison 변환을 이용하여 변형된
슈바르츠실트 블랙홀로부터 변형된 라이스너-노르드스트
룀 블랙홀을 얻었을 때 블랙홀과 외부 물질이 동일한 단
위 전하량을 갖는다는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12]. 따라서
외부 물질과 블랙홀의 복합계인 변형 블랙홀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대칭 변환을 사용하면 물리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상황만을 묘사할 수 있다는 결과를 또다시 얻었다.
Manko 방법은 에른스트 방정식의 해를 얻는 특별한 방
법 중의 하나로 [23–27], 씨앗해가 Weyl 계열의 퍼텐셜일
때 Bäcklund 변환 (8)로부터 유도된다 [9]. 따라서 Manko
방법으로 변형 블랙홀을 분석하면 제2절에서 논의한 문제
점을 동일하게 발생시킨다. 이런 점에 비추어 Manko 방법
을 사용한 정상 상태 회전 블랙홀의 변형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결과는 [7–11] 물리적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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