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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증보판 출판을 기념하며

  기존 ‘양자중력공간 이론 논문 모음집’을 전체적으로 재조율하고 수정증보하여 

‘비국소성 숨은 변수 이론 - 양자중력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책자를 내놓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본 책자는 생기와 영의 공간에 대한 물리학적 이해를 돕기 위한 훌륭한 지침

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인은 본 책자의 핵심 사항을 혼자 간직하며 본인 개인의 논문으로 쓸 수 있

었겠으나 존경하는 이재록 목사님의 조언과 본인의 약속으로 많은 이들 앞에 오

픈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책의 내용을 읽고 풍성한 영감을 받기를 바라며 보다 전문

성있는 훌륭한 후속 논문들이 많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본 책자의 모

든 내용은 이 책을 읽는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부디, 비국소성 숨은 변수 이론에 해당하는 양자중력공간의 핵심 내용들이 여

러분들의 논문에 깊이 반영되어 물리학의 새로운 분야가 크게 발전하기를 진심

으로 바랍니다. 

2011년 11월, 저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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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본 논문 모음집은 한국정신과학학회를 통해 출판되었던 양자중력공간 이론에 

대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양자중력공간 이론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찬한 것이다. 

  본 양자중력공간 이론에 대한 풍성한 영감은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

사님의 창세기 강해 설교를 통해 받았으며, 그것을 현대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정

리를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본 저자는 의학이 주 전공이라 물리학은 매우 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현대물리학 계통의 논문들을 쓰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당회장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부족한 논문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출판하여 주

신 한국정신과학학회에도 감사드린다. 

  비록 본 논문들이 보다 수학적이고 물리학적인 전문적 구조는 갖추지를 못하

였으나 그 골격에 있어서는 엄밀한 논리적 전개를 갖추려고 노력하였다. 

  본 논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양자중력 이론을 찾아내었구나하는 확

신을 강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수리물리학적으로 다시 이론

을 재정비하여 보다 물리학 논문이라는 빛깔을 갖추게 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저자가 본 양자중력 이론을 다른 초끈 이론, 루프 양자중력 이론과 구별하여 

양자중력공간 이론이라 부르는 것은 본 양자중력 이론을 통해 마음과 영체를 이

루고 있는 물리적 구조인 공간 구조물를 설명할 수 있기에 ‘양자중력’이라는 단

어 다음에 ‘공간’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붙이게 되었다. 

  본 저자는 현재 차의과학대학 통합의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그러한 의학자

가 왜 현대물리학을 함께 연구하게 되는가? 그것은 통합의학의 기초 토대를 현

대물리학 특히 양자중력 이론을 통해서 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을 살펴보면 통합의학의 가장 중심되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

(氣)에너지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氣)에너지의 현대

물리학적인 이해는 동종의학, 동양의학 등에 있어서 풀리지 않던 핵심 사항에 접

근할 수 있는 과학적인 토대를 만들어 준다.   

  끝으로 본 저자에게 대학원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

나님과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감사드린다. 본 저자에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

으시고 믿어주신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감사드린다. 천국에 계신 이 아들의 육의 

아버님께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박사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차의과학

대학에 감사드리며 특히, 전세일 원장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대학원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윗분들과 동료들에게도 감사드린다. 

2009년 4월, 저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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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生氣, The breath of life)에 대한 성경 구절

창2: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겔37:5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

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겔37:10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계11:11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

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욥 27:3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

려 내 코에 있느니라)

욥34:4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

니라 

욥34:14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대

시33:6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 기(氣)의 근본이신 아버지 하나님 - 창세기 강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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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신과학학회 논문 심사 종합 평

논문 1.  ‘시공간 팽창도’ 개념 도입을 통한 새로운 양자중력공간 가설 고찰

종합 평:

  본 논문에 대한 기존 현대물리학계의 전문가들의 견해를 조사한 바 현대물리학의 이론에 

부합되지 않는 다는 견해이지만, 심사위원의 견해로는 본 논문은 저자 나름의 시공간과 중력

에 관한 독특한 견해와 학문적 접근이 돋보이고 오히려 이러한 새로운 견해를 통해 현대물리

학이 미쳐 생각치 못한 측면을 지적하는 일면이 있고, 정신과학적측면에서는 그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고 판단됨.

출판:

  한국정신과학학회지 제10권 제1호(2006년 6월, 통권 제19호)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Jungshin Science, Vol.10 No1, 2006, pp21~60

논문 2.  4차원 공간과 우주의 구조 (1)1)

종합 평:

매우 독창적이고 신선한 논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기존 천체물리학

회의 여러 물리학자들과 이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본 바 아직 이 단계의 

사고까지 깊게 생각해 본 학자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으로서 이점이 

가장 어려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물리학자들은 도저히 알 수

도 없고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가설이라고 일방적으로 무시하기에

는 본 논문의 내용이 매우 독창적이고 논리적이며 흥미로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논문의 저자는 그 나름대로의 가설과 논리 전

개에 있어 매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논문으로서 인정하지 않

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물리학의 발전은 언제나 기존의 이론과 

인식을 넘어선 새로운 관점에 의한 가설과 새로운 이론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어 

발전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1) 논문의 원제목은 ‘5차원 시공간과 우주의 구조(1)’이다. 창세기 강해 내용과 맞추기 위하여 4차

원 공간이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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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한국정신과학학회지  제11권 제1호(2007년 6월, 통권 제21호)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Jungshin Science, Vol.11 No1, 2007, pp9~42

논문 3.  4차원 공간과 우주의 구조 (2)2)

종합 평:

논문 1에 이어 논문 2의 내용도 매우 독창적이고 신선한 논문이라고 생각됩니

다. 1차 논문심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술한 논문의 내용이 현대물리학의 개

념을 상당이 앞서가는 포괄적 가설로서 그 내용이 매우 흥미롭다고 하겠습니다. 

  논문의 저자는 그 나름대로의 일관성 있는 가설을 토대로 논리 전개에 있어 

매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논문의 구성은 매우 잘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저자가 주장하는 가설이 현 시점에서 기존 제도권의 물리학자

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요즈음 우주천문학은 매일매일 새롭게 밝혀지

는 여러 사실들로 인해 기존의 교과서적인 이론들을 매일 수정해야 할 정도라고 

하니, 제도권에서 주장이 옳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출판: 

  한국정신과학학회지  제11권 제2호(2007년 12월, 통권 제22호)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Jungshin Science, Vol.11 No2, 2007, pp61~105

  

2) 논문의 원제목은 ‘5차원 시공간과 우주의 구조(2)’이다. 창세기 강해 내용과 맞추기 위하여 4차

원 공간이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