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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주는 물질과 공간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을 통해서 마음과

영체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수축된 공간 구조’라는 공간의 다른 측면을 살펴보고

그 응용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공간은 ‘시공간 팽창도’를 공간의 4번째 축으로 가지고 있는, 4차원 공간을 이

루고 있다. 공간이 4차원적인 구조를 가지게 됨으로 공간의 또 다른 형태인 ‘수

축된 공간 구조’가 존재한다. ‘수축된 공간 구조’는 투명한 매질과 같이 물질과

공간의 중간적인 특성을 가지며 마음과 영체의 모습을 잘 설명한다. 물질이란 4

차원 공간 구조인 ‘수축된 공간 구조’가 3차원 공간 구조의 형태로 투영되면서

수축된 형태로 추정된다. 마음을 이루는 ‘수축된 공간 구조’의 시공간 팽창도의

저하는 ‘수축된 공간 구조’와 기계적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 간의 상호 결합력

저하로 나타나 생리학적 오류율을 높임으로써 질병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된

다. 사람의 마음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공간 구조로 되어 있고,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질 때 열린 마음에는 빛이 그 내부로 들어가 에너지를 부여하게

되나 세균과 같은 닫힌 악한 마음에는 빛이 외부를 둘러싸게 되고 그것이 강력

할 때는 분해력으로 작용하여 세균을 태워 소멸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공간 팽창도의 개념은 UFO의 발광 현상과 빠른 움직임을 잘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음을 알게 되고 마음의 선을 이루는 것이

옛 선인들이 말한 바 현묘지도(玄妙之道)의 핵심인 것으로 짐작된다.

* 키워드: 수축된 공간, 마음, 영체, 빛, 질병, U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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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niverse consists of two elements, Matter and Space. This paper discusses the 
existence of 'Constricted Space' and its application. 
  Space seems to be four-dimensional which has 'a degree of space-time expansion' 
as 4th axis of space. Because of this fact, the another type of space, 'Constricted 
Space' can be existed. This 'Constricted Space' has intermediate characters between 
Matter and Space. It constitutes a fundamental structure of Mind and Spiritual body. 
Matter seems to be what four-dimensional 'Constricted Space structure' projects and is 
constricted and changes into three-dimensional type. Mind seems to be constituted 
with 'Constricted Space'. Decreasing 'the degree of space-time expansion' of 
'Constricted Space' leads to decrease coherence among material elements, decreased 
coherence leads to increase the error rate of physiologic processes and increased the 
error rate seems to make diseases finally. It is because the material elements seems 
to be connected with its 'constricted space structure' by simple mechanical method. 
The light seems to enter into and to interact with Mind, because Mind seems to be 
constituted with 'constricted space structure'. Opened Mind can be received the energy 
by the entered light. But closed Mind, for instance, bacteria's one can not receive the 
light inside and is enclosed outside by the light and is finally destroyed as if it were 
burnt by a fire when the difference of potential energy between the light and closed 
Mind is great.
  Luminous Phenomenon and Fast Movement of UFO are explained well by the 
concept of 'a degree of space-time expansion'.
  In conclusion, the wellspring of Life is in Mind and filling kindness into Mind 
seems to be the core of 'the way of deep and wonder' which was told by our 
ancestors.  
Key ward : Constricted Space, Mind, Spiritual body, Light, Disease, UFO

서 론

우리가 사는 우주 공간은 크게 물질

계과 공간계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다. 예로부터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음을 많은

증언이나 문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

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음, 영체,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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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천사, 천국의 모습, 지옥의 모습

등이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까지의 과학 지

식으로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양자중력공간 가설1)이 정립되

므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며 무게도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

문은 양자중력공간 가설을 토대로 눈

에 보이지 않는 마음, 영체의 구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의 또 다른 구

조인 ‘수축된 공간 구조’를 논하고 그

응용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은 주로 영계의 현상에

대하여 논하게 되므로 영계의 현상을

가장 신뢰성 있게 기록하였다 여겨지

는 성경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 것에

양해를 바란다.

본 론

지금까지 공간은 넓이, 길이, 높이만

을 가지는 3차원 공간으로 생각해 왔

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초끈 이

론’, ‘막 이론’을 통하여 9차원 공간,

10차원 공간까지도 말하고 있다2). 그

러나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와 닿는 것

은 3차원 공간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자의 또 다른

논문인 ‘시공간 팽창도 개념 도입을

통한 새로운 양자중력공간 가설 고찰’

을 통해 공간은 넓이, 길이, 높이 3차

원 외에 시공간 팽창도(깊이)라는 제4

의 속성이 있음을 이미 논하였다. 따

라서 여기서는 제4의 속성인 ‘깊이’

즉, ‘시공간 팽창도’에 대하여 먼저 설

명을 드리고 ‘수축된 공간 구조’와 그

구체적인 적용 예를 설명드림으로 이

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1. 제4의 공간 축 ‘시공간 팽창도’

성경 창세기 1장 2절 상반절에 “땅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였고, 창세기 11장 11절

에 “노아 육백세되던 해 이월 곧 그

달 십칠일이라 그 날에 큰 깊음의 샘

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하

였으며, 에베소서 3장 18-19절에 “능

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

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

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여 공간에는 넓이, 길이, 높이 외에

깊음, 깊이라는 제4의 속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깊이라는 제4의 속성은 물리

학적으로는 ‘시공간 팽창도’로 설명된

다. 공간의 깊이가 깊다는 것은 내부

공간의 부피가 크다는 말이며, 이는

주어진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가 클 때

성립하게 된다.

‘시공간 팽창도’란 동일한 비율의 시

간 팽창도와 공간 팽창도를 함께 이르

는 말이다. 어떤 특정 공간의 시간의

흐름이 팽창되어 있을 경우(시간의 간

격이 팽창되어, 시간이 느리게 갈 경

우) 그 특정 공간상에서도 빛의 속도

는 항상 일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

공간이 같은 비율로 팽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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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간과 공간은 항상 같은 비율

로 팽창됨으로 이를 합하여 ‘시공간

팽창도’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사는 주변 공간에서 시공간

이 팽창된 공간의 예는 몇 가지를 살

펴볼 수 있다. 광속 가까운 속도로 등

속운동을 하는 물체의 공간은 시공간

이 팽창되어 있다. 이는 물체의 공간

자체의 시간이 팽창되어 시간이 느리

게 갈 뿐 아니라 주변 공간이 수축됨

을 바라볼 때, 물체 자신의 공간 자체

는 상대적으로 팽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물체 자신

의 공간 자체 내부의 빛의 속도는 광

속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광속에 얼

마나 가까운 속도로 달리느냐에 따라

그 물체의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가 어

떠한가가 정해진다. 광속에 매우 가까

운 물체의 시공간은 거의 무한대로 팽

창되어 있을 것이고, 광속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시

공간은 덜 팽창할 것이다. 시공간이

절대 무한대로 팽창되면 그 속의 시간

의 흐름은 정지되어 이른바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시공간 팽창도의 속성이 관

성 법칙을 따르는 중요한 한 분야라고

가정하면, 등속 운동하는 기준계에서

다양한 시공간 팽창도를 가진 공간이

있게 됨으로, 정지해 있는 기준계에서

도 다양한 시공간 팽창도를 가진 공간

이 존재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예상과 일치하게도 물질의

밀도 분포와 관련된(중력에 의한) 정

지된 주변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는 다

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구체적인 예로,

지구 표면 가까이의 시공간은 팽창되

어 있고, 지구 표면에서 떨어진 상공

의 시공간은 덜 팽창되어 있다. 이 역

시 시간의 팽창도와 공간의 팽창도는

동일하게 일치함으로 그 공간 내에서

의 광속은 불변하게 된다. 이는 지구

표면에 있는 공간의 원자시계보다 지

상 2만km 높이에 있는 GPS 위성에

설치되어 있는 원자시계가 하루 45.7

마이크로초 빠르게 감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3)

여기에 덧붙여 물질의 밀도 분포와

상관없이(중력과 상관없이) 시간의 흐

름이 다른 공간이 존재함을 여러 증언

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버뮤다 삼각지

에서 실종될 뻔하다 살아온 사람의 증

언은 그 공간이 ‘시간의 흐름이 정지

된 공간’ 같다는 것이다. 또한 죽은 자

의 사후영을 보았다 증언하는 이들이

말하는 죽은 자의 사후영의 움직임을

보면, 몸의 동작은 별로 움직이지 않

는 것 같은데 이동 속도는 빠른 특이

한 움직임으로 인하여 그 존재가 있는

공간이 시간의 흐름이 다른(시공간 팽

창도가 다른) 4차원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자주 발견되고 있는

UFO의 움직임의 속도는 비정상적으

로 빠르다. 이 UFO에 지적 생명체가

타고 있고 UFO가 운행하는 공간이

우리가 사는 공간과 동일한 공간이라

고 한다면 급격한 방향전환과 급격한

가속에 의해 그들의 몸은 파괴되어 살

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들이 운행하는 공간이 우리가 사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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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다른, 시간의 흐름이 느린 공간

(시공간이 팽창된 공간)을 형성하여

다니는 것이라면 그 움직임의 속도와

그들이 살아남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

될 수 있다. 시간의 흐름이 느린(시공

간이 팽창된) 공간에서는 UFO 그들

자신은 느리게 움직인다하더라도 우리

공간에서 볼 때는 매우 빠른 것같이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

2.‘휘어진 시공간’과 ‘평평한 시공간’

킵S.손 박사는 그의 책 "Black Holes 
& Time Warps (번역본; 블랙홀과 시간

굴절)"에서 ‘휘어진 시공간 패러다임’

과 ‘평평한 시공간 패러다임’을 설명한

바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책의

내용을 인용한다. 단, 인용 내용상 블

랙홀과 수직 방향으로만 자의 수축과

시간의 흐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고

려한 점에는 주의하기 바란다. 이는

중력의 작용방향을 그림1의 오른쪽 그

림과 같이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로는 왼쪽과 같다(조석중력을 고려4)).

오른쪽 방향과 같이 해석할 경우, 수

평방향의 시공간 수축은 무시된다.

블랙홀 블랙홀

중력 중력

(실제 모습) (인용 내용)

그림1. 중력 방향 해석의 오류

킵S.손은 그의 책에서 시공간이 정

말 휘어져 있을까를 의문을 가졌다.5)

실제로 시공간은 평평하지만 그것을

측정하는 완벽한 시계와 자가 사실은

고무처럼 휘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가장 완벽한 시계조차도 이리저리 옮

겨놓거나 방향을 바꾸어놓는다면, 느

리게 가거나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가장 완벽한 자도 이리저

리 옮기거나 방향을 바꾼다면, 수축하

거나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시계와

자에 대한 이런 변형이 평평한 시공간

을 휘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물음이다. 이에 대한 간

단히 요약된 내용이 그림2이다.

주변길이

2 0 0 k

m

1 0 0 k

m

1 0 0 k

m

200km
주변길이

그림2. 블랙홀 주변길이 측정

위쪽 : 시공간은 참으로 휘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완벽한 자는 참인

시공간의 길이를 정밀하게 측정한다.



- 174 -

아래쪽: 시공간은 참으로 평평한 것으

로 간주된다. 그리고 완벽한 자는 고

무로 이루어져 있다. 37km의 길이를

가진 완벽한 자가 원둘레 방향으로 놓

일 때, 이 자는 참인 평평한 시공간을

측정한다(이는 중력의 방향을 그림1의

오른쪽 같이 해석하였기 때문, 수평

방향의 수축은 무시되고 있는 점에 주

의). 그러나 반지름 방향으로 놓일 때,

이 자는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

이 수축하여 반지름의 참인 길이보다

더 크게 길이를 측정한다. 이 자는

16km로 보이는 구간을 37km라고 측

정한다. (여기까지가 그림2의 캡션임)

자가 고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공간이 휘

었다고 결론을 내린다(그림2의 위쪽).

그러나 고무와 같은 자의 성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가 수축했으며 공간

이 사실상 평평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그림2의 아래쪽).

위에 설명 드린 두 가지 관점 중,

어느 것이 실제이고 참인가? 시공간은

실제로 평평한가, 아니면 휘어져 있는

가? 그림2의 위쪽 그림과 같이 일반적

으로 통용되는 관점을 ‘휘어진 시공간

패러다임’이라하고 아래쪽 그림의 고

무와 같은 자를 도입한 관점을 ‘평평

한 시공간 패러다임’이라 한다.

위에 인용된 ‘휘어진 시공간 패러다

임’과 ‘평평한 시공간 패러다임’, 이 둘

의 차이는 단순히 보는 관점의 차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이 둘

의 차이를 단순히 보는 관점의 차이에

서 벗어나 물리적 공간 구조의 차이로

보려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휘

어진 시공간 패러다임의 물리적 공간

구조를 ‘펼쳐진 공간 구조’라 하고 평

평한 시공간 패러다임의 물리적 공간

구조를 ‘수축된 공간 구조’라 하였다.

3. 시공간 패러다임의 상호 관계

휘어진 시공간 패러다임의 공간 구

조와 평평한 시공간 패러다임의 공간

구조와의 상호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

다. 공간 구조는 관찰자의 위치에 따

라 ‘휘어진 시공간 패러다임’과 ‘평평

한 시공간 패러다임’ 두 가지 관점에

서 볼 수 있다. 평평한 시공간 패러다

임의 공간 구조인 ‘수축된 공간 구조’

역시 다시 내부 관찰자의 입장인가 외

부 관찰자의 입장인가에 따라 ‘휘어진

시공간 패러다임’과 ‘평평한 시공간 패

러다임’ 두 가지 관점으로 또한 볼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관계는 상위 구

조에서나 하위 구조 동일하게 반복된

다. 이의 구체적인 예로 우주와 지구

와 사람과 세포와 세포 소기관을 이루

는 공간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사람이 보았을 경우 지구라는 공간

은 ‘펼쳐진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람의 마음은 ‘수축된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 사람이라는 공간

안에 존재하는 적혈구, 백혈구 같은

사람의 세포 역시 하나의 생명체이며

사람의 몸 안에서 거대한 도시(조직)

를 이루어 매우 활동적으로 살고 있

다. 세포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공간

구조가 ‘펼쳐진 공간 구조’로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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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와 세포소기관이 ‘수축된 공간 구

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1978년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

록은 ‘지구상의 생명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란 책을 통하여 ‘가이아 이론’

을 소개한 바 있다. ‘가이아 이론’이란

지구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 대기

권, 대양, 토양까지를 포함하는 하나의

범지구적 실체로서, 지구를 환경과 생

물로 구성된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것

이다. 즉 지구는 생물과 무생물이 서

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생명체로 바라

보면서 지구가 생물에 의해 조절되는

하나의 유기체이며, 따라서 지구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서 그

위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생존에 최적

조건을 유지해 주기 위하여 언제나 자

기 조정하며 스스로 변화해 나간다는

이론이다.6) 이와 같이 제임스 러브록

은 지구를 생명체로 보았다.

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공간은 지구

외부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수축된 공

간 구조’를 나타내게 된다.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역시 ‘수축된 공간 구

조’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 사람이 지

구의 공간을 바라볼 때는 ‘펼쳐진 공

간 구조’로 바라보게 되며 지구가 바

라보는 우주 공간 역시 ‘펼쳐진 공간

구조’로 인식한다. ‘수축된 공간 구조’

는 마음을 이루는 물리적 구조물로 추

정되기에 따라서 지구는 나름대로의

마음 구조물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로 말미암아 마음과 공

간은 하나의 동일한 구조물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대우주의 공간 역시 마음의 구조물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천지만물을 창

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인 것으

로 추정된다.

‘펼쳐진 공간 구조’나 ‘수축된 공간

구조’는 관찰자의 위치와 관점에 따른

차이일 뿐 동일한 공간에 해당한다.

동일한 공간이 관점에 따라 ‘펼쳐진

공간 구조’로 또는 ‘수축된 공간 구조’

로 보이는 것이다.

‘펼쳐진 공간 구조’ 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수축된 공간 구조’에는 그 경

계면이 있다. ‘수축된 공간 구조’에는

고유한 형태의 윤곽이 있다. 사람의

세포를 담고 있는 공간은 사람 형태의

윤곽을 가지고 있으며 사자의 세포를

담고 있는 공간은 사자 형태의 윤곽을

가지고 있으며 나무의 세포를 담고 있

는 공간은 나무 형태의 윤곽을 가지고

있다. 이를 ‘수축된 공간 구조’의 윤곽

또는 체(體)라 부른다.

마음과 영체는 고유의 체(體)를 가

진 시공간 구조물인 것으로 추정된다.

4. ‘수축된 공간 구조’의 특성

‘펼쳐진 공간 구조’는 시공간의 퍼텐

셜 에너지가 증가하면, 즉 공간의 시

공간 팽창도가 증가하면 공간이 팽창

되어 부풀어 오르는 특성을 갖는다.

반면 ‘수축된 공간 구조’는 자신의 주

어진 공간의 윤곽(범위)은 그대로 유

지하되 시공간의 퍼텐셜 에너지가 증

가할수록 즉,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가

증가할 수록 이 특수한 물리적 공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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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구조는 측정하는 내부의 자가 줄

어드는 것과 같은 특성을 가지며 그러

므로 내부 공간의 입장에서는 공간이

넓어지는 것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2의 아래 그

림의 시공간에 대응하는 ‘수축된 공간

구조’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그림3).

그림3.‘수축된 공간 구조’의 예

그림3의 형태를 가진 ‘수축된 공간

구조’를 ‘휘어진 시공간 패러다임’으로

볼 때는 축 늘어진 트럼펫 모양으로

된 구조물로 보이나 ‘평평한 시공간

패러다임’으로 볼 때는 중앙으로 밀도

가 높아지는 구조물로 보인다.

이러한 ‘수축된 공간 구조’를 통해

빛이 지나간다고 할 때, ‘휘어진 시공

간 패러다임’과 ‘평평한 시공간 패러다

임’ 두 가지 측면에서 본 빛이 진행하

는 모습은 그림4와 같다.

그림4. ‘수축된 공간 구조’의 두 측면과 빛

‘수축된 공간 구조’를 ‘휘어진 시공

간 패러다임’으로 보면 진행하는 빛의

파장과 진동수는 그림4의 위쪽 그림과

같이 항상 일정하다. 빛은 휘어진 시

공간 위를 빛 고유의 속도로 등속 진

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수축

된 공간 구조’의 고유 특성으로 본다.

반면 ‘평평한 시공간 패러다임’은

‘휘어진 시공간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위쪽에서 바라본 모습과 일치한다. 따

라서 주어진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예를 ‘평평한 시공간 패러다임’의 측면

에서 보면 그림4의 아래쪽 그림과 같

이 된다. 빛이 가운데 원 쪽으로 진행

하면서 빛의 파장의 크기는 작아지게

된다. 이는 ‘휘어진 시공간 패러다임’

상 휘어진 공간을 따라 진행하는 빛의

모습이 ‘평평한 시공간 패러다임’의 수

평 평면으로 투영되면서 파장의 간격

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부

자가 수축되어 보이는 공간인 ‘수축된

공간 구조’를 지나가는 빛의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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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수축하는 정도에 맞춰 짧아진다

말할 수 있게 되며, 빛이 전체 거리를

통과한 시간은 ‘휘어진 시공간 패러다

임’에서와 동일하게 측정된다. 빛의 파

장은 줄어들었으나 전체 거리를 통과

한 시간은 동일함으로 결국 빛의 진동

수는 일정하게 되며 빛의 진행 속도는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이는 매질 속

을 빛이 통과할 때 나타나는 빛의 굴

절의 원리와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된

다. 또한 이는 물질의 고유특성이라

할 수 있는 밀도의 속성을 반영하게

된다. 즉, 공간이면서도 물질의 특성을

함께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속

성을 특별히 시공간 밀도라 한다.

이러므로 ‘평평한 시공간 패러다임’

을 단순히 관점만의 차이로서가 아니

라 물리적 실체인 ‘수축된 공간 구조’

로 정의할 수 있게 된다.

5. ‘수축된 공간 구조’와 빛의 굴절

‘수축된 공간 구조’를 시공간격자 모

형을 이용하여 설명 드리고자 한다.

그림5. 수축된 공간 구조

시공간팽창도가 작은 경우 시공간팽창도가 큰 경우

시공간격자 모형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공간 거리 간격의 팽

창과 시간 간격의 팽창이, 모든 관성

계 내에서의 광속불변의 법칙에 의해

항상 동일한 비율로 이루어짐으로 이

를 하나로 묶어 공간과 시간 전체의

간격을 하나의 격자 간격만으로도 표

현할 수 있다는데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하여야 할 것이

있다. 다 같은 공간인데도 ‘휘어진 시

공간 패러다임’에서는 시공간 팽창도

가 증가할수록 시공간격자 모형의 격

자 간격이 넓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평평한 시공간 패러다임’에서는 격자

간격이 좁아지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서로 동일한 공

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평평한 시

공간 패러다임’의 물리적 모형인 ‘수축

된 공간 구조’에서도 동일하게 시공간

팽창도가 증가함에 따라 격자 간격이

좁아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림5는

이러한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다.

‘수축된 공간 구조물’은 공간의 일종

이라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무게도 없다. 이러한 공간 구조물에

빛이 비추어지면 시공간 팽창도가 주

변 공간보다 클 경우(시공간격자 모형

에서 격자 간격이 좁을 경우) 빛의 진

행 속도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을 지

나는 순간 느려진다. 이는 빛의 파장

의 크기가 줄어드나 진동수는 일정하

게 유지되기 때문이다(그림6).

그림6. ‘수축된 공간 구조물’과 빛

이와 같은 빛의 파장과 진행 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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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로 인하여 마치 물질인 매질을 빛

이 통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게

되어 빛의 굴절과 반사를 일으키게 된

다(그림7). 그 대표적인 예가 중력렌즈

현상이다.

시공간팽창도 낮음   시공간팽창도 높음

그림7. ‘수축된 공간 구조물’과 빛의 굴절

수축된 

공간 구조

물

‘수축된 공간 구조물’에서 일어나는

빛의 굴절과 투명한 매질을 통해 일어

나는 빛의 굴절을 서로 비교해 볼 때,

매질(물질)의 밀도는 ‘수축된 공간 구

조물’의 시공간격자 간격의 조밀성을

나타내는 시공간 밀도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시공간

팽창도가 높을 때 ‘수축된 공간 구조

물’ 측면에서 시공간 밀도가 높다 말

하는 것이고 이는 물질에 있어서 질량

밀도(또는 광학 밀도)가 높은 것과 매

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수축된 공간 구조물’은 물질의 중요한

특성인 밀도라는 나름대로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를 시공간 밀도

라 한다.

이와 같이 ‘수축된 공간 구조’가 물

질의 중요한 특성인 밀도라는 속성을

가지게 됨으로 투명한 매질처럼 이를

물질과 공간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

게 된다.

우주의 구성 물질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공간계와 물질계로 나눌 수 있

다. 그러나 공간계를 다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음으로, 우주의 구성 물질

을 다시 크게 세 가지로 세분하여 물

질계, ‘펼쳐진 공간계’, ‘수축된 공간계’

로 나눌 수 있게 된다. ‘펼쳐진 공간

계’란 내부관찰자가 바라보는 공간계

를 말하는 것이며 ‘수축된 공간계’란

외부관찰자가 바라보는 공간계로 물질

과 공간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다.

6. ‘수축된 공간 구조물’과 무지개

수축된 공

간 구조물

그림8. 구형의 ‘수축된 공간 구조물’과 무지개

만약 그림8과 같은 구형의 ‘수축된

공간 구조물’들이a, 물방울들이 상공에

흩어져 있듯 존재하고 있다고 하자.

이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내부의 시

공간 팽창도는 주변보다 크다. 따라서

내부 격자 간격은 조밀해 진다. 그러

므로 인해 이 ‘수축된 공간 구조물’을

지나는 빛의 파장은 줄어들고 진동수

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빛은 물

a 이를 다른 말로 ‘시공간 입자’라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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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을 지나듯이 굴절되게 된다. 그

결과 빛은 각 파장의 빛으로 분해되고

무지개를 형성하게 된다(이는 구형의

‘수축된 공간 구조물’을 통과하는 빛의

굴절률이 물방울을 통과하는 빛의 굴

절률과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구형의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시공간 팽창도

가 정의되었을 경우이다).

성경 에스겔 1장 26-28절에 “그 머

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

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

람의 모양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

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

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리어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하였고, 요한계시록 4장 3절

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

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

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하였

으며,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

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하여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를 매개체로 하지 않는 무

지개가 존재함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무지개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에 의한

빛의 굴절과 빛의 분해로 설명이 가능

하다.

7. 마음과 영체의 물리적 구조

만약 ‘수축된 공간 구조물’이 쿼크나

그 이하의 단위부터 동일한 구조로 동

일하게 분포되어 존재한다면 우리 눈

에 보이는 바위, 꽃과 나무, 사자와 사

람 같은 물체나 생명체와 동일한 형태

의 것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

지도 않으며 무게도 없는 형태로 존재

할 수 있게 된다.

마음의 물리적 구조를 시공간 팽창

도와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시공간 팽창도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시간 간격의

팽창 수축이다. 즉, 시간의 흐름이 느

리게 가고 빠르게 감이다. 그런데 마

음의 심리 상태를 보면 마음이 맑고

선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경우 5분

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남을 경험하며, 마음이 탁하고 악하

여 고통과 불만이 넘칠 경우 1시간이

나 지난 것 같은 데도 실제로는 5분밖

에 지나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심리적인 차원에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물리적

현상으로 인식하게 되면, 마음이 곧

시간의 흐름을 주요 속성으로 가지는

구조물임을 알 수 있고, 시간의 흐름

의 속성은 시공간 팽창도로 반영됨으

로 마음의 물리적 구조가 시공간 팽창

도를 가진 공간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마음의 그릇은 크기가 달라질 수 있

다. 마음이 맑고 선할수록 시공간 팽

창도는 커지고 시공간격자 모형의 격

자 간격은 조밀해진다. 이에 따라 내

부 공간은 자연적으로 커지게 된다.



- 180 -

즉, 큰 그릇을 형성하게 된다. 마음이

탁하고 악한 경우, 시공간 팽창도는

작아지고 시공간격자 모형의 격자 간

격은 넓어져 희박해진다. 이에 따라

내부 공간은 자연적으로 작아지게 된

다. 즉, 작은 그릇을 형성하게 된다.

‘수축된 공간 구조’는 일종의 공간

즉,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그릇에 해당

한다. ‘수축된 공간 구조’의 시공간 팽

창도를 결정하는 것은 마음의 선(善)

이다. 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기자

신과 싸움이 사라지므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 선이 아닌 악으

로 가득 차 있으면 자기자신과의 싸움

이 끊이지 않음으로 고통과 불만이 넘

치게 된다. 참된 진리의 속성이 선(善)

이라 볼 때, ‘수축된 공간 구조’에 담

기는 내용물은 결국 진리가 되며, 이

진리가 얼마나 담겨 있느냐 얼마나 선

을 이루었느냐에 따라 공간 구조물의

시공간 팽창도(시간의 흐름)가 결정되

는 것이다. 따라서 ‘수축된 공간 구조’

는 진리를 담는 그릇이라 할 수 있

다.7)

그림9. 물체의 구성과 만유인력의 발생

만유인력

시
공
간

팽
창
도

공간

만유인력

수
축
된  
 
공
간

물

질
담
고
있
는  
 
공
간

‘수축된 공간 구조물’ 자체의 시공간

팽창도와 ‘수축된 공간 구조물’을 담고

있는 펼쳐진 공간 구조의 시공간 팽창

도는 동일하게 형성된다고 볼 때(그렇

지 않으면 불안정해지기 때문임), 이

렇게 형성된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는

주변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 사이에 있

어서 차이를 형성하게 된다(그림9). 이

러한 차이는 인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은 시공간 팽창도가 작은 공간에

서 시공간 팽창도가 큰 공간 쪽으로

시공간 팽창도의 연속적 차이를 형성

하게 되고 이는 힘으로 나타나기 때문

이다. 모든 물체는 그와 정확하게 대

응되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과 함께

결합되어 있음으로(사람의 몸은 사람

의 영체와 함께 결합되어 있다),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만유인력의 내면

구조는 ‘수축된 공간 구조’로 인해 발

생하는 주변공간과의 ‘시공간 팽창도’

의 연속적 차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겉보기 힘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림10. 날개를 가진 천사의 모습

‘수축된 공간 구조물’들은 일종의 공

간에 해당하기에 서로 융합되어도, 소

위 물방울이 서로 합해지는 것과 같이

되어, 그 윤곽만이 드러난다. 그림10은

얼굴, 몸, 날개에 대한 윤곽만이 드러

나 있는 천사의 모습을 그렸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 14-16절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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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같고 눈같

으며 그의 눈은 불꽃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같고 그의 음

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

에 일곱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취는 것 같더라”하여 그의 발

의 모습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같

다 하였고 에스겔 1장 27절에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 쇠 같

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면으로 광

채가 나며”하여 허리 이상의 모양이

단 쇠같다 하였는데 이는 마치 어떤

형태를 가진 공간이 아름다운 색깔을

띠며 찬란한 빛을 발할 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여 공간 자체가 빛의 속성을 가짐을

언급하고 있으며 시편 34장 5절에는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

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

리로다”하였고 시편 104장 2절 상반절

에는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

으시며”하여 ‘빛을 입는다’라고 표현하

여 주변 공간 자체에 빛의 속성이 부

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러한 말씀을 참고로 하여 주변공간과

의 시공간 팽창도의 양(+)의 차이가

빛의 속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기

에, 주변보다 큰 시공간 팽창도를 가

지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은 그 주위

를 둘러싸는 형태로 광채를 형성하게

된다.

요한계시록 21장 18-21절에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

인데 맑은 유리같더라. 그 성의 성곽

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

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

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

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

는 자정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

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하였다. 각 보

석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 벽옥은 영

적인 믿음을, 남보석은 곧음과 절개를,

옥수는 결백과 희생적인 사랑을, 녹보

석은 정의롭고 깨끗함을, 홍마노는 영

적인 충성을, 홍보석은 열정적인 사랑

을, 황옥은 자비를, 녹옥은 오래참음

을, 담황옥은 양선을, 비취옥은 절제

를, 청옥은 청결함과 거룩함을, 자정은

아름답고 온유함을 뜻한다고 한다.8)

또한 시편 97편 2절에는 “구름과 흑암

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

좌의 기초로다”하여 하나님께서 앉으

시는 보좌의 기초를 이루는 재질이 바

로 의와 공평이라 표현하고 있으며,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

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

게니라”하여 ‘의(義)’의 재질로 만들어

진 면류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천국 새예루살렘성의 구조물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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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곧 온전한 선과 온전한 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아름다운 보석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는 온전한 선과 온전한 덕으로 이루어

짐에 따라 그 구조물은 매우 큰 시공

간 팽창도를 가지게 되며 결국 구조물

의 밀도와 경도는 높아져 아름다운 보

석의 형태로 나타나며 빛의 굴절과 반

사의 증가로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된

다. 이를 ‘수축된 공간 구조’는 잘 설

명을 해준다.

‘수축된 공간 구조’에 있어서 질량

밀도에 해당하는 것은 시공간 밀도(선

의 농도)라 할 수 있다. 선(善)의 농도

가 진할수록 시공간 팽창도가 커지며

시공간격자 간격을 좁아져 시공간 밀

도는 커진다. 이는 빛의 굴절을 심하

게 일으키는 광학 밀도가 높은 매질과

같음으로, 결국 물질의 밀도가 높은

것과 동일하게 되어 물질의 질량 밀도

가 큰 것과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시

공간 밀도(선의 농도)는 질량 밀도의

개념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것이 ‘수축된 공간 구조물’에 적용되어

있다.

시공간 밀도(선의 농도)가 질량 밀

도의 개념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간 밀도(선의 농도)는 에너지를

반영한다고 추정된다. 즉 시공간 밀도

(선의 농도)가 높은 것은 에너지가 높

음을 뜻한다고 추정된다.

공간과 마음은 하나인 것으로 추정

되며 마음은 선(善)의 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선(善)의 농도는 공간의 시공

간 팽창도를 반영함으로 곧 공간은 선

(善)의 요소를 그 주요한 속성으로 갖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기(氣)

의 개념과 잘 어울린다.

‘수축된 공간 구조’는 기본적으로 시

공간 팽창도라는 제4의 공간 축이 고

려된 개념이다. 따라서 ‘수축된 공간

구조’는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진 물질

과는 달리, 마음과 영체의 4차원적인

구조 개념을 잘 설명해준다.

물체와 ‘수축된 공간 구조물’과의 결

합은 비록 재질은 틀리나 그 미세 내

부 구조가 완전 일치함으로 상호 기계

구조적인 결합에 의한다고 추정된다.

이는 사람의 경우 육체의 치명적인 손

상은 많은 구조적 불일치를 낳아 상호

기계 구조적인 결합을 지탱하지 못하

고 분리되어 결국 사망을 초래하는 것

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림11. PIP로 촬영된 사람의 영체의 모습

그림11은 PIP로 촬영된 육체로부터

분리된 사람의 영체의 모습이다. 살아

있을 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수축된 공간 구조’와 물질

성경 역대상 29장 15절에 “주 앞에

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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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

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

다.”하였고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

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

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

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여 우리가 사는 세계가 하나의 그림

자임을 말하고 있다. 이를 물리학적으

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시시
공공
간간
팽
창밀
도도

그림12. 3차원 공간으로 투영(수축)

3차원 공간으로 투영(수축)

3차원 공간

수축된 공간 구조

물질

그림12는 4차원적인 구조를 가진

‘수축된 공간 구조’와 3차원적인 구조

를 가진 물질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

다. 시공간 밀도란 수축된 공간 구조

또는 평평한 시공간 패러다임에서 시

공간 팽창도에 의한 시공간격자의 조

밀성을 나타낸다. 수축된 공간 구조는

넓은 범위의 시공간 밀도(시공간 팽창

도)를 재질의 계량(計量)의 속성으로

가지고 있으나 물질은 이에 반해 시공

간 팽창도가 그림12의 ‘⇒’ 부위와 같

이 좁은 범위 내로 수축되고 대신, 질

량 밀도라는 새로운 계량의 속성을 가

지게 된 것이라 추정된다. 여기서 4차

원적인 구조를 가진 ‘수축된 공간 구

조’의 시공간 밀도와 3차원적인 구조

를 가진 물질의 질량 밀도는 정확하게

상호 대응된다. 따라서 4차원적인 구

조를 가진 ‘수축된 공간 구조’가 시공

간 팽창도의 축을 따라 3차원 공간에

투영되어 수축된, 그림자의 형태로 존

재하는 것이 바로 물질인 것으로 추정

된다.9)

그림13. 수축된 공간 구조 단위 시공간격자

그림13의 좌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공간 팽창도가 다른, (같은 크

기의 윤곽을 가진) ‘수축된 공간 구조

물’은 그 시공간격자 간격과 숫자가

서로 달라진다. 그러나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특성을 살펴볼 때, 빛의 지

나감에 있어서 겉보기 빛의 파장은 시

공간격자 간격이 줄어든 만큼 줄어들

고 진동수는 일정하게 유지한다. 따라

서 시공간격자 간격의 수축은 파장의

수축과 동조(同調)된다. ‘수축된 공간

구조물’에 있어서 단위 시공간격자 하

나를 살펴볼 때, 양자 에너지적인 측

면에서 보면

  

이므로 진동수는 일정하게 유지함으로

단위 시공간격자 하나가 가지는 에너

지는 동일하게 된다. 이는 그림13의

왼쪽 그림이나 오른쪽 그림의 단위 시

공간격자 하나가 가지는 에너지는 동

일하다는 뜻이다. 그림13의 왼쪽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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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시공간 팽창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단위 시

공간격자의 숫자가 적어지는 반면, 그

림13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시공간 팽

창도가 상대적으로 큰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단위 시공간격자의 숫자는

많아지게 된다. 단위 시공간격자의 숫

자가 다르게 되므로 단위 시공간격자

의 숫자만큼 ‘수축된 공간 구조물’이

가지는 총 에너지는 다르게 된다.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단위 시공간

격자 하나를 살펴볼 때,

  

이므로, 단위 시공간격자 하나가 가지

는 양자 에너지는 질량과 선형적인 대

응 관계에 있다. 이때 단위 시공간격

자 하나의 에너지와 대응되는 질량을

단위 질량이라 할 경우, 질량 역시 질

량 밀도의 개념이 있음으로 ‘수축된

공간 구조물’ 내에 단위 시공간격자의

숫자가 증가되어 촘촘하게 들어앉는

것과 같이, 물질 내에 단위 질량의 숫

자가 증가되어 촘촘하게 들어앉을 수

있게 됨으로 단위 시공간격자가 가지

는 에너지와 단위 질량(질량 밀도)과

는 상호 밀접한 선형적인 비례 관계의

연결점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4차

원 구조인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단

위 시공간격자의 시공간 팽창도의 크

기에 의해 시공간의 퍼텐셜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3차원 공간상으

로 투영(수축)되면서 시공간 밀도(시

공간 팽창도, 선의 농도)라는 계량 척

도는 3차원적인 계량의 척도인 질량이

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전환되어 나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질량으

로 말미암는 물질의 에너지는 투영(수

축) 과정을 통하여 시공간의 퍼텐셜

에너지를 그대로 반영하게 된다.

4차원 공간의 수축된 공간 구조물을

시공간 팽창도의 축을 따라 3차원 공

간에 투과하는 것처럼 시공간 팽창도

를 좁게 만들어 평편화시키고 시공간

밀도를 질량 밀도로 전환시키는 요소

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물질화 요

소’라 부른다(그림14).

그림14. 물질화 요소

4차원 공간에서 본 그림14의 왼쪽과

같은 시공간 밀도가 높은 수축된 공간

구조는 물질화 요소에 의해 시공간 팽

창도의 차이가 좁아져 평편화되고 그

결과 시공간 밀도는 질량밀도로 전환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물질과 질량의 개념을 새

롭게 바라볼 수 있음으로, 다음과 같

은 성경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고린

도전서 3장 12-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

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

력(功力)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

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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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

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하여 공력

(功力)의 형태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의 형태를 들어 비유로 설명하

였다. 질량 밀도가 높고 단단한 순서

로 보면 금, 은, 보석이 가장 질량 밀

도가 높고 단단하며 그 다음이 나무,

풀, 짚 순으로 된다. 금, 은, 보석은 질

량 밀도가 높고 단단하여 불에 쉽게

타지 않으나 나무, 풀, 짚은 단단하지

못하여 짚, 풀, 나무 순으로 불에 쉽게

탈 수 있다. 영의 세계에서 공력(功力)

은 얼마나 선(善)으로 들어가 일을 이

루었느냐로 그 정도를 평가하는데, 이

를 3차원 공간의 질량 밀도를 반영하

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 중에 어

떠한 재질을 사용하여 건축물을 세웠

는가하는 비유로 설명한 것이다. 이는

4차원 공간의 선(善)의 농도(시공간

밀도)라는 계량 척도를 3차원 공간상

에 투영한 그림자가 곧 질량 밀도라는

계량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

을 가지고 이를 비유로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마음이 진리를 심는

밭과 같은 특성이 있음으로 이를 실제

밭에 비유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마

13:3-23). 따라서 4차원 구조에 해당하

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4차원적인

계량 척도인 선(善)의 농도(시공간 밀

도)는 3차원 공간으로 투영될 경우,

질량 밀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성경상의 역

사가 가능하게 된다.

즉, 시공간은 선의 농도를 공간 자

체의 특성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

이다. 이는 기(氣)가 정보를 가지고 있

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잘 이해될

수 있는 요소이다.

성경 창세기 19장 1-2절에 “날이 저

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

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

어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

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

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

야하리라”하여 소돔의 죄악이 관영됨

으로 영체를 가진 두 천사가 물질의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 소돔을 방문

한 것을 말하고 있다. 두 천사는 소돔

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확인하게 됨으

로 롯의 가족들은 성에서 나오게 한

후 불의 심판을 내리게 한다.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

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

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더라”

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변한 천사는 물

질에 해당하는,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낼 수 있음을 말

하고 있다. 이는 영체에 해당하는 ‘수

축된 공간 구조물’이 물질로 바뀔 수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써, 시간과 공간

간격의 조밀성을 반영하는 시공간 밀

도와 질량 밀도 사이에는 매우 미묘한

차이만 존재하기 때문에, 4차원 공간

에서 3차원 공간으로 투영되듯이 시공

간 팽창도의 넓게 허용되었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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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좁은 시공간 팽창도의 범위로 수축

되면서 시공간 밀도가 질량 밀도로 바

뀌는 것과 같은 미묘한 변화가 일어날

경우, 영체에서 물질인 육체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리라 추정된다.

우주에는 수백 종류의 입자가 있다.

하지만 우리와 친숙한 전자, 중성자,

양성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자는

수명이 1초보다도 짧아 즉시 붕괴된

다. 한 입자에 대하여 반드시 반입자

가 존재한다. 모든 입자는 반입자와

쌍소멸되어 빛을 남긴다. 예를 들어

전자와 양전자는 쌍소멸하여 빛 -선

을 낸다. 반대로 -선 파장을 갖는 빛

도 전자와 양전자를 쌍생성 시킬 수

있다.10)

그림15. 쌍생성의 원리

그림15는 빛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입자와 반입자가 생성되는 원리를 추

정해 본 것이다. 빛 에너지가 주어질

경우 4차원 공간의 측면에서 주변의

평균 시공간 팽창도에 양과 음의 시공

간 팽창도 파동을 만든다. 이러한 파

동에 물질화 요소가 관여하여 3차원

공간에 입자와 반입자로 나타나는 것

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물질은 4차원

공간상에서 물질화 요소가 관여된 시

공간 팽창도의 주름의 특수한 형태로

짐작된다.

9. ‘수축된 공간 구조’와 질병

그림16. 시공간 팽창도와 결합력

그림16은 물질과 결합되어 있는 ‘수

축된 공간 구조물’의 세부 구조를 그

려놓은 것이다. ‘수축된 공간 구조물’

의 시공간 팽창도가 주변 공간보다 클

경우 그림16과 같이 상호 인력이 작용

하여 서로간의 결합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cf, 그림21참조)

그림17. 시공간 팽창도와 질서의 혼란1

그림1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시공간

팽창도가 적당하지 못하고 작을 때,

서로간의 결합력이 약해져 결국 ‘수축

된 공간 구조물’의 미세 구조가 흐트

러지고 그 결과 수축된 공간 구조물에

담겨 있는 세포 조직들은 기능 이상을

일으켜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공간 팽창도의 크기는 얼

마나 선(善)한가, 얼마나 성결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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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느냐가 좌우하기 때문에 악한 마음

은 곧 마음에 해당하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시공간 팽창도의 감소를 가

져오고 이는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

으로 추정된다. 반면, 사람이 선(善)의

단계로 깊이 들어갈수록, 더욱 깊이

성결의 단계로 들어갈수록 마음에 해

당하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시공간

팽창도가 증가하게 되어 세포의 미세

구조 하나하나를 붙드는 힘이 강해지

고 주어진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힘이

강해져 강건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축된 공간 구조물’은 붕어빵의 빵틀

에 해당한다.

그림18. 시공간 팽창도와 질서의 혼란2

시공간 팽창도가 증가할수록 세포를

이루는 소립자 이하의 구조부터 결합

력이 강해지므로 예를 들어 그 본연의

모습이 사각형이면 정확한 사각형의

모습을 갖게 된다(그림18). 이는 오류

율(error rate)이 낮아진다는 뜻이며

악(惡)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선(善)으

로 들어가면 오류가 전혀 일어나지 않

게 되며, 이미 오류가 일어나 있는 것

도 바로 잡히게 된다. 반면, 마음에 악

이 많아 시공간 팽창도가 작아질수록

정상에서 벗어나 원래의 모습을 잃어

버리기 쉬워진다. 즉, 오류율(error

rate)이 커져 질병이 생기기 쉬워진다

는 뜻이다. 더 나아가 악(惡)이 관영하

여 시공간 팽창도가 주위 공간보다 현

저히 낮아지면 서로 결합되어 있지 못

하고 결국, 척력의 작용으로 분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모든 만물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시편 148편 3절에 “해

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

할지어다”하였고 이사야 55장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

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

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하였

으니 모든 만물은 서로 질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손바닥을 치며 노래할 수

있는 마음에 해당하는 ‘수축된 공간

구조’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열왕기상 17장 4-6

절의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

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

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

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한 말씀과 같이 까마

귀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민수기 22장 28-30절에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

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뇨. 발람

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

는 연고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

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네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네

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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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느니라”한 것과 같이 나귀 역시

마음이 있기에 그 입을 열자 선지자

발람을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람의 몸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세

균과 바이러스와 같은 생명체 역시 마

음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된다. 이들은

다른 존재에 피해를 주면서 자신을 번

식시키고 있기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성경을

인용하여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의 존재는 성경적으로 본다면 아

담의 범죄 이후 죄가 들어오면서 생겨

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창세기 3장

17-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

지 말라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

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

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하

여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시

나물, 잎이 뾰쪽뾰쪽 갈라져 가시처럼

날카롭다)가 생겨났다. 가시덤불과 엉

겅퀴는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때 악한 성격의 세

균과 바이러스도 함께 생겨난 것으로

추정된다. 뱀 역시 이때를 기해서 독

을 품는 악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볼 수 있다. 독을 품는 악한 성격을

가지게 되면 마음에 해당하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에 의해 물질이 따라감

(단순 기계적 구조적 결합이므로)으로

실제 독을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

된다. 따라서 이들의 존재는 땅의 저

주로 말미암아 생긴 것으로 볼 수 있

으며 이들은 악한 성격의 마음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기 공간

수축된 공간 구조물

3차원 공간

시

공

간

팽

창

도

그림19. 수축된 공간 구조물과 자기 공간

주변 공간의 평균 

시공간 팽창도

그림19에서 왼쪽의 수축된 공간 구

조물은 주변 공간의 평균 시공간 팽창

도보다 낮은 시공간 팽창도를 가지고

있으며, 오른쪽의 수축된 공간 구조물

은 주변 공간의 평균 시공간 팽창도보

다 높은 시공간 팽창도를 가지고 있

다. 이들의 주위에는 미묘한 연속적인

시공간 팽창도의 차이의 변화를 일으

켜 결국 각각의 수축된 공간 구조물

주위로는 자신의 시공간 팽창도와 비

슷한 환경을 지니는 본인에게 소속된

완충 지역인 자기의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오른쪽과 같은 주변 공

간보다 시공간 팽창도가 높은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자기의 공간은 빛의

공간으로 형성되고 양(陽)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따뜻하며, 왼쪽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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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공간보다 시공간 팽창도가 낮은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자기의 공간은

어둠의 공간으로 형성되고, 음(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차갑다. 따라서

시공간 팽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

축된 공간 구조물’은 밝고 따뜻한 기

운을 가지게 되고, 시공간 팽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축된 공간 구조물’

은 어둡고 차가운 기운을 가지게 된

다.

그림20. PIP를 통해 촬영된 어둠의 공간 구

조물(둥근 원형 구조물)

그림20은 자기 몸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주장하는 마술사를 PIP로 촬

영한 사진이다. 마술사 주변으로 어두

운 타원형의 공간 구조물이 촬영되었

다. 이로 보건대 어둠의 ‘수축된 공간

구조물’은 실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시공간 팽창도의 크기는 선의 농도

를 반영함으로 시공간 팽창도가 상대

적으로 낮은, 어둡고 차가운 기운을

가진 ‘수축된 공간 구조물’은 악한 성

격을 가졌다 할 수 있고, 시공간 팽창

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밝고 따뜻한

기운을 가진 ‘수축된 공간 구조물’은

선한 성격을 가졌다 할 수 있다.

3차원 공간

시
공
간
팽
창
도

그림21. 분해력과 결합력

결합력

분해력

그림21과 같이 주변 공간의 평균 시

공간 팽창도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시

공간 팽창도를 가지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은 자신의 완충 범위(자기 공

간)를 벗어나게 되면 척력이 형성되어

분해되려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반면,

주변 공간의 평균 시공간 팽창도보다

상대적으로 큰 시공간 팽창도를 가지

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은 자신의 완

충 범위(자기 공간)를 벗어나게 되면

인력이 형성되어 더욱 단단히 결합되

어 뭉쳐지려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완충 범위란 사람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을 때 몸 주위에 체온과

비슷한 온도 범위의 물 층이 형성됨으

로 크게 뜨거움을 못 느끼나 물이 더

욱 뜨거워질 때는 몸 주위의 물 층의

온도도 더욱 높아져 결국은 뜨거워져

견디지 못하고 나오는 것과 같다. 이

때 만약 그대로 있으면 화상을 입게

된다. 이와 같이 몸 주위에 체온과 비

슷한 물층을 형성하여 적응함으로 몸

이 견딜 수 있는 정도까지의 온도 상

승 범위를 완충 범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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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쾌적함의 조건

3차원 공간

시

공

간

팽

창

도 주변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

①

② ③

그림22와 같이 어느 특정한 시공간

팽창도를 가진 ‘수축된 공간 구조물’이

있다고 할 때, 주변 공간의 평균 시공

간 팽창도가 ①과 같이 상대적으로 높

을 경우는 분해력이 작용하여 불쾌한

환경이 되며, ③과 같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경우도 너무 강한 결합력의

작용으로 불쾌한 환경이 되리라 추정

된다. 따라서 ②와 같이 적당하게 낮

은 경우가 해당 ‘수축된 공간 구조물’

이 존재하기에 적당한 결합력으로 인

해 가장 쾌적한 환경이 되리라 추정된

다. 따라서 결국 어느 특정한 시공간

팽창도를 가진 ‘수축된 공간 구조물’이

가장 쾌적하게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은

주변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가 ②와 같

이 적당하게 낮은 경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악한 성격의 세균 또는 바이러

스나 낮은 시공간 팽창도를 가진 어둠

의 ‘수축된 공간 구조물’은 사람의 마

음에 해당하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시공간 팽창도가 낮아지는 상황이 될

때 쉽게 틈탈 수 있게 된다. 어둠의

‘수축된 공간 구조물’이 틈타게 되면,

어둡고 차가우면서 분해시키고 흩트리

려는 성질을 가진 기운의 영향으로 육

체에 이상을 일으켜 질병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람의 마음에 해당

하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시공간

팽창도가 낮아지는 상황은 마음이 악

해지고 죄를 범함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사람의 마음이 선(善)

으로 들어가고 악(惡)을 버려나가면

시공간 팽창도가 높아져 악한 성격을

가진 세균 또는 바이러스가 적응하지

못하고 떠날 뿐 아니라, 어둠의 ‘수축

된 공간 구조물’에게는 불쾌한 환경으

로 작용하여 몸에서 떠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시공간 팽창도의 증가

는 세포 미세 구조 이하의 단위에서부

터 결합력이 강해져 오류율이 적어지

고 질서를 좇는 힘이 강해져, 이로써

몸은 강건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성경 마태복음 13장 43-45절에 “더

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

을 테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

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

리라.”하여 물질인 육체는 영체가 거

하는 집과 같으며 때로는 여러 영체가

거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성경 마

가복음 5장 8-9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

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

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

니이다 하고”하여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지폈던 자를 치료한 사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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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육체에 여럿의 영체에 해당하

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들이 들어갈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이

유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같은 다중 인

격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23. 악한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침범

분해력 악
한  
수
축
된 
공
간

세

포

분해력
시
공
간

팽
창
도

공간

원래의 

수축된

공간

그림23과 같이 사람의 마음이 악하

여 어둠의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침

입을 허용하였을 경우 그것은 사람의

영체(마음)에 해당하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을 사로잡고 대신 영향을 끼치

게 됨으로 결국 그들의 악한 기운(그

들의 자기 공간에 형성되는 낮은 시공

간 팽창도로 초래되는 힘)으로 말미암

아 인체 내 세포 미세 조직 이하의 단

계에서부터 분해력(척력)을 작용시켜

세포가 기능을 잃어버리고 질병을 발

생하게 만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 잘 나와 있다.

마태복음 9장 32-33절에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들려 벙어리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하였고 누가복음 13장

11-13절에 “십팔 년 동안을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

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하

였으며 사도행전 12장 21-23절에 “헤

롯이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

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

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충(蟲)이 먹어 죽으니

라”하여 귀신 또는 충(蟲)이라는 어둠

의 ‘수축된 공간 구조물’에 의해 사람

이 질병이 생기며 사망하기도 함을 말

하고 있다. 여기서 충(蟲)이라 함은 영

체 즉, ‘수축된 공간 구조물’로서의 충

(蟲)을 말한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육적으로는 벌레가 먹어 죽는 일은 별

로 없기 때문이다.

마음은 갉아 먹히기도 하고, 찢어지

기도 하며, 좀먹을 수도 있고, 찔리기

도 하며, 녹아내리기도 한다. 그런데

본 논문은 마음이 느끼는 시간의 흐름

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으로만 보는 것

이 아니라 ‘수축된 공간 구조물’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실제 현상으로 본다.

‘수축된 공간 구조물’은 마음의 구조

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축된

공간 구조물’에 물질인 육체가 결합되

지 않은 것과 물질인 육체가 결합된

것과는 그 주위 공간을 느끼는 느낌에

있어서 차이가 날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꿈과 현실의 차이로 볼 수 있다.

꿈을 꾸면 꿈속에서는 그것이 사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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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지만 현실에서 물체를 만지는

것과는 다르다. 이는 육체의 감각기관

을 통한 현실적인 감각적 경험이 동반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질인 육체와

결합되어야 오감(五感)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주변 공간을 현실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11) 마가복음 9장 48절

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하여 지옥(아랫

음부)에는 꺼지지 않는 불과 죽지 않

는 구더기가 있다 한다. 구더기는 연

약한 살 속을 파고 들어가 살을 파먹

는다. 또한 지옥(아랫음부)에는 피로

이루어진 큰 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고 하며 이는 지옥(아랫음부)에 떨어

진 이들이 고문 받으면서 흘린 피라고

한다.12) 그런데 지옥(아랫음부)에서 고

통받는 이들은 육체를 벗어버린 영체

에 해당한다. 영체란 형체를 가진 마

음이라 할 수 있다. 지옥(아랫음부)에

있는 영체의 마음은 진리가 담겨있지

않은 빈 껍질의 마음이다. 따라서 지

옥(아랫음부)의 상황은 사람의 영체

(마음)를 구더기의 영체(마음)가 사람

의 살로 느끼는 영체 부분(마음)을 파

먹을 수 있는 것을 반영하며, 고문을

통해 사람의 몸이라 느끼는 영체 부분

(마음)이 갈가리 찢겨지면서 피로 느

껴지는 영체에 해당하는 것(마음)이

흘러내리는 것을 시각적, 청각적, 촉각

적 느낌을 통해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을 반영한다. 마치 꿈속에서 이것이

사실인 것으로 느끼는 것처럼 실제 영

체는 비록 오감(五感)을 통한 현실적

인 감각은 없지만 마음의 느낌을 통해

실제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것은 이전에

육체와 결합되어 살아있을 때, ‘수축된

공간 구조물’에 해당하는 마음의 형체

가 세포 조직 이하의 단위에서부터 결

합되어 있다가 육체로부터 분리되었던

과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지옥(아

랫음부)의 모습을 ‘수축된 공간 구조’

는 잘 설명할 수 있게 됨으로 지옥은

실존하는 4차원의 공간임을 간접적으

로 추정할 수 있다.

영체가 손상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마가복

음 9장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

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들린 내 아

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하여 벙

어리 영체를 가진 귀신이 있음을 말하

였고, 누가복음 13장 11-13절에 “십팔

년 동안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

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

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

수하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

광을 돌리는지라”하여 귀신이 나가니

꼬부라졌던 허리가 펴인 것으로 보아

손상되어 꼬부라진 허리를 가진 영체

를 한 귀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4. PIP로 촬영된 환상지의 모습

그림24는 PIP로 촬영된 환상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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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이다. 실제 팔은 절단되어 없어나

팔이 있었던 위치에 팔의 영체라 생각

되는 음영이 나타난다. 이를 경우 환

자의 경우 환상지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환상지의 영체의

경우 온전한 손의 모습을 하지 않고

이미 손상되어 뭉퉁한 모습을 하고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헨리 올드필드는 그의 올드필드 현

미경을 통하여 적혈구 세포에도 빛으

로 둘러져 있음을 관찰하였다.

그림25. 적혈구 사진(좌→우:시간 경과)

그림25는 올드필드 현미경으로 혈액

을 촬영한 소견이다. 그림25의 왼쪽

사진은 신선한 혈액의 적혈구 사진이

며 오른쪽으로 갈수록 혈액 체취 후

시간이 경과함을 뜻하고 오른쪽 사진

은 완전히 죽은 적혈구 사진이다. 이

와 같이 신선한 적혈구에 빛으로 둘러

져 있으나 죽은 적혈구에는 빛이 없음

을 볼 때 세포의 단위에서도 ‘수축된

공간 구조물’이 결합되어 있어 주변에

빛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빛이 세포의 DNA라

는 물질에서 나옴이 아닌 것은 잎사귀

를 제거한 잎에서 잎사귀 형태를 한

빛의 형상이 킬리안 기법으로 촬영되

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그림26).

그림26. 완전한 잎(좌), 줄기만 남은 잎(우)

따라서 생체에서 나오는 빛은 세포

의 DNA라는 물질이 아닌, 그 물질(특

히 DNA)과 결합되어 있는 ‘수축된 공

간 구조물’로 말미암는 것으로 추정된

다.

사람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선한 존

재로 창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처음

태어났을 때 부모로 물려받은 악의 기

질이 다소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선한 모습을 가졌음을 보아 알 수 있

다. 또한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여

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

고 생기(生氣)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니 사람이 생령(生靈)이 된지라”하여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매우 선하게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생령이란 산

영을 뜻하며 깨끗하고 선한 마음을 가

졌음을 뜻한다.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

함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고 비진리가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여 악이 형성

되면서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다. 즉, 마음이라는 ‘수

축된 공간 구조물’에 비진리가 들어오

게 되면 사람은 선에서 멀어지고 악이

형성되므로 마음에 해당하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시공간 팽창도는 낮아

져 빛을 잃고 탁해지며 몸의 물질적

구조는 그만큼 천해지고 가벼워져서

약해지고 그러므로 세포 기관들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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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쉽게 흩트려져 질병이 잘 걸릴

수 있는 환경이 된다. 또한 마음에 해

당하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시공간

팽창도가 낮아지다 보니 악한 마음을

가진 세균 바이러스가 틈타기 쉬운 환

경을 형성하여 그러한 악한 이물질의

침입을 쉽게 받게 되고 또한 어둠의

영 즉, 어둠의 ‘수축된 공간 구조물’이

쉽게 틈탈 수 있게 됨으로 이러한 복

합적인 요인에 의해 인체에는 질병이

생겨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27).

악한 마음의

세균 바이러스
어둠의 영

그림27. 인체의 3단계 구조와 질병의 근원

마음의 그릇(수축된 공간 구조물)

몸(물질)

진리

비진리

질병 근원

인체의 구조는 물질인 몸과 ‘수축된

공간 구조물’로 이루어진 마음의 그릇

과 그 안에 담긴 진리로 이루어진 것

으로 추정된다. 마음의 그릇 안에 진

리가 담겨 선을 이루면 물질인 몸은

후(厚)하여 귀(貴)하게 되어 강건해지

며, 마음의 그릇 안에 비진리가 담겨

악을 형성하면 물질인 몸은 박(薄)하

여 천(賤)하게 되어 약하게 되는 것으

로 추정된다.13) 따라서 질병의 근본

뿌리는 비진리로 인한 악(惡)(이는 하

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죄(罪)라고

함)이며 그로 말미암아 틈탄 악한 마

음의 세균과 바이러스 그리고 어둠의

영(어둠의 ‘수축된 공간 구조물’)이라

할 수 있다. 육체의 질병의 나타남은

이것에 의한 2차적 현상에 해당한다고

추정된다. 그 영향권에 있는 세포 조

직의 종류에 따라 침범한 존재의 성질

에 따라 다양한 질병의 형태를 나타내

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체를 이루고 있는 원래의 선한 마

음은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시공간

팽창도를 높임으로 인체 세포 기관의

오류율을 낮추고 질서도를 높여 자연

적인 회복 능력, 자연적인 치료 능력

을 인체에 부여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

된다. 반면 비진리, 악(惡)과 세균 바

이러스 그리고 어둠의 영(어둠의 ‘수

축된 공간 구조물’)은 인체 본래의 마

음 구조물과는 달리, 질서를 흩트리고

자연적인 회복 능력, 자연적인 치유

능력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 물과 기름

처럼 별개의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방

존재가 된다. 단지 마음에 악이 있음

으로 섞여 있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외부에서 들어온 성질이 다른 하나의

개체(마음을 가진 개체이므로 하나의

인격체)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그러

므로 성경 누가복음 4장 38-3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

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

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

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

니라”하여 질병을 하나의 인격체로 취

급하여 꾸짖고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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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치료하는 광선과 자기 공간

사람의 마음을 이루고 있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은 그 구조가 공간으로 이

루어져 있고 빛 역시 공간 구조물의

일종이기에 서로 교통이 가능하게 된

다. 따라서 수축된 공간 구조물은 빛

을 받아들이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

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하여 치료하는 광

선이 있어 이것이 사람의 몸속으로 들

어가 질병을 낫게 한다 하였고 실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

면 신실한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해 빛

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 치료의 역

사가 나타남을 증언하고 있다.

펼쳐진 공간 구조

치료하는 광선

수축된 공간 구조(마음)

그림28. 수축된 공간 구조와 에너지의 전달

빛은 에너지 입자이며 큰 시공간 팽

창도를 에너지의 근원으로 가지고 있

다. 빛(일종의 시공간 입자)이 펼쳐진

공간 구조를 지나갈 때는 지나가는 공

간의 시공간 팽창도를 증가시켜 시공

간격자의 간격을 증가시키고 수축된

공간 구조물 내로 들어갈 때는 역시

시공간 팽창도를 증가시켜 수축된 공

간 구조물의 시공간격자의 간격을 좁

히게 된다(그림28). 펼쳐진 공간 구조

에 있어서는 시공간격자 간격이 넓을

수록 에너지가 큰 상태이고 수축된 공

간 구조물에 있어서는 시공간격자 간

격이 좁을수록 에너지가 큰 상태이다.

따라서 빛이 지날 때 펼쳐진 공간 구

조에서는 시공간격자 간격을 넓히고

수축된 공간 구조물 내에서는 시공간

격자 간격을 좁히지만 에너지의 측면

에서 볼 때 빛의 에너지의 전달은 정

확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림29. 자기의 공간

자기의 공간

‘수축된 공간 구조물’ 주변에는 자기

의 시공간 팽창도와 비슷한 환경을 형

성함으로써 자기의 공간을 형성한다

(그림29). 이러한 공간은 외부의 영향

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완충 지대

의 역할을 하게 되며, 그 마음의 그릇

에 따라 그 영역의 크기가 정해지며,

경우에 따라 무엇을 마음에 품으면 자

기의 공간의 범위가 그곳에 미치기도

하는 유동적인 경계면을 가지는 것으

로 짐작된다. 이러한 공간은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시공간 팽창도에 따라

밝기가 달라지는데 시공간 팽창도가

주변보다 작은 ‘수축된 공간 구조물’

주위로 형성된 자기의 공간의 경우 어

둠으로 나타나나, 시공간 팽창도가 주

변보다 큰 ‘수축된 공간 구조물’ 주위

로 형성된 자기의 공간의 경우 빛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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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기의 공간의 넓이는 사람

의 마음의 온유함에 의해 정해지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천국에서

거할 자기의 땅의 넓이를 반영되는 것

이기도 하다. 성경 마태복음 5장 5절

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하여

온유할수록 천국에서 주어지는 자기의

땅이 넓어짐을 말하고 있음을 보아 알

수 있다. 이로 보건대 자기의 공간은

마음이 온유함으로 깊이 들어가는 만

큼 넓어진다 볼 수 있다. 온유함은 일

종의 선(善)에 해당한다.

2003년 1월 홍콩의 문회보는 “올해

일백세가 넘는 양밍이 노인이 지난 11

일 쓰촨성 아미산에서 가장 높은 해발

3천99m의 만불정에서 자신이 창안한

빙설신공으로 주위 1m의 거리에 있는

눈과 얼음을 녹였다”고 보도했다.14)

이는 자기의 시공간의 퍼텐셜 에너지

로 말미암은 실제 예인 것으로 짐작된

다.

그림30. 빛으로 둘러진 UFO

일반적으로 UFO는 그 주위를 두르

고 있는 빛과 매우 빠른 움직임을 그

특징으로 한다(그림30). 이러한 빛과

빠른 움직임은 만약 UFO가 우리보다

시공간 팽창도가 상대적으로 큰 다른

4차원 공간에서 만들어져 날아오는 것

이라 할 경우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된

다. 시공간 팽창도가 상대적으로 큰

공간에 존재하는 물질 역시 상대적으

로 큰 시공간 팽창도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물질로 UFO가 만들어

졌다고 할 경우 UFO 자체의 시공간

팽창도는 우리가 사는 주위 공간의 시

공간 팽창도보다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고 UFO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

간 역시 시공간 팽창도도 커지게 됨으

로 UFO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은 빛

을 발하게 된다. 또한 UFO를 둘러싸

고 있는 주변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가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공간의 시공간 팽

창도보다 상대적으로 커지게 됨으로

UFO가 우리들이 사는 공간상에서 움

직일 경우 UFO 주변에는 시공간 팽

창도가 큰 공간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들 나름대로의 공간 테두리(마음의 울

타리)를 형성하고 있음으로 결국 UFO

자신은 천천히 움직인다 하더라도

UFO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의, 우리

공간과의 시공간 팽창도의 차이에 의

해 우리에게는 매우 빠른 움직임으로

관찰되게 된다. 이로 보건대 UFO는

우리가 사는 공간과는 다른, 시간의

흐름이 보다 느린, 4차원의 다른 공간

에서 만들어진 물체라 볼 수 있게 된

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같은 UFO의

정체에 대하여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구절들이 있다. 창세기 3장 24절

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

내시고 에덴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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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

을 지키게 하시니라”하여 아담과 하와

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

덴으로부터 이 땅으로 추방당하는 장

면이 나온다. 그리고 그들을 추방하면

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지

켰다고 한다. 여기서 “지켰다”는 말은

아직까지 에덴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

이다. 수많은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

은 에덴동산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

리스 강 상류 지방에 있을 것이라 하

고 계속 찾고 있어나 아직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에덴동산

이 이 땅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4

차원 공간, 시간의 흐름이 다른 공간

상에 존재하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

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을 흔히 둘째

하늘이라 말한다.15) 그런데 창세기 3

장 16절의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

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

스릴 것이니라 하시고”에 말씀한 바와

같이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하여 범죄하기 전 이미 잉태

의 고통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

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이미

많은 자손들을 낳아 에덴에 번성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

서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

덴에서 이 땅으로 쫓겨났다할지라도

이미 에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에덴은 둘째하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공간 팽창도가 우리

가 사는 세계보다 큰 공간으로 추정된

다. 따라서 이 곳 사람들은 자신의 조

상인 아담 할아버지의 또 다른 후손이

사는 이 지구 위의 사람들에 대해 큰

호기심을 갖고 있어 그들이 이 곳 사

람들의 생활 모습들을 보기 위해 오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들이 시간의 흐름

이 다른 공간을 여행하기 위해 타고

오는 비행체가 다름 아닌 UFO인 것

으로 추정된다.

사람의 마음에는 문이 있어 사람의

의지에 의해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

절에 “볼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

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

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

라”하여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이 있음

을 말하고 있다. 보통 문이라는 것은

자기 공간의 바깥 울타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존재한다. 따라서 마음의 문

역시 마음의 바깥 울타리에 존재한다

볼 수 있게 되고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에만 외부와 교통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마음의 문이란 추상적인 개념

으로 보며 마음의 문을 닫았을 때에는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뜻으로,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에는 접근을 허용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문 안

에 있는 공간은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마음의

울타리란 ‘수축된 공간 구조물’이 형성

하는 자기 공간의 바깥 경계에 해당하

는 추상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공

간의 기본 단위가 일정한 크기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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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곡률입자’로 되어 있기에 자기

공간의 바깥 경계는 유한한 범위 내에

서 형성되며 마음의 그릇의 크기에 따

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추정된

다.

그림31. 열린 마음과 닫힌 마음

마음 울타리

(열린 마음)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광선

(닫힌 마음)

자기 공간
수축된 
공간 
구조물

그림31에서 굵은 점선은 치료하는

광선(빛)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31의

위쪽 그림과 같이 열린 마음에 해당하

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에서는 빛이 비

취면 수축된 공간 구조물 내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시공간 팽창도를 증가시켜 세포를 이

루고 있는 소립자 구조에 결합력을 더

해 주고 세포의 미세 구조 기능이 더

욱 정확해지며 더욱 질서 있게 되므로

세포는 강건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기 공간

역시 밝고 따뜻한 기운을 가진 높은

시공간 팽창도를 형성한다. 그러나 그

림31의 아래쪽 그림과 같이 마음의 문

이 닫혀 있으면 자기 공간의 바깥 경

계부위에 마음의 울타리가 생성되어

빛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되므로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게 되는 것으

로 추정된다.

그림32. 세균의 악한 마음과 치료하는 광선

악한

마음
치료하는 광선

세균의 분해

척력의 형성

그림32와 같이 우리 몸을 헤치는 세

균과 바이러스는 악한 마음에 해당하

는 시공간 팽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축된 공간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된다. 시공간 팽창도가 낮은

수축된 공간 구조물 주위로 시공간 팽

창도가 낮은 자기 공간을 형성하여 완

충지대를 형성하면서 존재하나 치료하

는 광선이 강하게 비추어지면 세균과

바이러스의 자기의 공간이라는 완충지

대를 넘어서 강한 시공간 팽창도의 힘

의 영향을 세균과 바이러스의 수축된

공간 구조물에 직접적으로 가할 수 있

게 된다. 그럴 경우 수축된 공간 구조

는 분해력(척력)이 생겨 분해되며 이

는 기계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세

균과 바이러스의 육체 부분도 함께 분

해로 이어져 결국 세균과 바이러스는

사멸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불에

의해 태워져 소멸되는 것과 같다. 그

러므로 성경 열왕기상 18장 38절에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하였고 스바냐 3장 8절

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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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

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

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

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하였으며,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여호와 하나님

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하여 영적

인 불인데도 불구하고 물체를 태울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영적인

불은 물질과 결합되어 있는 ‘수축된

공간 구조’를 분해시키고 그러므로 그

에 따르는 2차 현상으로 그와 결합되

어 있는 물질이 분해되어지기 때문으

로 여겨진다.

성경 사도행전 12장 7-10절에 “홀연

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

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

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메라 하

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 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쌔 천사의 하

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

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

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하여

영체(靈體)에 해당하는 ‘수축된 공간

구조’를 가진 천사라 할지라도 물질에

해당되는 쇠사슬과 쇠문을 열 수 있음

을 말하고 있다. 이는 쇠사슬과 쇠문

의 물질 부분과 결합되어 있는 ‘수축

된 공간 구조물’을 조작함으로써, 그와

단순 기계 구조적인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을 움직일 수 있게 됨으로 가능하

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11. 생명의 근원, ‘마음’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자연

치유력의 근원은 마음에 해당하는 ‘수

축된 공간 구조물’에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 마음의 악이 벗겨지면서 마음

의 선(善)의 농도가 짙어져 시공간 팽

창도가 커지게 되면 인체는 질서를 회

복할 힘이 커지게 된다. 만일 질서가

이미 흩트려져 있는 질병 상태에 있다

할지라고 다시 질서가 재정비되고 회

복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 회

복력은 그 근원이 마음에 해당하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마음의 악을 완전히 벗어버

리고 선(善)으로 더욱 들어가게 되면

회춘(回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더 나아가 온전한

선(善)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사망을

보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

다.

그러므로 성경 잠언 4장 23절에 “무

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

라”한 것으로 보이며, 온전한 선(善)으

로 들어간 마음에 해당하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

운 보석과 같이 찬란히 빛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일백이십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氣力)이 쇠하

지 아니하였더라”한 것처럼 악을 완전

히 벗어버리고 선(善)으로 깊이 들어

간 모세는 비록 나이 일백이십세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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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도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

력(氣力)이 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회

춘(回春)의 역사가 있음을 말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이며, 히브리서 11장 5절

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

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

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

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하여

온전한 선(善)을 이룬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 말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진시황제가 찾았던

불로초(不老草)는 악(惡)을 버리고 선

(善)을 행하는 마음의 성결에 있는 것

으로 짐작된다(소위, 권선징악(勸善懲

惡)의 내용과 그 뜻이 통한다).

본 논문에서 성경을 주로 인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옛 문헌의 기록과 상

통하는 점이 매우 많다고 보기 때문이

다.16)17) 옛 문헌에 “너희 무리는 오로

지 하늘이 내려 주신 법을 지켜 모든

선을 돕고 만 가지 악을 없애어 성

(性)이 통하고 공(功)이 이루어지면 하

늘에 이를 것이다. 하늘의 법도는 오

직 하나뿐이며 그 문은 둘이 아니므로

너희는 오로지 마음이 깨끗하고 정성

스러워야 하늘에 이를 것이다.”하였고

“우주 안과 아득한 하늘 밖에 주재가

엄연히 존재하여 참되고 선한 것을 기

르며 모질고 악한 것을 없애면서, 만

물을 거느리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것

이라고 믿는다.”하였으며 “체질(體質)

외에 정령(精靈)이 있어서, 선을 세우

고 악을 없애어 성(性)을 통하고 공

(功)을 다하면 몸은 비록 죽을지라도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 신향으로 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하여 옛 선조들은

천지의 주재를 찾았고, 동맹, 무천, 영

고라 하여 천지의 주재이신 하느님께

흰소를 희생 제물로 범국가적인 차원

의 제사를 해마다 드렸으며, 선을 세

우고 악을 없애어 마음의 성결을 이루

고(성(性)) 공력(功力)을 이루는 것(공

(功))이 유일한 길이라 하여 마음을

닦아 그 길을 걸어갔음을 너무나도 분

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18) 이

렇게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민

족 고유의 전통 속에서 이순신 장군도

큰 전쟁을 앞두고 천지의 주재이신 하

느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자연 치유력, 자연 회복력의

근원은 마음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난다는 말이

옳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생명을 얻

는 방법은 성경이나 옛 문헌이나 모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마음의 성결

에 있다 말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

다.

12. 영의 세계에 대한 연구방법론

영의 세계에 대한 연구 접근을 위해

일반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사용하는

실험에 의한 검정 방법은 사실상 사용

하기 어렵다. 이는 실험에 의한 검정

방법이 주로 물질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의 세계에 대하여 기록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정평이 나있는 성경의 내용

들과 영의 세계를 밝히 보는 이들의

증언들과 여러 가지 나타나는 영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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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들과 기존 정립된 물리 이론들과

과학계의 미해결 분야를 광범위하게

비교 검토하여 이에 전체적으로 정밀

하게 맞아 들어가는가, 과학계의 미해

결 문제까지라도 한꺼번에 풀어지는가

를 살펴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만약

올바른 진리를 발견하였다면 현재 대

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점들까지도 한꺼번에 실타래 풀리

듯이 풀리리라 보았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풀리게 되면 본 논문의 이론

전개는 올바른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

고 판단할 수 있으리라 보았기 때문이

다.19) 따라서 본 논문은 그러한 형태

의 연구방법론에 충실하였으며, 그 결

과 실제 많은 문제점들이 실타래 풀리

듯이 풀리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결 론

우주 만물로 구성되어있는 자연계는

물질계와 공간계로 대별된다. 지금까

지 물질계에 대한 연구는 많은 진전

(進展)을 보았으나 공간계 자체에 대

한 물리학적 연구는 아인슈타인의 상

대성이론을 필두로 갓 이루어지고 있

는 처녀림(處女林)으로 인식된다.

본 논문을 통해서 공간계가 아무 것

도 존재하는 않는 텅 빈 단순한 공간

이 아니라 4차원의 공간 구조를 가짐

으로써 물질계와 다름없는 다양한 공

간 구조물을 형성할 수 있는 영역임을

살펴보았다. 공간계는 ‘펼쳐진 공간 구

조’와 ‘수축된 공간 구조’로 크게 대별

된다. 그런데 ‘수축된 공간 구조’는 물

질과 공간의 중간 속성을 가지게 됨으

로 물질계, 공간계(펼쳐진 공간계)와

구별하여 제3의 요소로 취급할 수 있

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제3의 요소로

인식되는 ‘수축된 공간 구조’를 명확하

게 이해하게 함으로써 영계를 물리학

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였다.

물질계가 3차원 공간적인 요소와 질

량 밀도의 요소를 가지고 다양한 구조

를 형성하듯이 공간계 역시 3차원 공

간적인 요소와 시공간 밀도의 요소를

가지고 다양한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축된 공간 구조’라는 새로운 개념

을 통하여 마음과 영체는 일종의 고유

의 체(體)를 가진 공간 구조물임을 추

정할 수 있었고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

어 있는 질병의 원인과 빛의 치료 역

사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자연 치유력의 근원은 마음에 있으며

나아가 생명의 근원 또한 바로 마음에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그러한 결과, 마음의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마음의 성결(性)을 이루

고 공력(功)을 이루는 것이 바로 생명

의 길이요, 옛 선인들이 말한 현묘지

도(玄妙之道)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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