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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중력공간 이론과 그 응용

A Theory of Quantum Gravity Space and its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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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이미 출판되었던 세 편의 양자중력공간 이론 관련 논문들을 토대로 하여

시공간 팽창도의 기초 개념,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현대 우주론과 관련된 핵심 사항들을

요약 정리하였으며, 그것을 기초로 하여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물리적 구조와 그 특성을

논하였다. 그 응용으로 만유인력의 근원, 영체와 마음의 물리적 구조, 질병의 형성 원리,

삼일신고에 나타나 있는 기(氣)의 개념 정립, 에모토 마사루의 물 결정체 형성 원리, 자발

적 치유 현상과 참된 선(善)의 의미, 동종 요법의 근본 원리, 다우징 현상의 발생 원리, 생

명의 근원, 현묘지도의 참 모습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氣) 에

너지의 실체가 물리학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히 밝혀놓았다.

주제어 : 양자중력공간 이론, 기 에너지, 물 결정체, 동종 요법, 다우징 현상

Abstract

  Based on three papers that have been previously published about the theory of quantum 
gravity space, the key points which are related with the basic concept of  the 'degree of 
space-time expansion', quantum mechanics, theory of relativity and modern cosmology, are 
summarized in this paper. Based on this previously arranged theory, the physical structure and 
character of 'constricted space structures' are introduced in this paper. As its applications, the 
origin of universal gravity, a physical structure of spiritual body and mind, a principle of 
development of diseases, an arrangement of concept of Ki which was described in Sam Il Sin 
Go, a principle of formation of Masaru Emoto's frozen water crystals, a spontaneous healing 
phenomenon and a meaning of true goodness, a fundamental principle of homeopathy, a 
principle of appearance of dowsing phenomenon, the origin of life, the true appearance of 
Hyen Myo Zy Do, are broadly dealt with. So, finally, a physical entity of Ki energy is made 
clear by this paper.
Key words : the Theory of Quantum Gravity Space, Ki energy, Frozen water crystals, 
Homeopathy, a dowsing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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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양자중력공간 이론 소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양자중

력공간 이론은 지금까지 잘 알려진 양

자중력 이론의 강력한 후보자라 할 수

있는 초끈 이론이나 루프양자중력 이

론과는 전혀 다르다. 본 양자중력공간

이론은 한국정신과학학회를 통하여 출

판된 3편의 논문으로 이미 소개된 바

있다. 첫번째 논문은 한국정신과학학

회 제10권 제1호 (2006년 6월, 통권

제19호)에 『‘시공간 팽창도’ 개념 도

입을 통한 새로운 양자중력공간 가설

고찰2)』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여,

‘시공간 팽창도’의 기본 개념과 양자중

력공간 이론으로 재해석한 양자역학의

주요 개념들을 소개하였다. 두번째 논

문은 한국정신과학학회 제11권 제1호

(2007년 6월, 통권 제21호)에 『5차원

시공간과 우주의 구조(1)3)』라는 제목

으로 출판하여, 양자중력공간 이론으

로 재해석한 특수상대성 이론의 주요

개념들을 소개하였다. 세번째 논문은

한국정신과학학회 제11권 제2호 (2007

년 12월, 통권 제22호)에 『5차원 시

공간과 우주의 구조(2)4)』라는 제목으

로 출판하여, 양자중력공간 이론으로

재해석한 일반상대성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는 현대 우주론의 주요 개념들

을 소개하였다.

본 양자중력공간 이론은 양자역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보어의 상보성

원리와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

를 기본으로 하는 코펜하겐 해석을 따

르지 않고, 아인슈타인, 슈뢰딩거, 드

브로이, 봄으로 이어지는 환원주의적

해석을 따른다.5)

2. 양자중력공간 이론 요약

양자중력공간 이론의 주요 골격만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다

자세한 것은 이미 출판된 3개의 논문

을 통해서 확인하기 바란다.

광속을 초월하는 현상들이 현대 천

문 관찰 결과들(예, 활동성 은하의 제

트의 속도)과 광속을 초월하는 복사

현상(예, 체렌코프 복사 현상)과

CERN의 초광속 중성미자의 발견 등

을 통하여 계속 밝혀지고 있으므로 특

수상대성이론에서 말하는 광속불변의

법칙에 다소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

다.6)7) 이러한 특수상대성이론의 오류

2) 여상훈, 2006

3) 여상훈, 2007a

4) 여상훈, 2007b

5) 김재영

6) 리스몰린

7) 주앙 마게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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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로 상호 상대적인 움직임에 있어

서의 시간과 공간의 팽창 수축에 대한

결과 해석의 잘못에 기인한다.

(그림1) 빛 시계의 구조

거울

광자

광자 발생기 광자 감지기

A기준계와 B기준계에 (그림1)과 같

은 형태의 빛 시계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면서 A기준계는 정지해 있고 B기

준계는 우측으로 등속관성운동을 하고

있다고 할 때, 정지한 A기준계의 관찰

자가 우측으로 움직이는 B기준계의

빛 시계를 바라보았을 때는 (그림2)와

같이 빛이 움직인 거리의 간격도 팽창

하며 빛이 움직인 시간의 주기도 팽창

함을 알 수 있으며, 반대로 우측으로

움직이는 B기준계의 관찰자가 정지한

A기준계의 빛 시계를 바라보았을 때

는 (그림3)과 같이 (그림2)와는 반대로

빛이 움직인 거리 간격은 수축하며 빛

이 움직인 시간의 주기도 수축함을 알

수 있다.

(그림2) A기준계에서 B기준계를 관찰

B기준계

ca

b

A기준계

(그림3) B기준계에서 A기준계를 관찰

a

b

c

그러므로 정지한 기준계에서 움직이

는 기준계를 보는 경우와 움직이는 기

준계에서 정지한 기준계를 보는 경우,

그 시간 주기와 공간 거리 간격의 팽

창 수축의 문제는 기존 알고 있던 바

와는 달리, 서로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있어서 위와 같

은 작은 오류의 발견과 그에 대한 수

정은 매우 큰 결과를 가져 오게 되는

데 바로 양자중력 이론의 완성으로 가

는 길을 활짝 여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작은 오류에 대한 수

정의 결과 속도 증가에 따른 우주선

크기 변화에 있어서 (그림4)와 같지

않고 (그림5)와 같다.

여기에 주어진 우주선 길이의 팽창

수축의 의미는 ‘우주선 길이×이동 속

도 팽창 수축’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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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의 증가

관찰자

(그림4) 속도 증가에 따른 우주선 크기 변화(오류)

속도의 증가

관찰자

(그림5) 속도 증가에 따른 우주선 크기 변화(수정)

이는 광속 가까운 속도로 등속관성

운동을 하는 물체에 있어서 움직이는

물체 고유의 시간 주기는 팽창(시간

지연)하고, 주변 공간 거리 간격은 수

축하나(기존 알려진 바, 공간 수축을

말함), 이에 따른 움직이는 물체 고유

의 공간 거리 간격은 상대적으로 팽창

을 하기 때문에 나타난다.8)9)10)11) 이

러한 논리 하에서 뮤온의 움직임은 제

대로 설명된다. 뮤온은 광속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므로 주변 공간 거리 간

격은 수축하고 뮤온 고유의 공간 거리

간격은 팽창하므로 매우 짧은 수명을

가지고도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게 되

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이는 물체에 있어서 시

간 주기의 팽창과 공간 거리 간격의

팽창은 항상 동일하게 조율되어 있어

관성계 내에서는 항상 광속불변의 법

칙을 성립시키게 된다. 이러한 시간

주기의 팽창과 공간 거리 간격의 동일

하게 조율된 팽창은 중력과 관련된 시

공간 팽창 수축에도 그대로 성립한다.

이 역시 주어진 시공간의 위치 속에서

광속불변의 법칙은 항상 성립하고 있

기 때문이다. 나아가 속도와 중력과

관련 없는 정지 관성계 내에서도 동일

하게 존재한다. 등속관성운동 상태는

다양한 등속도 상태를 내포하고 있으

며, 그 결과 다양한 시간과 공간의 팽

창을 내포하게 되고, 모든 등속관성운

동 상태 내에서의 물리적 현상은 동일

하여 구별되지 않음으로 ‘정지’라는 관

성상태에서도 동일하여 구별되지 않게

나타난다. 따라서 ‘정지’라는 관성상태

에서 다양한 시간과 공간의 팽창이 존

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여러 관측

사실로 인해 실존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시간 주기의 팽창과 공간 거

리 간격의 팽창은 항상 동일한 비율로

조율되어 있음으로 이러한 비율을 특

별히 ‘시공간 팽창도’라 정의하며 감마

인자 의 의미를 확장하여 시공간 팽

8) 차동우

9) Kwak Kyeong Do
10) von Laue M.
11) Leg. D. Jefime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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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기준계

(  )

A기준계

 (  )

(그림6) 시공간 팽창도가 다른 기준계 사이의 움직임 비교

창도를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한다.

본 이론은 루프양자중력 이론과 마

찬가지로12) 4차원 공간은 시간 주기의

팽창과 공간 거리 간격 팽창이 동일한

비율로 조율되어 있는 상태의 불연속

적인 4차원 공간 원자들로 양자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이를 특별히 곡률입

자라 부른다. 이러한 곡률입자들을 또

한 광자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이 모여

다양한 시공간 구조물을 이루는 것으

로 본다.

시간과 공간이 동일한 비율로 팽창

되어 있는 공간은 그렇지 않은 공간과

비교하여 ‘느린 동작의 빠른 이동’이라

는 특이한 움직임을 형성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영의 세계에서 천사와 사후

영의 움직임의 모습, UFO의 움직임의

모습에서 잘 나타난다. (그림6)은 이러

한 움직임의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

다.

a b

시공간 팽창도가 ∞인 공간

(그림7) 시공간 팽창도가 ∞인 공간과 

순간 이동

특이점의 공간과 같은 시공간 팽창

도가 ∞인 공간이 (그림7)과 같이 있

을 경우, a에서 b로 이동할 때 시간은

정지되어 있으므로 경과시간은 0이 된

다. 결국 시공간을 초월하여 순간이동

을 하게 된다. 즉, 시공간 팽창도가 ∞

인 공간을 통하여 물리학적으로 순간

이동은 가능하게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5차원

시공간13) 즉, 4차원 공간과 1차원 시

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4차원 공간의

4개의 차원 요소를 각각 넓이, 길이,

높이 그리고 깊이라 하며, 특별히 깊

이는 4번째 공간 차원 요소를 이루며

시공간 팽창도의 속성으로 이루어진

12) 리 스몰린

13) 리사 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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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8)과 같이 시공간 팽창도가 연

속적으로 달라지는 시공간 연속체를

이동하는 내부 물체 또는 현상은 등속

관성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과 시공

간 연속체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겉보

기 중력이 형성되어 그곳을 지나가는

빛은 휘이게 된다.

(그림8) '시공간 팽창도'가 연속적으로 증가

하는 공간연속체에서의 빛의 휨 현상

(휘어진 시공간 패러다임)

빛의 휨

지구

반면, (그림9)와 같이 주변 공간보다

시공간 팽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

공간 구조물은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

에 이것이 광자의 근본 구조를 이루게

된다. 즉, 빛은 시공간 팽창도의 파동

의 형태를 가지며, 빛을 전달하는 매

질 에테르는 바로 4차원 공간 자체이

다. 시공간 팽창도의 파동은 상호 허

수 관계14)로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 양

측의 파동으로 나타난다.

시공간

팽창도

3차원 공간빛

(그림9) 빛과 공간(에테르)

빛을 전달하는 매질 에테르를 4차원

공간 자체라고 보았을 때, 속도 덧셈

의 법칙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같은 관성계 내의 속도의 합은 상대

론적 속도의 덧셈 법칙을 만족하게 되

어 모든 관성계 내에서의 고유 속도는

광속을 초월하지 못하며 모든 관성계

내에서의 광속은 일정하게 된다. 그러

나 다른 관성계 사이의 속도의 합은

오히려 고전적 속도의 덧셈 법칙을 만

족하게 되어, 관성계 내부의 움직임에

대한 관성계 외부 관찰자의 관점에서

는 광속불변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

다. 따라서 현대물리학은 이러한 원리

로 광속을 초월하는 속도를 허용하게

된다.

모든 물체는 (그림10)과 같이 물체

자체와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

다.15)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시공간 팽창도는 주변

보다 증가되어 있다. 이는 주변보다

증가되어있어야 서로 간 인력이 형성

되어 물질이 흩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력은 만유인력의 근원을 형

성한다.

14) 차동우

15) 강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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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입자의 이동과 파동의 형성

시
공
간

팽
창
도

3차원 공간

수
축
된
   
공
간

물

질

주변 공간의 평균
시공간 팽창도

복원력파동 형성

이동

물체는 물체와 결합되어 있는 수축

된 공간 구조물을 함께 가지고 있고,

그러한 수축된 공간 구조물은 주변보

다 높은 고유의 시공간 팽창도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물체와 물체가 결합되

어 있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이 함께

소속된 일반적인 공간상에도 시공간

팽창도의 상승이라는 자취를 남기게

된다. 물체의 이동시 수축된 공간 구

조물의 이동도 함께 발생함으로 인하

여 물체가 소속되어 있는 일반적인 공

간상에 남아있던 상승된 시공간 팽창

도는 주변의 일반적인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복원력이

작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물체를 감싸

고 있는 공간 주변으로 시공간 팽창도

의 위상 파동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

한 결과 물체는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

시에 가지게 된다.

이러한 시공간 팽창도의 위상 파동

은 드브로이와 데이비드 봄이 주장하

였던 파일럿 파동16)17)의 형태를 띤다.

슈뢰딩거 방정식의 파동 방정식은

대표적인 복소수 파동함수이다. 시간

과 공간이 상호 허수 관계에 있기 때

문에 복소수 파동함수는 시공간 팽창

도의 파동으로 해석된다.

(그림11) 전자의 이중 슬릿 실험

전자의 이중 슬릿 실험의 결과는

(그림11)과 같다. 이 결과는 막스 보른

의 ‘슈뢰딩거 방정식의 확률적 해석’을

만족하여, 는 확률밀도의 진폭으로

 는 확률밀도로 해석함으로 설명가

능하다.18)19)20) 그런데 시공간 팽창도

의 파동은 해당 시공간의 시간과 공간

양쪽을 관여하고 공간 좌표 자체의 조

밀성을 결정하게 되므로, 결국 그 공

간 내에서 균일하게(확률적으로 동일

하게) 분포되고 있다 하더라도 외부적

에서 볼 때 시공간 팽창 정도에 따라

불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보이게

됨으로 결국 확률적 해석과 같은 의미

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보른의 확률

16) Bohm interpretation,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17) Bohmian Mechanics, Stanford encyclopedia of phylosophy
18) TCL
19) gasiorwicz
20) 송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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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해석은 시공간 팽창도의 변화로 말

미암는 공간 좌표 자체의 조밀성 변화

(시공간 팽창도의 파동)로 재해석된다.

우리 은하계 공간 거리:백만pc



중력에 

의한 인력

의 증가에

따른 척력

(암흑에너지)

우주는 팽창도 수축도 하지 않음

(정상우주론)

(그림12) 암흑 에너지와 정상우주론

균형

은하로부터 오는 빛들의 적색 편이

현상을 도플러 효과로 해석하지 않고

거리에 따른 시공간 팽창도의 증가 효

과로 해석하면 (그림12)와 같이 우리

은하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거리에

비례하여 시공간 팽창도가 증가하는

공간 구조를 나타낸다. 거리에 비례하

여 시공간 팽창도가 증가하는 공간 구

조는 자체적으로 겉보기 힘을 형성하

며 이렇게 형성된 힘의 방향은 우주

밖으로 향한다. 즉 우주의 척력을 형

성하게 되어 암흑에너지의 존재를 설

명할 수 있게 한다.

(그림13) 특이점과 웜홀 형성

별의 내파로는 질량밀도 절대 무한

대, 부피 절대 0인 이상적인 특이점을

갖는 블랙홀을 형성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에21)22) 이상적인 특이점을 갖

는 블랙홀은 천체가 아닌 일종의 시공

간 구조물로 여겨진다. 은하의 중심에

는 이러한 특이점을 갖는 블랙홀이 존

재하는 것으로 관측되며, (그림13)과

같은 이유로 이상적인 특이점은 웜홀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은하 중심

에 존재하는 질량밀도 절대 무한대,

부피 절대 0의 블랙홀의 특이점의 영

향으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은하계 가

시 크기를 넘어서는 거대한 중력장 시

공간 구조물을 형성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암흑물질의 실체인 것으로 추정

된다.

3. 양자중력공간 이론의 응용

본 양자중력공간 이론의 가장 큰 특

21) 스티븐 호킹

22) 로저 펜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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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은 ‘수축된 공간 구조물’과 기(氣)

에너지를 물리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공간은 공간의

4번째 축에 해당하는 시공간 팽창도에

의해 퍼텐셜 에너지를 가지게 되며 이

퍼텐셜 에너지가 바로 기(氣) 에너지

의 실체인 것으로 추정된다. 물리학은

이로 인하여 그 범위를 영의 세계까지

확대 가능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

의 특성에 대하여 좀 더 논한 후, 앞

의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그 응용의

측면으로 에모토 마사루의 물 결정체

현상, 지금까지 시시비비가 많았던 다

우징 현상의 원리와 현묘지도의 본 모

습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특성

‘수축된 공간 구조물’을 공간격자 모

형을 이용하여 설명하면 (그림14)와

같다.

(그림14) 수축된 공간 구조물

시공간팽창도가 작은 경우 시공간팽창도가 큰 경우

공간격자 모형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공간 거리 간격의 팽

창과 시간 주기 간격의 팽창이, 모든

관성계 내에서의 광속불변의 법칙에

의해 항상 동일한 비율로 이루어짐으

로 이를 하나로 묶어 공간(거리)과 시

간(주기) 전체의 간격을 하나의 격자

간격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데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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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격자 모형에

서 격자 간격이 좁을 경우) 빛의 진행

속도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을 지나는

순간 느려진다. 이는 빛의 파장의 크

기가 줄어드나 진동수는 일정하게 유

지되기 때문이다(그림15).

(그림15) ‘수축된 공간 구조물’과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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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수축된 공간 구조물’은

빛의 파장과 진행 속도를 변화시킴으

로써 빛이 전파하는 도중에 굴절률이

다른 ‘수축된 공간 구조물’을 만나면

(그림16)과 같이 매질에서처럼 그 경

계 부분에서 일부의 빛은 굴절되며 일

부의 빛은 반사된다. 굴절율의 차이가

클수록 반사되는 양은 증가한다. 반사

가 일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시공간팽창도 낮음   시공간팽창도 높음

(그림16) ‘수축된 공간 구조물’과 빛의 굴절

수축된 

공간구조물

일반적으로 알려진 매질의 굴절률에

따른 반사율은 다음과 같은 프레넬 방

정식을 통해 알 수 있다.23)

S-편광의 경우 반사율  는

 





cos    sin

cos    sin







이며, p-편광의 경우 반사율 는

 






cos    sin

cos    sin







이다. 여기서 는 입사각이며 은 상

대굴절률이다.

위의 식에서 알 수 있듯이 빛의 반

사율은 순전히 빛의 입사각과 매질의

상대굴절률에 의해서만이 결정된다.

그런데 매질의 상대굴절률은 매질 속

에서의 전자기파의 상대적인 이동 속

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따라서 ‘수축

된 공간 구조물’내에서도 매질과 동일

하게 상대굴절률이 주어짐으로 매질에

서와 동일하게 빛의 반사가 일어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수축된 공간 구

조물’은 매질에서와 동일하게 빛의 굴

절과 반사가 동일한 법칙으로 일어난

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축된 공간 구

조물’을 그와 동일한 상대굴절률을 갖

는 투명한 매질을 빛의 굴절과 반사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접근 가능하게 된다.

2. 만유인력의 근원

만유인력의 근원은 현재의 물리학적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본

양자중력공간 이론으로 그 근원을 추

정할 수 있다. 본 이론에서는 만유인

력의 근원을 해당 물체와 결합하고 있

는 수축된 공간 구조의 속성에 두고

있다.

모든 물체는 물체 자신과 그 물체를

담고 있는 공간으로 반드시 구성되어

23) 프레넬 방정식, http://physica.gsnu.ac.kr/phtml/optics/light/fresneleq/fresneleq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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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기서 그 물체를 담고 있는 공

간이란 바로 ‘수축된 공간 구조물’을

일컫는다. 또한 이러한 물체 자신과

‘수축된 공간 구조물’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존재를 이루고 있고, 이것이

펼쳐진 배경 공간 위에 놓여 여러 가

지 사건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모

든 물체는 그와 동일한 형태의 ‘수축

된 공간 구조물’을 반드시 가지고 있

는 것이다.

(그림17) 물체의 구성과 만유인력의 발생

만유인력

시
공
간

팽
창
도

공간

만유인력

수
축
된  
 
공
간

물

질배
경  
 
공
간

‘수축된 공간 구조물’ 자체의 시공간

팽창도와 ‘수축된 공간 구조물’을 담고

있는 펼쳐진 배경 공간의 시공간 팽창

도는 동일하게 형성된다고 볼 때(그렇

지 않으면 불안정해지기 때문임), 이

렇게 형성된 수축된 공간 구조와 배경

공간 구조의 시공간 팽창도는 주변 공

간의 시공간 팽창도 사이에 있어서 미

묘한 차이를 형성하게 된다(그림17).

이러한 차이는 미묘한 인력을 형성하

게 되는데 그것은 시공간 팽창도가 작

은 공간에서 시공간 팽창도가 큰 공간

쪽으로 시공간 팽창도의 연속적 변이

를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겉보기 힘으

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모든 물체는

그와 정확하게 대응되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과 함께 결합되어 있음으로(사

람의 몸은 사람의 영체와 함께 결합되

어 있다), 모든 물체에 나타나는 만유

인력을 ‘수축된 공간 구조’로 인해 발

생하는 주변 공간과의 ‘시공간 팽창도’

의 연속적 변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겉보기 힘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만유인력 상수G의 미세 요동

(그림18) 캐빈디쉬의 비틀림 저울

1797년 영국의 물리학자 헨리 캐빈

디쉬는 (그림18)과 같은 정교한 비틀

림 저울과

  
 

 × 

을 이용하여 만유인력 상수 G를 구하

였다. 오늘날 공인된 만유인력 상수 G

는



- 214 -

   ×  

이다.

그런데 이러한 만유인력 상수 G는

고정된 값을 가지지 않고 미세하게 요

동하는 값을 가진다.

최근 독일, 뉴질랜드, 러시아의 존경

받는 연구팀에 의해 측정된 만유인력

상수 G의 값은 서로 일치하지 않고

크게 달랐다. 독일의 W.Michaelis가

이끄는 독일 표준 연구소 팀에 의해

측정된 값은 기존의 값보다 0.6%가

높았고, Hinrich Meyer가 이끄는 독일

의 Wuppertal 대학 팀에 의해 측정된

값은 기존의 값보다 0.06%가 낮았으

며, 뉴질랜드의 계측 표준 연구소의

Mark Fitzgerald와 그의 동료들로 구

성된 팀에 의해 측정된 값은 기존의

값보다 0.1%가 낮았고, 러시아 팀에

의해 측정된 값은 기존의 값보다

0.7%가 높았다. 이들 측정값들은 모두

G의 편차율에 있어서 허용되는 수치

보다 훨씬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24)

J.P. Schwartz와 J.E.Faller는 1997-

1999년 3년간에 걸쳐 G를 측정하였으

며 그 결과는 (그림19)와 같았다. 이

러한 편차는 실험상의 가능한 모든 에

러를 제거하여도 나타났다.25)26)

이는 G값의 편차들이 단순한 기술

적 에러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뜻하며 근본적으로 G값은 고정된 값

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값임을 나타

낸다.

(그림19) 만유인력 상수 G의 요동

(Graph courtesy of Blaze Labs Research) 

디랙은 우주의 팽창으로 인하여 시

간의 경과에 따라 만유인력 상수 G의

값이 감소한다는 가설을 세웠으며 이

에 대한 증거 자료가 계속 쌓여 가고

있다.27)28)29)30)

그런데 인플레이션 이론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우주 전체의 시공간이 팽

창한다는 이론으로 이는 평평한 시공

간 패러다임 즉, 외부관찰자의 관점에

서 우주의 특정 부피의 공간만을 바라

보았을 때에 해당 공간의 격자 간격이

넓어져 간다는 말과 같으며 이는 곧

해당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가 시간에

24) The Eöt-Wash Group: Laboratory Tests of Gravitational and sub-Gravitational Physics, The Controversy over 
Newton's Gravitational Constant, http://www.npl.washington.edu/eotwash/experiments/bigG/bigG.html

25) ‘Final Demystification of the G constant variation’ by Ing.Xavier Borg, http://www.blazelabs.com/f-u-massvariation.asp
26) L.M.Stephenson

27) Krastev,P.G., Li,B.-A
28) Jong Bock Kim, Joon Ha Kin and Hyun Kyu Lee
29) Tomaschitz R.
30) Reza Mansouri, Forough Naeri and Mohammad Khorrami



- 215 -

따라 감소함을 뜻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디랙의 가설은 시공간 팽창도

가 감소함에 따라 만유인력 상수 G의

값이 감소함을 뜻한다. 참고로 특이점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는 무한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로 보건데 시공

간 팽창도의 값과 G의 값은 상호 비

례 관계에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International Academy of Science,

Scientific Center of Fundamental and

Applied Researches의 Khalilov E.N.

팀은 소수점 5째 자리까지의 정밀성을

가지는 측정기구로 만유인력 상수 G

를 측정한 결과 소수점 3째 자리에서

편차가 나타났다. 이들 편차들은 (그

림20)과 같이 사인파의 경향을 보이므

로 이는 초장주기 중력파(Super-Long

gravitational Wave)가 지구에 영향을

주어 지구의 만유인력 상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편차가 발생한 것으

로 해석하였다.31)

(그림20) 1985-2000년까지 측정된 만유인력 

상수 G의 년별 변동.

G축의 G값은 소수점 2째 자리부터 기록됨.

GW1: 1차 중력파, 2-2.5년 주기.

GW2: 2차 중력파, 7.7년 주기, 사인파 경향.

또한 Andrel Linde는 우주 공간 상

에 흩어져 있는 혼돈된 시공간 팽창

(chaotic inflation)의 영향으로 우주

공간 상의 다른 곳에서 각기 다른 만

유인력 상수 G를 가질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32)

이와 같이 중력파나 혼돈된 시공간

팽창(chaotic inflation)은 모두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를 변화시킨다. 따라서

시공간 팽창도와 만유인력 상수 G 값

은 상호 비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백색왜성의 연구를 보면, 만유

인력 상수 G의 감소가 별의 팽창을

유도하며 그 별의 냉각을 촉진한다고

한다.33) 별의 팽창이 시공간 팽창도의

감소로 인해 올 수 있기에 곧 만유인

력 상수 G의 감소는 시공간 팽창도의

감소와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31) Khalilov E.N.
32) Andel Linde
33) Isern J, Garcia-B erro E, Salari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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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시공간 팽창도의 감소 증가는 만

유인력 상수 G의 감소 증가와 상호

비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

공간 팽창도의 감소는 만유인력 상수

G의 감소로 나타나며, 시공간 팽창도

의 증가는 만유인력 상수 G의 증가로

나타난다.

주
변  
공
간

시
공
간

팽
창
도

공간

공
간

구
조
물

주
변  
공
간

(그림21) 공간 구조물 주변의 힘 형성

힘힘

(그림21)과 같이 시공간 팽창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공간 구조물과 주변

공간 사이에는 서로의 시공간 팽창도

가 차이 남으로 인해 (열원 주위로 주

변 공기 온도의 연속적 변이 분포를

형성하듯이) 미묘한 연속적인 시공간

팽창도 변이 분포를 형성하게 되어 힘

이 발생하는데 이 힘이 곧 만유인력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물체와 결합

되어 있는 공간 구조물의 시공간 팽창

도에 변동이 있을 경우와 주변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에 변동이 있을 경우,

만유인력 상수 G는 변동을 보이게 된

다. 따라서 만유인력 상수 G의 변동은

해당 물체와 결합되어 있는 공간 구조

물의 시공간 팽창도와 주변 공간의 시

공간 팽창도 간의 차이의 변동으로 말

미암는다.

만유인력은 매우 미약한 에너지이

다. 따라서 시공간 팽창도의 크기 변

화에 의해 나타나는 에너지 차이는 매

우 미약한 만유인력 에너지 레벨에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4. 마음과 영체의 물리적 구조

미국의 글렌 라인의 양자 생물학과

강길전의 양자 의학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은 몸과 비슷한 크기의 공간을 차

지하면서 몸과 겹치면서 존재한다고

하였다.34) 본 양자중력공간 이론은 마

음이란 몸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이라는

위의 견해를 지지한다. 이는 몸과 결

합되어 있는, 마음의 물리적 구조물이

라 추정되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이

몸과 동일한 형태와 크기를 가지고 있

기 때문이다.

(그림22)는 PIP35)로 촬영한 실제 사

후영의 모습이다. 사후영의 몸 구조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몸과 크기와

형태가 같음을 알 수 있다.

34) 강길전

35) Polycontrast Interference Pho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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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PIP로 촬영된 사람의 영체의 모습

마음의 심리 상태를 보면 마음이 맑

고 선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경우 5

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1시간

이 지남을 경험하며, 마음이 탁하고

악하여 고통과 불만이 넘칠 경우 1시

간이나 지난 것 같은 데도 실제로는 5

분밖에 지나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된

다. 이러한 경험을 심리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물리적 현상으로

인식하게 되면, 마음이 곧 시간의 흐

름을 주요 속성으로 가지는 구조물임

을 알 수 있고, 시간의 흐름의 속성은

시공간 팽창도로 반영됨으로 마음의

물리적 구조가 시공간 팽창도를 가진

공간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마음의 그릇은 각기 사람의 성품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다. 그런데 ‘수축

된 공간 구조물’은 그러한 마음의 성

질을 잘 설명한다. 마음이 맑고 선할

수록 시공간 팽창도는 커지고 공간격

자 모형의 격자 간격은 조밀해진다.

이에 따라 내부 공간은 자연적으로 커

지게 된다. 즉, 큰 그릇을 형성하게 된

다. 마음이 탁하고 악한 경우, 시공간

팽창도는 작아지고 공간격자 모형의

격자 간격은 넓어져 희박해진다. 이에

따라 내부 공간은 자연적으로 작아지

게 된다. 즉, 작은 그릇을 형성하게 된

다.

사람의 몸과 결합되어 있는 사람의

‘수축된 공간 구조물’은 주변보다 높은

시공간 팽창도를 가지고 있다. 주변

공간보다 시공간 팽창도가 낮을 경우,

각각의 기본 구성 단위 사이에 인력보

다 척력이 형성되어 흩어질 것이 예상

되기 때문이다. ‘수축된 공간 구조물’

과 그 담겨진 배경 공간은 같은 시공

간 팽창도를 가지며 이는 주변의 낮은

시공간 팽창도 사이에서 (그림17)과

같이 연속적인 시공간 팽창도의 변이

곧 시공간 팽창도 장을 형성한다. 그

런데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시공간 팽

창도가 높은 공간 구조는 빛으로 나타

나므로, 결국 만물은 주변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약한 빛을 발하게 된

다.

헨리 올드필드는 그의 올드필드 현

미경을 통하여 적혈구 세포에도 빛으

로 둘러져 있음을 관찰하였다.

(그림23) 적혈구 사진(좌→우:시간 경과)

(그림23)은 올드필드 현미경으로 혈

액을 촬영한 소견이다. (그림23)의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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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사진은 신선한 혈액의 적혈구 사진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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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에

서 나옴이 아닌 것은 잎사귀를 제거한

잎에서 잎사귀 형태를 한 빛의 형상이

킬리안 기법으로 촬영되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그림24).

(그림24) 완전한 잎(좌), 줄기만 남은 잎(우)

따라서 생체에서 나오는 빛은 세포

의 DNA가 아닌, 물질과 결합되어 있

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로 말미암는

다.

물체와 ‘수축된 공간 구조물’과의

결합은 비록 재질은 틀리나 그 미세

내부 구조가 완전 일치함으로 상호 기

계 구조적인 결합에 의한다고 추정된

다. 이는 사람의 경우 육체의 치명적

인 손상은 많은 구조적 불일치를 낳아

상호 기계 구조적인 결합을 지탱하지

못하고 분리되어 결국 사망을 초래하

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수축된 공간 구조’는 그 경계면을

가지고 있어 고유한 형태의 윤곽을 형

성한다. 사람의 세포를 담고 있는 공

간은 사람 형태의 윤곽을 가지고 있으

며 사자의 세포를 담고 있는 공간은

사자 형태의 윤곽을 가지고 있으며 나

무의 세포를 담고 있는 공간은 나무

형태의 윤곽을 가지고 있다. 이를 ‘수

축된 공간 구조’의 윤곽 또는 체(體)라

부른다.

사람의 마음 또는 사람의 영체는 사

람의 체(體)를 가진 공간 구조물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사람의 영체란 마

음, 영원불변의 속성과 체(體)가 하나

로 합쳐진 것을 일컫는다.36) 따라서

영체와 마음의 관계는 손과 손바닥과

의 관계와 같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종합

해 볼 때, 결론적으로 ‘수축된 공간 구

조’가 바로 마음과 영체를 형성하는

물리적 기본 구조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나아가 마음의 물리적 구조

의 중요한 모습을 알 수 있다. 즉, 마

음의 선(善)은 마음의 물리적 구조의

시공간 팽창도를 증가시키고 마음의

물리적 구조의 시공간 밀도를 증가시

36) 이재록 목사, 영혼육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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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으로, 결국 온전한 선(善)을 이룬 마

음 구조물은 외부에서 빛이 해당 ‘수

축된 공간 구조물’에 비춰지게 될 경

우, 경도(硬度)가 커져 있고 상대굴절

률이 매우 상승되어 있으므로 아름다

운 보석과 같이 찬란한 모습을 나타내

게 된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자기

자신이 마음의 선(善)을 이루는 만큼,

더욱 찬란한 빛이 나도록 질적으로 성

장시킬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보석과

같은 물리적 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이 선(善)에서 멀

어지면 마음의 물리적 구조인 수축된

공간 구조물은 그 경도(硬度)가 저하

되고 상대굴절률 역시 저하되므로 영

체의 구조물은 찬란한 보석과 같은 모

습에서 멀어져 오히려 어둡고 추한 모

습이 된다.

5. 자기(自己)의 공간

자기 공간

수축된 공간 구조물

3차원 공간

시

공

간

팽

창

도

(그림25) 수축된 공간 구조물과 자기 공간

주변 공간의 평균 

시공간 팽창도

(그림25)에서 왼쪽의 수축된 공간

구조물은 주변 공간의 평균 시공간 팽

창도보다 낮은 시공간 팽창도를 가지

고 있으며, 오른쪽의 수축된 공간 구

조물은 주변 공간의 평균 시공간 팽창

도보다 높은 시공간 팽창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주위에는 미묘한 연속적

인 시공간 팽창도의 변이 즉, 시공간

팽창도 장이 형성되어 자신의 시공간

팽창도와 비슷한 환경을 지닌, 본인에

게 소속된 완충 지역을 형성하게 되는

데 이를 ‘자기(自己)의 공간’이라 한다.

따라서 오른쪽과 같은 주변 공간보다

시공간 팽창도가 높은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자기의 공간은 빛의 공간으

로 형성되고 양(陽)의 에너지를 가지

고 있어 따뜻하며, 왼쪽과 같이 주변

공간보다 시공간 팽창도가 낮은 ‘수축

된 공간 구조물’의 자기의 공간은 어

둠의 공간으로 형성되고, 음(陰)의 에

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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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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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6) PIP를 통해 촬영된 어둠의 공간 구

조물(둥근 원형 구조물)

(그림26)은 자기 몸을 사라지게 만

들 수 있다 주장하는 마술사를 PIP로

촬영한 사진이다. 마술사 주변으로 어

두운 타원형의 공간 구조물이 촬영되

었다. 이로 보건대 어둠의 수축된 공

간 구조물은 실제 존재함을 알 수 있

다.

(그림27) 자기(自己)의 공간

자기의 공간

자기(自己)의 공간은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영향권이라 할 수 있다. 만

유인력 상수 G의 값은 시공간 팽창도

의 크기에 의해 변동 가능하고, 시공

간 팽창도의 크기는 마음의 선(善) 정

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추정되므

로 결국 선(善)한 마음의 운행에 의해

자기 공간의 영역 범위가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27). 즉, 자

기의 공간의 영역은 마음의 운행의 영

역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공간이

양자화 되어있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자기의 공간의 영역은 유한한 크기를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마음

그릇의 크기에 따라 자기 공간 영역의

크기가 정해지고, 경우에 따라 무엇을

마음에 품으면 자기 공간의 범위가 그

곳에 미치기도 하는 유동적인 경계면

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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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이는 자기의 공간의 퍼텐셜 에너지로

말미암은 실제 예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28) 빛으로 둘러진 UFO

일반적으로 UFO는 그 주위를 두르

37) 와이드 차이나, 중국 백세 노인 ‘신공’ 묘기,

http://www.widechina.net/bbs/zboard.php?id=network&page=5&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
arrange=reg_date&desc=asc&no=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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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빛과 매우 빠른 움직임을 그

특징으로 한다(그림28). 이러한 빛과

빠른 움직임은 만약 UFO가 우리보다

시공간 팽창도가 상대적으로 큰 다른

4차원 공간에서 만들어져 날아오는 것

이라 할 경우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시공간 팽창도가 상대적으로 큰 공간

에 존재하는 물질 역시 상대적으로 큰

시공간 팽창도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물질로 UFO가 만들어졌다고

할 경우 UFO 자체의 시공간 팽창도

는 우리가 사는 주위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보다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고

UFO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 역

시 시공간 팽창도가 증가하게 되므로

UFO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은 빛을

발하게 된다. 또한 UFO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가 우

리가 거하고 있는 공간의 시공간 팽창

도보다 상대적으로 크므로 UFO가 우

리들이 사는 공간상에서 움직일 경우

UFO 주변에는 시공간 팽창도가 큰

공간이 형성되어 UFO 자신은 천천히

움직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매우

빠른 움직임으로 관찰된다. 단, 이때

UFO가 이동시 UFO 주위의 자기 공

간에 있어서 시공간 팽창도라는 공간

의 4번째 요소만을 동반하고 이동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경우 빠

른 겉보기 움직임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보건대 UFO는 우리가

사는 공간과는 다른, 시간의 흐름이

보다 느린, 4차원의 다른 공간에서 만

들어진 물체라 볼 수 있다.

6. ‘수축된 공간 구조’와 질병

(그림29) 시공간 팽창도와 결합력

(그림29)는 물질과 결합되어 있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세부 구조를

그려놓은 것이다. ‘수축된 공간 구조

물’의 시공간 팽창도가 주변 공간보다

클 경우 (그림29)와 같이 상호 인력이

발생하여 서로간의 결합력으로 작용하

게 된다. 만약 분리되고자하는 경우에

는 인력이 형성되어 다시 결합되기 때

문이다.

(그림30). 시공간 팽창도와 질서의 혼란1

(그림30)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시공

간 팽창도가 적당하지 못하고 작을

때, 서로간의 결합력이 약해져 결국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미세 구조가

흐트러지고 그 결과 물질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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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의 기능 이상을 일으켜 질병을 유

발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공간

팽창도의 크기는 얼마나 선(善)한가,

얼마나 성결로 들어갔느냐가 좌우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악한 마음은

곧 마음에 해당하는 ‘수축된 공간 구

조물’의 시공간 팽창도의 감소를 가져

오고 이는 질병을 유도하게 되는 것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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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1) 시공간 팽창도와 질서의 혼란2

시공간 팽창도가 증가할수록 세포를

이루는 소립자 이하의 구조부터 결합

력이 강해지므로 예를 들어 그 본연의

모습이 사각형이면 정확한 사각형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한다(그림31). 이는

오류율(error rate)이 낮아진다는 뜻이

며 악(惡)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선(善)

으로 들어가면 오류가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되며, 이미 오류가 일어나 있는

것도 바로 잡히게 될 것으로 여겨진

다.. 반면, 마음에 악이 많아 시공간

팽창도가 작아질수록 정상에서 벗어나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쉬워진다.

즉, 오류율(error rate)이 커져 질병이

생기기 쉬워진다. 더 나아가 악(惡)이

관영하여 시공간 팽창도가 주위 공간

보다 현저히 낮아지면 서로 결합되어

있지 못하고 결국, 척력의 작용으로

분해가 일어나 사망하게 된다.

이는 태백일사의 삼일신고 인물편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다.38)39)40)41)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사람과 만물이 같이 삼진을 받았으

나 오직 무리만이 땅에 미혹하여 삼망

이 뿌리를 내렸고 진과 망이 서로 마

주하여 삼도가 지어졌다.

(삼진)은 이르되 성과 명과 정이다.

사람은 온전하게 갖추었고 만물은 치

우치게 갖추었다. 진성은 선하여 악이

없으니 상철이 통하고, 진명은 청하여

탁이 없으니 중철이 알고, 진정은 후

하여 박이 없으니 하철이 보하며, 진

으로 돌이키면 일신이다.

(삼망)은 이르되 심과 기와 신이다.

심이 성에 의지하여 선악이 있으니 선

은 복이 되고 악은 화가 된다. 기가

명에 의지하여 청탁이 있으니 청하면

38) 방건웅

39) 유석근

40) 역해종경사부합편, 27-36쪽, 온누리, 청주 (1948) 재인용.

41) 계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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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살고 탁하면 일찍 죽는다. 신은

정에 의지하여 후박이 있으니 후는 귀

하고 박은 천하다.

(삼도는) 이르되 감과 식과 촉이다.

굴러서 18경을 이루니 감은 희구애노

탐염이며 식은 분난한열진습이고 촉은

성색취미음저이다. 무리들은 선악 청

탁 후박을 서로 섞어 18경의 갈래 길

을 따라 마음대로 달리다가 생장소병

몰의 괴로움에 빠진다.

철인은 지감 조식 금촉을 한 뜻으로

행하여 망을 고쳐 진이 되니 신의 기

틀을 크게 일으켜 성통하고 공완하는

것이 이것이다.”

위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심

(心)이 선(善)하면 기(氣)는 청(淸)하

게 되며 신(身)은 후(厚)하게 되고, 심

(心)이 악(惡)하면 기(氣)는 탁(濁)하

게 되며 신(身)은 박(薄)하게 된다. 선

(善)청(淸)후(厚)를 온전히 이룬 심

(心)기(氣)신(身)을 성(性)명(明)정(精)

이라 하며 이것이 곧 진(眞)이다.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의 개념과 그 의

미가 같다. 이러한 한민족 전통의 기

(氣) 개념은 본 양자중력공간 이론으

로 잘 설명된다.

최근에 기(氣)에너지가 암세포와 면

역세포에 미치는 영향과 가축 생육과

질병 예방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그 결과를 볼 때, 기

(氣)에너지가 면역세포로부터 직접적

인 생리활성 물질 분비에 효과를 나타

내지는 않지만 생존률, 감염에 대한

질병 저항성, 동물의 생장력, 총체적인

면역력 활성을 통한 생체의 면역항상

성 유지와 같은 효과는 인정되었다.42)

이는 기(氣)에너지의 효과가 개별적인

세포 자극에 의한 특정한 생리활성 물

질 분비보다 전체적인 세포 기능의 오

류율의 감소에 의한 항상성 향상에 있

다고 하였을 때 위의 결과를 잘 이해

할 수 있다.

7. 다양한 물의 결정체

(1) 눈 결정체의 유형43)44)

눈 결정체(snow crystals)는 매우

다양하다. 다음은 snowcrystal.com의

유형을 인용하였다(그림32).

42) 우희종

43) SnowCrystals.com, http://www.its.caltech.edu/~atomic/snowcrystals/
44) Kenneth G Libb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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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 다양한 눈 결정체 (snow crystals)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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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 Morphology Diagram

(2) 눈 결정체의 형성45)46)

실험실의 통제된 조건 아래에서 눈

결정체를 성장시켜보면, 눈 결정체의

모양이 기온과 과포화(supesaturation)

정도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그림33)의 형태 다이

어그램(morphology diagram)으로 요

약된다.

빙점 바로 아래 -2℃의 기온에서는

눈 결정체가 판형(plates)을 이루는데,

경도 과포화(lower supersaturation)

상태에서는 두꺼운 판형(thick plates)

결정체가, 중등도 과포화 (intermediate

supersaturation) 상태에서는 얇은 판형

(thin plates) 결정체가, 고도 과포화

(highest supersaturation)상태에서는

별모양 판형(stellar plates) 결정체가

형성된다. -5℃의 기온에서는 눈 결정

체가 기둥형(columnar)을 이루는데 경

도 과포화(lower supersaturation) 상

태에서는 뚱뚱한 기둥형(stout columns)

45) SnowCrystals.com, http://www.its.caltech.edu/~atomic/snowcrystals/
46) Kenneth G Libb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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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체가, 중등도 과포화 (intermediate

supersaturation) 상태에서는 더 가늘고

자주 공동을 형성하는 기둥형(more

slender, often hollow columns) 결정

체가, 고도 과포화(highest

supersaturation)상태에서는 얇은 바늘

형(thin, needle-like) 결정체가 형성된

다. 더욱 추운 -15℃의 기온에서는, 눈

결정체가 다시 판형(plates)을 이루는

데 경도과포화(lower supersaturation)

상태에서는 얇은 판형(thin plates) 결

정체가, 중등도 과포화 (intermediate

supersaturation) 상태에서는 별모양

판형(stellar plates) 결정체와 분할 판

형(sectored plates) 결정체가, 고도 과

포화(highest supersaturation)상태에

서는 별모양 나뭇가지형(stellar

denderites) 결정체와 양치식물 닮은

별모양 나뭇가지형(fernlike stellar

denderites) 결정체가 형성된다. 그리

고 최종적으로 가장 낮은 -30℃의 기

온에서는 눈 결정체가 판형(plates)과

기둥형(columns)이 혼합되어 이루는

데, 낮은 과포화(low supersaturaion)

상태에서는 두꺼운 판형(thick plates)

결정체가, 높은 과포화(higher

supersaturation) 상태에서는 기둥형

(columns) 결정체가 형성된다.

-5℃에서 형성되는 판형 결정체와

-15℃에서 형성되는 판형 결정체를 비

교해 보면 -15℃에서 형성되는, 즉 보

다 과냉각(supercooler) 상태에서 형성

되는 판형 결정체의 크기가 상대적으

로 크다. 또한 과포화(supersaturation)

정도가 커질수록 결정체의 크기가 상

대적으로 커지고 복잡해진다.

이를 다시 눈 결정체의 유형, 크기

와 과포화(supersaturation) 정도를 비

교하여 요약하면 (그림34)와 같다. 여

기서는 특별히 판형(plates) 결정체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lower      supersaturation     higher

(그림34) morphology & supersaturation

smaller           size          larger

그런데 과냉각(supercool)과 과포화

(supersaturation) 정도는 눈 결정체가

형성될 순간에 응집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눈 결정체가 형성될 때 주어

진 응집력이 클수록 복잡하고 큰 별모

양(stellar dendrites)의 결정체를 만들

게 되고 응집력이 작을수록 단순하고

작은 판형(thin plates)의 결정체를 만

들게 된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결정체 각면

(facets)의 성장은 주로 경도 과포화

(lower supersaturation) 상태에서 나

타나고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를 나타

내는 가지(branch)와 싹(bud)의 형성

은 주로 고도 과포화(higher

supersaturation) 상태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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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응집력이 보다 큰 환경

아래에서는 눈 결정체는 보다 정교하

고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며 크기도 커

지게 되나, 응집력이 작은 환경에서는

눈 결정체는 단순한 구조를 형성하게

되며 크기도 작아지게 된다.

(3) 에모토 마사루의 물결정체 현상47)

에모토 마사루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에 나오는 물결정체(frozen water

crystals) 형성을 위한 실험방법을 보

면 다음과 같다.

50개의 샬레에 담은 물방울을 영하

25℃에서 두 시간 반 정도 냉동시키면

표면장력에 의해 동그랗게 올라온 얼

음 알갱이가 나타난다. 그것을 영하

5℃로 맞춘 방에 가져가 200배 배율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

결정이 나타나는 것은 불과 2분 동

안이다. 그 사이에 희미하게 보이는

작고 하얀 얼음 알갱이가 성장해서 육

각형 모양을 갖추다 녹아버린다.

50개 모두 똑같은 결정이 생기는 것

은 아니다. 이들 결정의 모양들을 통

계를 내어볼 때 일정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에모토 마사루의 실험 결과 중 대표

적 예를 들면 (그림35)와 같다.

    사랑과 감사                바보 자식!

(그림35) 에모토 마사루의 물 결정체

(id No.: ome99999B222)

이는 사람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기

(氣) 에너지가 물의 결정체의 형성에

영향을 주어 나타난 결과라 추정된다.

선(善)한 마음이 전달되었을 경우 물

의 결정체는 아름다고 고귀한 모습을

나타내었고, 악(惡)한 마음이 전달되었

을 경우 물의 결정체는 흐트러져 보기

에 흉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물 결정체에는 자신과 결합된 자신

의 수축된 공간 구조물이 함께 결합되

어 있다. 이러한 수축된 공간 구조물

은 시공간 팽창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

다. 사람의 선(善)한 마음의 공간 구조

물은 양(陽)의 상대적 시공간 팽창도

의 속성을 갖는다. 반면 악(惡)한 마음

의 공간 구조물은 음(陰)의 상대적 시

공간 팽창도를 갖는다. 이러한 사람

마음에 담긴 시공간 팽창도의 속성이

그 매개체인 글, 음악, 사진, 말 등을

통해 물 결정체 자신의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시공간 팽창도 속성에 영향

을 주어 시공간 팽창도의 공명(共鳴)

47) 에모토 마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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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공명 현상의

결과 물 결정체 자신의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시공간 팽창도가 결정되고

곡률입자간의 상호 힘이 결정된다. 선

(善)의 글자를 보여주었을 때는 물 결

정체의 공간 구조물 역시 선(善)한 성

질의 양의 시공간 팽창도에 의해 공명

(共鳴)되어 선(善)한 성질의 양의 시공

간 팽창도를 가지게 되고 그러므로 곡

률입자 간에 인력이 발생하여 큰 응집

력이 형성되므로 정교하고 아름다운

별모양의 물 결정체를 형성한다. 반면

악(惡)에 해당하는 글자를 보여주었을

때에는 물 결정체의 공간 구조물 역시

악(惡)한 성질의 음의 상대적 시공간

팽창도에 의해 공명(共鳴)되어 악(惡)

한 성질의 음의 시공간 팽창도를 가지

게 되고 그러므로 곡률입자 간에 척력

이 발생하여 오히려 분해력이 형성되

므로 물 결정체는 녹아 흐트러져 보기

에 흉한 모습을 형성한다.

이러한 선(善)의 요소가 강할 경우

물 결정체의 시공간 팽창도가 매우 커

지고 따라서 응집력이 매우 강하게 되

어 가지에 가지가 여러 단계로 형성되

면서 크고 풍성하게 되어 매우 정교하

고 섬세하게 빛나는 세밀한 보석 같은

결정체 (elaborate fernlike stellar

dendrites)를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

이 시공간 팽창도가 매우 클 경우에는

세포의 오류율이 매우 적어지고 또 오

류가 있던 것도 없어지도록 하므로 결

국 치유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

서 물 결정체에 있어서 매우 정교하고

섬세하게 빛나는 결정들이 풍성하게

많을수록 물의 치유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시대의 비바람을 견뎌내고 남았있는

고전음악은 치유효과가 크다. 그런 음

악을 들은 물은 섬세하게 빛나는 세밀

한 보석같은 결정체(elaborate fernlike

stellar dendrites)를 형성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스메타나의 ‘몰다

우’(심한 짜증-림프의 흐름 촉진), 슈

트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인

내심 부족-중추신경의 활성화), 바그

너의 ‘로엔그린’(자기 연민-관절 통증

완화),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강박관념-유연한 관절 움직임), 드뷔

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환경 스트

레스-요통 개선과 예방)을 들 수 있

다.48)

8. 선(善)과 자발적 치유현상

1975년 일본 후쿠오카에 위치한 큐

슈 의과대학 교수이자 의사인 유지로

이케미와 동료들은 다섯 가지의 암의

자발적 퇴화 사례를 발표했다. 이들의

역학연구는 코호트 방식으로 진행되었

다. 그 발표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

다.49)50)51)

48) 에모토 마사루

49) 래리 도시

50) Yujiro Ikemi, Shunji Nakagawa, Tetsuya Nakagawa, & Mineyasu Suig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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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YH는 1886년 일본의 한 농

장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열여덟 살

때, 그는 종파의 일원이 됐고 스물한

살 때, 신사의 교사로 임명됐다. 그 후

조직의 지역지도자로 승진했으며, 신

사의 일에 여생을 바쳤다.

신도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엄청난

위기를 겪었다. 이 시기 동안, YH는

한층 커진 책임을 떠안고 있었다. 신

사를 위한 업무 외에도 마을을 관리하

는 중요한 일들을 인계받아달라는 요

청을 받았다. 태생적으로 과묵한 성격

이었던 그는 이런 모든 책무들을 잘

처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지만 해나

갔다.

예순여섯 살이 된 1950년 3월, YH

는 일하던 중 갑자기 코가 막히면서

피가 나는 것을 느꼈다. 큐슈 의과대

학에서 생검을 받은 결과, 오른쪽 위

턱뼈에 암이 발생했다는 진단이 나왔

다. 그는 그 해 4월에 뼈에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다음해

1월, 그는 목이 쉬고 목구명이 마르는

것 같은 증상을 느꼈다. 처음에는 감

시에 걸렸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왼쪽

성대에서 새로운 종양이 발견됐고, 다

시 생검을 통해 이것은 암으로 확인됐

다.

의사들은 성대를 포함한 후두 전체

의 제거라는 극단적인 수술방식을 추

천했다. 하지만 YH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수술로 인해 목소리를 잃느니 말

할 수 있는 동안만이라도 설교자로서

의 삶을 영위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했

다.

“이것은 신의 뜻이므로 나는 아무런

불만이 없다. 단지 일어났어야 했던

일이 일어났을 뿐이다.”

암 선고를 받은 지 열흘이 지난 후,

그는 신사의 지도자인 신관을 만나러

갔다. 그와 만난 자리에서 신관은 이

렇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 신사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임을 명심하

십시오.”

이 말을 들은 YH는 엄청난 기쁨을

느꼈다. 집에 오는 길 내내 기쁨의 눈

물을 흘렸다. 이 경험과 함께, 그의 목

이 쉬는 증상은 개선되기 시작했다.

두 달 후, 그는 최장 30분까지 연설할

수 있었으며, 목소리 또한 아주 깨끗

하게 들렸다.

YH는 다른 어떤 의학적인 치료나

수술을 받지 않은 채 그 후 13년 동안

살았다. 계속되는 검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는 후두암의 어떤 흔적도 찾

을 수 없었다. 그는 일흔 여덟의 나이

에 삶을 마감했는데, 죽음의 원인은

암과는 상관없는 것이었다. 그는 등에

입은 외상 때문에 사망했는데, 이로

인해 전신의 신체 기능 저하가 이어진

것이다.

사례2 : KN은 1894년에 농가에서

태어났다. 19세에 종교기관의 한 구성

51) Stephan A. Ho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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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됐으며, 23세에 사원의 교사로

임명됐다. 그의 헌신은 모범적이었으

며 봉사로 인해 국가에서 상도 받았

다. KN은 1970년 4월, 77세에 위에 묵

직한 통증과 포만감이 생겼다. 위 내

시경과 조직검사로 위선암이라는 진단

을 받았다. KN은 위절제술을 권유받

았으나, 거절했다.

진단시 그의 상태는 매우 절망스러

운 상태였다. 사원에서 자신의 임무를

물려주고 싶은 그의 아들은 먼 곳에

있는 사원의 성직자로 임명됐다. KN

은 후계자가 떠난 것에 실망했으며,

혼자서 그 벅찬 사원 일을 맡아야 했

다.

진단을 받자마자, 그는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남은 생애를 신에게

봉사하기를 원하며, 신이 데려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모두에

게 말했다. 그는 수술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주를 마시는 습관뿐만

아니라 매일의 일상도 계속하고 싶다

고 말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

모두 동의했으며, 인정했다. 시간이 지

나면서, 위에 나타나는 증상이 더 적

게 나타났으며 그는 평소대로 사원 일

을 계속했으며, 심지어 선교여행과 성

지순례도 했다.

1974년에 위 내시경과 조직검사를

한 결과, 암은 자연스럽게 퇴화됐다고

나타났다. 1975년, 이케미는 KN의 활

력과 건강이 모두 훌륭하며, 10년은

더 젊어 보인다고 보고했다.

사례3 : 주부인 KA는 1935년 농가

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

종교를 가졌다. 그녀는 24세에 결혼해

아들 1명을 두었다. 남편은 가부장적

인 사람이었다. 그는 회사일로 밤늦게

까지 일했으며, 회식 때문에 늦기도

했다. KA는 이런 문제들을 참으면서

살았다.

1966년 3월, 위의 통증과 체중감소,

전반적인 불쾌감으로 인해 병원에 갔

는데, 그때 위궤양이라고 진단받았다.

다양한 검사 후에 수술을 권유받고 수

술을 받았는데 그녀를 집도한 의사는

위벽에 엄지손가락 크기의 수많은 전

이된 암을 발견했다.

암은 림프절까지 전이되었으며, 진

단은 선암으로 확진됐다. 그녀를 집도

한 의사는 위의 2/3를 절제하는 근치

적 수술을 시행했다. 의사는 전이된

다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수술을 마

쳤다. 그 외과의사는 암이 너무 진행

됐기 때문에, KA가 최대 3개월 정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가족에게 말했

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저는 암이 두렵지 않아요.

종교적 신념이 있기 때문이죠. 신념이

없었다면, 암이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저는 암이 꽤 진행되기 전부터도 암

때문에 고통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어요. 저

는 고집 센 기질을 갖고 있어서, 제가

암에 걸렸다고 스스로 저를 궁지에 몰

아넣었어요. 그러나 제 신앙은 삶에서

단지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내 영혼을

구원해주는 신께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때부터 진짜 삶



- 231 -

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후 9년이 지났음에도 그녀는

훌륭한 건강을 지니고 있다. 신체검진

과 방사선 검사는 암의 어떤 증거도

남아 있지 않으며, 전이 또한 되지 않

았다.

사례4 : KK는 1896년 일본 농가에

서 태어났다. 16세 때, 그는 불교신자

가 됐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하면서 28세 때 결혼했다. KK와 아내

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중국 북경에서

살았다. 일본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궁핍한 삶을 살았다. 그는 농촌에서

벼농사를 했으며, 아내는 행상을 했다.

삶은 극도로 궁핍했으며, 도움의 손길

조차 기대할 수 없었다.

47세 때, 항문출혈이 있었지만, 치질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대학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직장에 윤상종

양이 발견됐다. 의사는 수술을 권유했

으나, KK는 암은 두렵지 않다며 거절

했다. 그때는 전쟁 직후였으며, 사회보

장시스템이 빈약할 때였다. 그는 수술

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는 수

술에 들어갈 막대한 돈을 빌릴 수 없

었기 때문에. “1-2년만을 산다고 해도

가능한 그동안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결심했다. 배와 등의 통증은 계속 증

가되어 쇠약해졌으나, 점차 이런 증상

들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30년이 지나고 1973년, 76세가 됐을

때, 위의 포만감과 같은 새로운 증상

이 나타났다. 위 내시경을 통한 위의

조직검사를 포함한 진단으로, 매우 심

한 악성종양임이 판명났다. 그는 모든

종류의 치료를 다시 거절했다. 1975년

이케미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때도 그

는 살아있었으며, 건강이 꽤 좋은 상

태였다.

KK는 불교적 신앙이 인생에 걸친

어려운 고비 때마다 강력하게 지지해

줬다고 진술했다. 그는 인생 전반에서

큰 야망이나 성취에 뚜렷한 관심이 없

는 동안에도, 모든 종류의 집착이 고

통의 근원이라는 것을 체화한 것처럼

보였다.

사례5 : YY는 1920년 일본에서 태

어나서, 21세에 농부와 결혼했다. 그녀

의 집은 이전부터 내려오는 큰 빚이

있었고, 그녀는 가족에게 농지를 되돌

려주는 대가로 팔린 것이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4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

지 고된 농사일을 했다. 농사일이 없

는 낮에는 채소를 팔고, 밤에는 집안

살림을 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너무

엄했고, 문서에 복종하도록 했으며, 남

편은 자기중심적이며 독재적 스타일이

었다. 그녀는 부정적인 감정을 고된

육체적 노동을 감당하는 것으로 억눌

렀다. YY는 후에 자신의 삶을 “죽음

만큼 고통스러운 것”으로 표현했다.

30년 이상의 상상을 초월한 고생을

하는 동안, 그녀는 감기조차 걸리지

않는 건강을 갖고 있었다. 58세에 복

부통증이 시작됐으나, 그녀는 너무 고

된 일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후에

그녀는 장출혈로 인해 빈혈증상을 보

였으며, 반복적인 수혈이 요구됐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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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과의 진단에서 광범위하게 전이된

암이 위와 복강 곳곳에서 발견됐다.

조직검사를 한 결과 위선암으로 진

단됐으며, 의사는 완화적 위절제술을

시행했다. 그녀의 경우는 가망이 없다

고 간주됐으며, 가족은 그녀가 단지

1-3개월 정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의

사의 말을 들었다.

YY는 이런 진단에도 걱정하거나 우

울해하지 않았다. 수술 후에 그녀는

강인성을 다시 찾았으며, 4달 후에 건

강이 꾸준히 좋아져서 퇴원했다. 질병

에 걸렸을 때부터, 그녀의 삶에 급격

한 변화가 시작됐다. 모든 가족의 태

도가 바뀌었다. 그녀는 가족에게 그녀

의 삶을 희생해 왔으나, 지금은 이런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게다가 가족은 그녀를 배려와 사랑

과 동정적인 관심으로 보호하기 시작

했다. 그녀 자신도 스스로 변하는 경

험을 했다. 그녀는 자신이 태생적으로

종교적 심성을 가진 성격특질을 가지

고 있었다는 직관을 경험했다. 그녀는

이제 그녀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자기

중심적 질문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친구들과 스포츠 여행과 같은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

다. 그녀는 억압된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조를 암송하는 그룹

에 참석하기도 했다. 수술 5년 후, 그

녀의 건강은 훌륭했으며, 여전히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열심히 일할 수 있었

다.

이들 사례들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진

단 결과를 알고도, 우울증에 빠지거나

절망, 동기 상실, 또는 죽음에 대한 두

려움을 보이는 등의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어떤 특정한 방

식, 예를 든다면 ‘진단 결과를 바꿔서’

자신을 치유시켜 달라고 신에게 간청

하거나 신과 흥정하는 것 같은 기도를

올린 적이 없었다. 그들은 ‘싸우다’라

는 단어가 가지는 어떤 일반적 의미도

암에 대응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

이 암에 대해 보였던 태도는 새롭게

시작하는 헌신과 신에게 드리는 감사

였다. 그들은 모두 신 앞에서 자기 자

신을 내려놓았고 자기 자신에게 진실

해지며 겸허해졌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소살리토 순수

지성과학연구소의 연구분야 부회장이

었던 브렌던 오레건 역시, 이러한 자

발적인 치유현상을 집중적으로 연구하

였는데, 근본적이고 자발적인 치유현

상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은 ‘심리학적

으로 다른 입장에 있다’는 결론을 내

렸다. 이런 현상을 겪은 사람들이 보

이는 주된 특징은 이들이 이런 치유를

단호하게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지도 않

았고, 어떻게 해서든 우주로부터 근본

적인 치유력을 짜내려고 노력하는 사

람들도 아니었다. 그들은 인정하고 감

사하는 성격의 소유자들이었고, 마치

그들이 지닌 질병에도 불구하고 만사

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곤

했던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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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발적 치유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완

전히 내려놓았고, 신 앞에서 겸손해졌

으며, 암의 사망선고에도 불구하고 감

사와 기쁨이 마음의 중심에서 넘쳤다.

따라서 이러한 마음이 형성될 때 비로

소 마음의 치유 기전이 작동하는 것으

로 여겨진다.

(그림36) 반망즉진(返妄卽眞-틀림)

(그림37) 반망즉진(返妄卽眞-옳음)

마음은 그릇과 같다. 마음이라는

물통 안에 물이 담겨있고 그 안에 냄

새나고 더러운 찌꺼기가 있다고 가정

하자. 이러한 더러운 찌꺼기를 마음에

서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사람은 짜증과 화가 나더라도

이를 꾹 눌러 참는다. 이는 (그림36)의

가운데와 같은 상황이다. 물통을 가만

히 두었을 때는 더러운 찌꺼기는 밑으

로 가라앉기 때문에 물통 위의 물은

맑게 된다. 따라서 이를 경우 본인은

본인의 마음이 더러운 찌꺼기가 없는

선(善)의 마음이 된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그 마음을 마구

흔들어 놓았을 때는 밑에 가라앉은 찌

꺼기가 (그림36)의 오른쪽과 같이 다

시 떠오른다. 따라서 이는 참된 선(善)

의 마음이라 볼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짜증과 화가 나는데 이

를 억지로 마음에 눌러 참는 것이 아

니라 마음에 그러한 감정 자체가 형성

되지 않는 이들이 있다. 이는 (그림37)

의 가운데와 같은 상태이다. 이를 이

루기 위해서 (그림37)의 왼쪽과 같이

물통 안에 있는 냄새나고 더러운 찌꺼

기를 물통 밖으로 제거해 내어야 한

다. 이를 경우 찌꺼기가 다 제거되면

(그림37)의 가운데와 같이 물통의 물

전체는 더 이상 더러운 냄새가 나지

않는 맑은 물이 된다. 이를 경우 어떤

이유로 물통을 마구 흔들어 놓는다 하

더라도 (그림37)의 오른쪽과 같이 이

제 더 이상 떠오를 찌꺼기는 없게 되

어 맑은 물 그대로 있게 된다. 따라서

이를 참된 선(善)의 마음이라 할 수

있다.52)

52) Jaeroc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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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선인들이 말하였던 지감조식금촉

이란 (그림37)의 방법과 같이 마음에

서 더러운 찌꺼기를 없애어 참된 선

(善)의 마음을 이루는 것으로 여겨진

다.

자발적 치유 현상을 보였던 사람들

의 마음은 (그림37)에 가깝다고 여겨

진다. 비록 마음 안에 있는 찌꺼기가

다 버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

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다

음과 같은데,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

려놓는 작업을 통하여 마음의 더러운

찌꺼기를 하나씩 제거하였고, 그 결과

마음을 마구 흔들어 놓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암의 사망선고를 받고 나서도

마음 중심의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데 있다. 따라

서 자발적 치유 현상을 보였던 사람들

은 이러한 참된 선(善)의 마음을 부분

적으로나마 경험하였던 이들로 여겨지

며, 이러한 참된 선(善)의 경험으로 인

하여 마음의 치유 능력이 순간적으로

나마 발휘되어 질병이 치료되었던 것

으로 여겨진다.

이는 참된 선(善)의 마음을 형성할

경우 마음을 이루는 공간 구조물의 시

공간 팽창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공간 구조물과 기계 구조적으로 결합

되어 있는 물질에 있어서 소립자 이하

의 단계에서부터 인력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세포 작동의 오류율이 전체적

으로 낮아지게 되어 결국 질병의 자발

적 치유 과정을 유도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립자 이

하 단계에서부터의 상호 인력의 증가

로 인하여 강건한 몸으로 구조적 변화

가 일어나는 것을 두고 옛 선인들은

몸을 금강석처럼 보정(保精)한다 말하

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질병 치

유를 위해 선(善)한 마음을 이루려 노

력하였으나 질병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은 (그림37)과 같은 방법

으로 참된 선(善)의 마음을 이루지 못

하고 (그림36)과 같은 방법으로 형식

적인 선(善)의 마음만을 이루는데 머

물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질

병을 치유하기 위하여서는 (그림37)과

같은 방법으로 참된 선(善)의 마음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물통에서 냄

새나고 더러운 찌꺼기를 모두 제거해

내어 맑은 물을 형성하여 악한 상대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에 어떠한 감정도

생기지 않는 차원을 이루었을 뿐만 아

니라 이에서 더 나아가 오히려 선의

말로써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즉 아름

다운 마음의 향기를 발하는 선(善)의

차원으로 들어간 분들도 있게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에서 더 나아가

자기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상대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원수라 할지라

도 사랑하며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

람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선(善)

의 차원에 들어간 분들도 있다. 이러

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여 자신의 목

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선(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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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 사람을 두고 옛 선인들은 성(性)을

통(通)하였다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2000년 전 이스라

엘의 예수를 들 수 있다. 이는 원수까

지라도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원수

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준 분이다.

그 외 또 다른 이가 있으리라 본다.53)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심(心)이 성(性)

을 이루면 기(氣)는 명(明)을 이루게

되고 신(身)은 정(精)을 이루게 된다.

이를 일컬어 옛 선인들은 성통광명(性

通光明)이라 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반망즉진(返妄卽眞)하여 성통

광명(性通光明)을 이루는 핵심적인 방

법은 고구려의 화랑인 조의(皂衣) 선

인들이 수련하면서 부른 노래라 알려

져 있는 다물흥방지가(多勿興邦之歌)

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그 핵심 내용

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진명(眞命)

이 커져서 성통광명(性通光明)을 낳음

이여, 들어서는 효도(孝道)하고 나서서

는 충성(忠誠)하네. 광명(光明)인 고로

뭇 선(善)을 받들어 행(行)하지 않음이

없고, 효충(孝忠)인 고로 모든 악(惡)

을 일체 짓지 아니 하네.” 여기서 말

하는 바, ‘뭇 선(善)을 받들어 행(行)하

고, 모든 악(惡)을 일체 짓지 아니 하

는 것’이 핵심 골격인 것으로 여겨진

다. 그래서 옛 선인들은 이와 같은 이

유로 선복악화(善福惡禍), 권선징악(勸

善懲惡)을 말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같이 반망즉진(返妄卽眞)하여

성통광명(性通光明)을 이루는, 이러한

원리는 본 양자중력공간 이론에 의해

잘 뒷받침된다.

9. 동종 요법의 근원

동종요법54)은 약 250년 전 유럽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

는 부드럽고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동종요법은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

으로 치유된다’는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많은 양을 사용했을 때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물질을 소량만 사용

하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원칙으

로, 1976년 독일 의사인 사무엘 하네

만에 의해 창안되었다.

하네만은 특정한 물질을 희석시켜

독성을 줄이고 치유력을 강화시키는

역동화(potentization; 강하게 흔들어

줌) 과정을 통해 특정한 물질이 가진

잠재적인 치유력을 이끌어냈다.

1:10으로 희석한 경우 X로 표시하

며, 1:100으로 희석한 경우 C로 표시

하며, 1:1000으로 희석한 경우 M으로

표시한다. 6X라 함은   의 희석을

말하며, 6C라 함은   의 희석을

말하며, 6M이라 함은   의 희석

을 말한다. 희석의 회수가 많아질수록

치료제의 효과는 증대되며 작용 범위

도 넓어진다. 신체 증상에는 6X나 6C

의 역가의 약물이 흔히 쓰인다. 반면

53) Jaerock Lee
54) 앰비카 바우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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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감정적인 증상에는 200C이상의

고역가 약물이 흔히 사용된다.

그런데 이런 고도의 희석을 할 경우

약효를 나타내는 성분의 분자를 용액

이 가지는 것에는 그 한계점이 있다.

보통 1 mol의 용액 l 속에는 분자가

 × 개 들어있다. 따라서 역가

가 12C(  )이상 올라가면 경우에

따라 해당 용액 내에는 약효를 나타낼

만한 성분의 분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

게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동

종 요법의 약물들은 그 효과를 나타낸

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동

종 요법의 약효는 물질적인 성분의 효

과로 인함이 아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약물에는 함께 결합되어 있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이라는 존재가 있다. 이러

한 수축된 공간 구조물은 시공간 팽창

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퍼텐셜 에너

지를 갖는다. 또한 수축된 공간 구조

물에는 각자의 마음의 속성을 내포하

고 있다. 이는 에모토 마사루의 물 결

정체가 자신의 수축된 공간 구조물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마음은 마음에

의해서 서로 반응할 수 있다고 여겨지

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음의 주요 속

성이라 할 수 있는 선(善)은 사실 한

종류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다양한 빛

깔과 향(香)을 갖고 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

유, 절제 등이 선(善)의 대표적인 빛깔

과 향(香)들에 해당한다.55) 따라서 수

축된 공간 구조물은 다양한 빛깔과 향

(香)의 마음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다양한 빛깔

과 향의 속성 속에 녹아있는 선(善)의

농도가 마음의 시공간 팽창도를 결정

하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모

든 약물들은 그들 자신의 마음의 속성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러한 마음의 속성이 담겨있는 부분은

약물의 물질 부분이 아니라 약물의 수

축된 공간 구조물 부분인 것으로 여겨

진다. 그리고 이러한 약물의 마음의

속성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동

종 요법과 동양의학의 약물학인 것으

로 추정된다.

동종요법에 이용되는 약물들은 크게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 노조드, 샤코

드, 불가량물의 6개의 카테고리로 나

뉜다. 그런데 이러한 약물들은 신비롭

게도 각 카테고리별로 공통된 성질을

가진다. 동종 요법 의사들은 약물의

이러한 성질들을 이용하여 임상 치료

에 응용한다. 동종 약물의 이러한 약

물학적인 성질들은 바로 해당 약물들

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마음의 속성들

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임을 다음의

구체적이 예를 통해 알 수 있다.56)

광물계(The Mineral Kingdom) 약

물의 공통적인 핵심 주제는 구조

(structure)와 조직(organization)이다.

55) 성경 갈라디아서 5:22-23

56) 라잔 산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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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계 약물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문

제들은, 구조와 조직에 생긴 파손, 관

계의 단절, 또는 수행의 실패로 발생

한다. 성격적으로 그들은 매우 조직적

(systematic)이고 대단히 효율적

(organized)이다.

광물계 약물의 공통적인 성격에서

보는 바와 동일하게 실제 광물들은 어

떤 구조를 이루고 조직을 형성하는데

주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

실을 통하여 그 광물들의 실제 존재

성격이 약물의 약물학적 성격으로 반

영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동물계(The Animal Kindom) 약물

의 공통점은 갈등(conflict)으로, 갈등

의 근저에는 자신 내부의 분열(split)

이 있다. 그런 성격에는 서로 다른 양

면이 있다: 동물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 동물적인 면은 경쟁(competition)

과 관련이 있다(동물의 세계에서 경쟁

은 생존에 결정적인 열쇠이다). 주의

를 끌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들의

성격은 행동과 외모에서 매력적이다.

그들은 또한 거짓말하고, 악의적이고,

공격적이다 - 모든 이러한 성질들은

동물의 속성일 것이다. 다른 한편인

인간적인 면은 자신 내면에 있는 동물

을 경멸로 대한다. 자신에 대하여 느

끼는 방식이 그들의 표현에서 종종 다

음과 같이 드러난다: “인간들에 대하

여”, “인간들은 너무 잔인하다”, “나는

분열되는 것을 느낀다”, “나는 그들에

게 덤벼든다”, “나는 별로 훌륭하지

않다” 등이다. 동물계 약의 적용되는

주된 문제는 이러한 갈등에서 발생하

지만, 그들은 사랑과 수행에서 실망하

고, 경멸당하고, 공격당함으로 병이 생

긴다.

이러한 동물계 약물의 약물학적 성

격들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마

음의 성격들을 반영하고 있다.

식물계(The Plant Kindom) 약물의

기본 성질은 감수성(sensitivity)이다.

이들은 땅에 뿌리박은 생명체로, 움직

일 수 없다. 살아남으려면 외부환경의

변화에 민감해야 하고,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들은 움직여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은 식물계

약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해

당된다. 그들은 민감한 본성의 소유자

로 많은 것들에 영향 받고 그것들에

맞추어 자신을 조절하고 적응해 나간

다. 이러한 감수성은 옷의 선택에서도

드러난다. 그들은 꽃이나 불규칙한 무

늬, 뭔가 그들의 미적 감각에 끌리는

것들을 선호한다. 그들의 필체 또한

‘불규칙한 양식(irregular pattern)’으

로, 보통 둥글둥글하고 지리멸렬하다.

말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지리멸렬한 투로 설명

하는데, 그 사이에 종종 남자들의 증

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자신의 고

통에 대한 기술은 불완전하고 순서가

전혀 없다. 꽤 갑작스럽게 재진 방문

을 한다. 예민한 감수성으로 인해 대

부분 강렬하게 느끼며 아주 서술적이

다. 증상도 발병이 신속하고, 잘 변하

고, 양식(modalities)도 다양하다: 대개

이러한 감수성과 관련이 있다. 유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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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종종 감정적이거나 신체적인, 긴

장 또는 상해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표현들은: “나는 …에 영향 받는다/예

민하다”, “속상하다”, “참을 수 없다”,

“건드린다”. 이러한 표현에서 그들이

예민하고, 부드럽고, 감성적인 인간임

이 드러난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이고, 아울러 상처받

는 것을 겁내한다. 그들은 쉽게 감동

하고 갑자기 기분이 변할 수 있다. 꿈

조차 일상사의 영향을 받는다. 꿈은

변화무쌍하다: 식물, 화초, 자연, 음악,

예술에 관한 꿈들.

이러한 식물계 약물의 공통적인 성

격은 실제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된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노조드(Nosodes)의 주제는 자포자

기(desperation)이다. 이 약물을 필요

로 하는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포자기는 드러난다. 그가 사물을 보

고 반응하는 방식은 항상 필사적

(desperate)이다.

노조드는 병든 조직으로 만든다. 이

조직은 완전히 감염의 지배를 받고 있

고, 감염에 정복당하고 있어서, 감염이

나 감염과정의 기본 성질이 그대로 명

백하게 드러난다. 개선(옴)의 경우, 그

조직은 개선(옴) 감염의 성질을 그대

로 가질 것이다- 개선(옴)의 주 증상

은 심한 가려움이다 - 극도의 불쾌감

과의 끊임없는 투쟁이다. 일종의 노조

드인 Psorium은 개선(옴)에게 정복당

한 조직으로 만든다. Psorium은 이러

한 투쟁을 나타낸다. 노조드는 인생의

특정 영역이나 분야보다는 그 과정에

서 그 소용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

면, 어떤 문제와 격렬한 투쟁, 그것이

돈이든, 수용이든, 종교이든, 사랑이든

간에, 투쟁이 있는 곳에서 소용이 되

는 약은 Psorium이다.

이와 같이 노조드 약물의 성격은 병

든 조직이 가지고 있는 실제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그 외 사코드(Sarcodes)와 불가량물

(Imponderabilia)이 있다.

이상과 같이 구체적인 약물의 약리

학적 성질과 약물 원래 모습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비교하여 봄으로

써, 광물, 동물, 식물은 자기 나름대로

의 마음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의 속성은 광물, 동물,

식물과 결합되어 있는 수축된 공간 구

조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으로 여겨

진다.

생명체에는 생명장(biofield)이 있어

이 생명장(biofield)이 DNA의 발현을

조절한다고 추정되고 있다.57) 이러한

생명장의 물리적 실체가 바로 그 생명

체의 물질 부분과 결합되어 있는 수축

된 공간 구조물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수축된 공간 구조물은

해당 물질 부분을 담는 거푸집의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물질

부분과 수축된 공간 구조물 부분이 고

57) 제임스 오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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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정밀한 기계 구조적 결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며, 실제

만유인력의 근원은 바로 물질 부분이

아닌 수축된 공간 구조물 부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10. 지구 중력장의 비균질성

(그림38) 중력장 또는 지오이드 가설적 모델

(그림38)은 지구 중력장 또는 지오

이드를 표현한 토포그래픽

(topographic) 모델이다. European

Space Agency에서 제공하였다. 2004

년도의 인도 지진으로 인한 중력의 변

화로 왼편의 인도양 쪽에 형성된 중력

의 상처 자국(gravity scar)이 보이고

있다.58)

중력은 흔히 지표면에서 일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중력은 장소에 따라

미묘하게 다르다. 이러한 변이는 지구

의 자전, 산맥과 해구의 위치, 지구 내

부 밀도의 비균질성 등 많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59)

지하에 존재하는 수맥, 광맥, 유전

(油田)은 지구 내부 밀도의 비균질성

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중력을

미약하게 변화시키게 된다. 다우저

(dowser)들은 이러한 중력(만유인력)

의 미약한 변화를 간단한 기구와 몸으

로 감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39) 지구 내부 구조

(그림40) 지구 내부 밀도

58) Satellite to explore earth gravity, Science & Technology, A8, May 2-8, 2005
59) ESA's gravity mission GOCE, http://www.esa.int/esaLP/ESAYEK1VMOC_LPgoce_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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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 지구 내부 압력

(그림42) 지구 내부 중력

지구 내부 구조와 물리량 분포를 보

면 (그림39),(그림40),(그림41),(그림42)

와 같다. 여기서 (그림39),(그림40),(그

림41)은 물리량 분포 패턴이 깊이가

깊어질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 상호 유사하나, (그림42)의 내부

중력의 분포 패턴은 이와 전혀 다르

다. 지구 중심을 볼 때, 중력 즉, 만유

인력이 0으로 무중력 상태인데도 내부

압력과 밀도는 가장 높다. 이때 소립

자 이하의 단계에서부터 만유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지구 중심에 위치하는 물질 소립자 상

호 간에 전혀 응집력이 없는데도 불구

하고 가장 강한 응집력을 속성으로 갖

는 경도(硬度)가 가장 높은 철(Fe)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을 나타낸다. 이는

논리적으로 매우 부자연스럽다.

중력은  



으로 주어진다.

지구 내부에서 중력장이 (그림42)와

같이 형성되는 것은 아래와 같은 논리

에 의해서다.

(그림43) 지구 내부 중력 계산법1

(그림43)과 같이, 물체가 지표면 a에

있다고 할 경우, 위치 a의 아래쪽에서

당기는 만유인력만 존재하므로 만유인

력의 총합은 가장 크며, 물체가 b의

위치에 있다고 하면 위치 b의 윗부분

의 만유인력과 아래 부분의 만유인력

이 서로 부분 상쇄되면서 지표면보다

는 적으나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 만유

인력의 총합을 형성한다. 물체가 지구

중심부인 c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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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c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만유인력

은 같아 완전 상쇄되어 지구 중심부의

만유인력 총합은 0 즉 무중력 상태가

되어 (그림42)의 결과를 유도한다.

그러나 물체는 자신의 수축된 공간

구조물로 말미암아 시공간 팽창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자신의 주변에 시공간 팽창도의 속성

을 가진 장(field)를 형성하게 된다. 이

러한 시공간 팽창도 장(field)이 곧 중

력장에 해당한다. 지구를 이루고 있는

물질 하나하나는 모두 다 이러한 시공

간 팽창도 장을 형성한다. 또한 시공

간 팽창도 파동의 중첩을 고려할 경

우, (그림44)의 논리에 의해 지구 중심

부가 가장 시공간 팽창도가 높고 바깥

으로 나갈수록 감소하는 분포형태를

보이게 된다. 시공간 팽창도가 만유인

력을 반영한다고 볼 때, 지구의 중심

부의 만유인력이 (그림42)와는 달리

가장 높고 바깥으로 나갈수록 감소하

는 분포형태를 보이게 되어 (그림39),

(그림40),(그림41)과 잘 어울리게 된다.

(그림44) 지구 내부 중력 계산법2

원a

원o

(그림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구

중심부 o의 경우, 지구 전체의 물질

각각에 의한 시공간 팽창도가 지구 중

심부에 모두 중첩되어 모이므로 가장

높은 시공간 팽창도를 형성한다.

중심을 벗어난 a 부분에서의 시공간

팽창도를 살펴보자. a 부분을 중심으

로 한 반지름 R인 원a와 지구 중심부

o를 중심으로 한 반지름 R인 원o가

(그림44)와 같이 어긋나 겹쳐져 있다.

원a와 원o의 공통부위를 B라 하고, 원

a에서 B를 제외한 부위를 A라 하고,

원o에서 B를 제외한 부위를 C라 하

자. 이때, A와 C의 면적은 동일하다.

원a의 중심 a에서 볼 때, A부분에 물

질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A부분의 물

질에 의한 시공간 팽창도에 의한 영향

이 C부분의 물질에 의한 시공간 팽창

도에 의한 영향보다 더욱 클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위치 a에서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A부분의 물질은 소

실된 상태이기에 결국 원a의 중심 a에

미치게 되는 영향력은 소실된다. 또한

원a의 중심 a가 지구 중심 o에서 더욱

벗어날수록 소실되는 A의 부피가 더

욱 커지게 되며, 보충되는 그러나 상

대적으로 영향력이 약한 C의 부피는

더욱 커지게 된다. 결국 위치 a가 중

심에서 벗어날수록 위치 a에 시공간

팽창도가 중첩되어지는 총 크기는 줄

어들게 된다. 따라서 지구 중심부에

중첩되어지는 시공간 팽창도가 가장

크며, 중심에서 벗어날수록 낮아지는

분포 패턴을 가지게 된다. 시공간 팽

창도는 곧 만유인력 상수 G를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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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지구 중심부에서 가장 크며, 중

심에서 벗어날수록 낮아진다. 나아가

지표면 밖으로 벗어날수록 시공간 팽

창도 크기는 더욱 낮아진다. 즉, 지표

면에서 벗어날수록 시간 주기 간격이

좁아지며 시계는 빨리 간다.

지구라는 물체를 담고 있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을 중심으로 바라볼 경우,

시공간 팽창도가 중심에서 가장 크고

밖으로 나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모습

으로 형성된 수축된 공간 구조물 안에

지구라는 물질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

가 된다. 즉, 수축된 공간 구조물은 거

푸집의 역할을 하며, 그 안에 지구라

는 물질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가 된

다. 본 논문에서는 지구 내부 중력의

계산 방법으로 (그림44)의 방법이 옳

다고 본다.

참고로 시공간 팽창도의 파동은 서

로 중첩될 경우 시공간 팽창도의 진폭

은 서로 보강 또는 상쇄된다. 시공간

팽창도 파동의 대표적인 형태로 빛을

들 수 있는데 빛의 파동에 있어서 중

첩될 경우, 파동 진폭의 보강 또는 상

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 외 시공

간 팽창도의 파동으로 물질파와 중력

파를 들 수 있다.

물질의 밀도가 낮음은 그 물질을 이

루고 있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시공

간 팽창도가 낮기 때문이며, 물질의

밀도가 높음은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시공간 팽창도

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수

축된 공간 구조물의 시공간 팽창도가

높으면 물질 소립자 간의 응집력이 높

아져 결국 물질의 밀도가 높아지게 되

며,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시공간 팽

창도가 낮으면 물질 소립자 간의 응집

력이 낮아져 결국 물질의 밀도가 낮아

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림45) 지하에 저밀도영역이 있을 때

(그림45)와 같이 지하에 수맥과 같

은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이 있

을 경우, 밀도가 낮은 물질과 결합되

어 있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낮은

시공간 팽창도에 의해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밀도가 낮은 영역의 수

직 상방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시공간 팽창도가 낮은

영역의 수직 상방의 만유인력은 상대

적으로 감소되어 중력의 상대적인 약

화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수직 상방

의 지표면은 시공간 팽창도가 상대적

으로 약해져 앞으로 언급하게 될 음기

(陰氣)의 공간이 형성된다.

반면, 지하에 광맥과 같이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이 존재할 경우,

밀도가 높은 영역의 물질과 결합되어

있는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시공간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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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도가 상대적으로 커, 주변으로 영향

을 미치게 된다. 밀도가 높은 영역 바

로 상방의 지표면에서는 시공간 팽창

도 증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 앞

으로 언급하게 될 양기(陽氣)의 공간

이 형성된다.

풍수에서 말하는 좋은 땅이란 (그림

46)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산(주산)을

등지고 앞에 물이 있으며, 물 건너에

낮은 산(안산)이 있고, 동·서 역시 산

으로 에워싸인 분지상의 지형을 가리

킨다. 이러한 곳에서는 기(氣)가 흩어

지지 않는다고 해서 길지(吉地)라고

한다. 이러한 장소에 위치한 주거지는

채광과 용수 구득, 북서 계절풍 차단

등의 실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살기 좋

은 공간이 된다.60)

(그림46) 풍수사상에 의한 전통적인 마

을 입지도

이러한 길지(吉地)는 산으로 둘러싸

여 있음으로 그 지하에는 밀도가 높은

영역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쉽게 추정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양자중력공간

이론을 통해 볼 때, 이러한 길지는 시

공간 팽창도가 큰, 양기(陽氣)의 공간

이 형성되어 있는 곳임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지하에 존재하는 수맥, 광

맥, 유전(油田)은 지구 내부 밀도의 비

균질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중

력을 미약하게 변화시킬 뿐 아니라 지

표면의 시공간 팽창도 변화를 가져와

음기(陰氣), 양기(陽氣)의 공간이 형성

된다. 다우저들은 이러한 중력(만유인

력)의 미약한 변화와 시공간 팽창도의

미약한 변화를 간단한 기구와 몸으로

감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구와 사람 모두, 자신의 수축된

공간 구조물과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수축된 공간 구조물의 시공간 팽창도

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구와 사람은 모

두 만유인력을 형성한다.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만유인력은 기(氣) 에너지의

형태로 나타나며, 지구에서 나타나는

만유인력은 중력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중력이나 기(氣) 에너지 모두 만유

인력 계열의 퍼텐셜 에너지라는 점에

서 공통점을 갖는다. 또한 만유인력은

시공간 팽창도 장(field) 형성에 의한

겉보기 힘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중력과 기(氣) 에너

지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된

다. 중력의 에너지 패턴과 사람의 마

음에 의한 기(氣) 에너지 패턴이 동일

한 원리와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60) 국토의 인식, http://user.chollian.net/~sahar2/lectkor/ko1-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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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은 인체의 생리에 우리가 알고 있

는 것보다 더 깊이 관여하고 있게 되

며, 민감한 사람은 특별한 도구가 없

더라도 이를 감지할 수 있게 된다.

11. 양기(陽氣)와 음기(陰氣)의 공간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을 상징

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시공간 기하의 휘어짐)=G×(시공간에

서 물질의 질량 밀도)

이 방정식은 물질의 질량 밀도에 의

해 시공간 기하의 휘어짐이 결정되는

일방통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시공간 기하의 휘어짐에서 물질의 질

량 밀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대로 물질의 질량 밀도에서

시공간 기하의 곡률을 결정하는 것으

로도 볼 수 있는 상호 쌍방간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61)

그런데 만유인력의 근원이 공간의

퍼텐셜 에너지에 근거를 두고 있고 물

질은 단순히 공간에 수동적으로 결합

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결국 기

하의 휘어짐에 의해서 물질의 질량 밀

도가 결정되는 것이 주를 이룰 것으로

여겨진다. 즉, 공간 구조가 물질 구조

를 형성하고 조정하는 거푸집의 역할

을 한다.

따라서 공간 구조물에 물질이 결합

되어 있는 형태도 있으며, 물질이 결

합되어 있지 않는 공간 구조물 자체로

만 존재하는 것이 있게 된다. 공간 구

조물에 물질이 결합되어 있는 대표적

인 예가 지구와 사람이다. 지구에 있

어서는 공간 구조물로 말미암는 퍼텐

셜 에너지는 중력 에너지로 나타나는

것이며, 사람에게 있어서는 좁은 의미

의 기(氣) 에너지로 반영되어 나타난

다.

공간 구조물은 존재하나 물질이 결

합되어 있지 않는 형태도 존재하며 그

대표적인 예가 양기(陽氣)의 공간과

음기(陰氣)의 공간이다. 양기(陽氣)의

공간은 자신의 시공간 팽창도가 주변

공간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공간을 말

하며, 음기(陰氣)의 공간은 자신의 시

공간 팽창도가 주변 공간 보다 상대적

으로 낮은 공간을 말한다. 이러한 양

기(陽氣)와 음기(陰氣)의 공간은 지표

면 위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

으로 여겨진다.

양기(陽氣)의 공간은 주변보다 시공

간 팽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공간이

므로 이 공간은 선(善)과 빛의 속성을

가진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음기

(陰氣)의 공간은 주변보다 시공간 팽

창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공간이므로

이 공간은 악(惡)과 어둠의 속성을 가

진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양기

(陽氣)의 공간에 있는 이들은 모든 성

장이 왕성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며 형

통함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62) 이는

공간의 특성상 시공간 팽창도의 상대

61) 로버트 게로치

62) 이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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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우위로 인하여 그 공간 내부에 거

하는 존재 자체의 수축된 공간 구조의

시공간 팽창도도 (마음 문을 닫고 거

부하지 않는 이상) 서로 공명되어 증

가되고 또한 그러한 분위기를 형성하

게 되므로 전체적인 오류율을 낮추게

되어 결국 질서를 따라 순조롭게 일이

돌아가게 되는 성질을 부여 받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음기(陰氣)의 공간에

있는 이들은 모두 성장이 미흡하며 질

병이 많이 틈타고 불통을 자주 경험하

게 된다. 이는 공간의 특성상 시공간

팽창도의 상대적 열세에 의하여 그 공

간 내부에 거하는 존재 자체의 수축된

공간 구조의 시공간 팽창도도 (마음

문을 닫고 거부하지 않는 이상) 서로

공명되어 저하되고 또한 그러한 분위

기를 형성하게 되므로 전체적인 오류

율이 높아져 결국 질서를 따르지 못하

고 혼란이 형성되어 순조롭게 일이 돌

아가지 못하게 되는 성질을 부여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풍수지리를 중요시 하

며 수맥이 있는 위치의 공간을 피하려

고 한 것으로 여겨진다.

12. 다우징 현상63)

(그림47) 다우저, 미신에 관한 18세기 

의 프랑스 서적에서 발췌

다우징(dowsing)은 (그림47)과 같이

Y 또는 L형의 나뭇가지나 막대 또는

추를 이용하여 지하에 있는 수맥, 광

맥, 유전(油田)을 찾는 고대 기술이다.

어떤 경우에는 앞의 도구를 전혀 사용

하지 않고 찾기도 한다. 이들 기술은

수천년 전부터 내려왔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64)

그러나 지금까지 다우징 현상의 근

본 원리는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 단

지 크게 3 가지 선에서 추정하고 있는

데, 무의식적인 손의 미묘한 움직임,

전자기장의 영향, 중력의 영향이 그것

이다. 그 외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우징 현상의 근본 원

인은 확대된 개념의 중력(만유인력)에

있는 것으로 본다. 본 논문을 통하여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우징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들의

재질에는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다.

사실 매우 미묘하게 평형상태를 유지

하고 있다가 약간 변화에도 평형상태

63) Will Barkley
64) Dowsing,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en.wikipedia.org/wiki/Dow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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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깨어져 움직일 수 있는 고도의 불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도구들은 모

두 사용될 수 있다. 물론 때때로 안정

된 도구들도 있다. 여기서는 가장 대

중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몇몇 도

구들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65)

(1) Y-로드(Y-Rod)

(그림48) Y-로드 (1)

(그림49) Y-로드 (2)

이것은 아마도 가장 오래된 도구의

형태라 생각된다. 그 이름에서 말하듯

이 Y형태로 생겼다. (그림48)(그림49)

와 같이 양쪽 갈라진 끝을 손바닥을

위로 향한 상태로 양손으로 잡고 모아

져 있는 끝은 앞을 향하도록 하여 미

약한 에너지에도 끝이 위아래로 움직

일 수 있도록 한 고도의 불안정성을

유지하는 시스템이다. Y-로드를 구성

하는 재질은 전통적으로 Y 모양으로

된 나무 가지와 같은 나무이나 금속,

플라스틱과 같은 어떠한 재질이라도

가능하다.

수맥이 있는 곳에서는 Y-로드의 끝

이 위아래로 움직인다.66)67)68)69)

(2) L-로드(L-Rods)

(그림50) L-로드 (1)

(그림51) L-로드 (2)

65) Dowsing - Science or Humbug? http://www.lysator.liu.se/~rasmus/skepticism/dowsing.html
66) A Mini-Course in Pendulum Dowsing by Walt Woods, http://www.lettertorobin.org/RBN_html/RBN_10_4_English.html
67) Dowsing - an introduction, Ian Pegler, http://web.ukonline.co.uk/ianto/Dowsing%20intro.htm
68) 한국다우저학회, 수맥탐사, http://www.sumac.pe.kr/course1.html
69) 수맥을 찾아서, 수맥탐사기법, http://soomaek.net/new/bbs/board.php?bo_table=sm10&wr_i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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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로드는 보통 얇으나 강한 철사로

90°로 꺾어 만든다. (그림50)(그림51)

과 같이 짧은 끝을 손에 쥐고 긴 끝은

수평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한다. 양

손에 각각 하나의 L-로드를 잡고 사

용하는 것이 가장 흔한 방법이다.

L-로드는 수맥 또는 음기(陰氣)가

모인 장소에서는 X자 모양으로 교차

하며, 양기(陽氣)가 모인 장소에서는

밖으로 벌어진다.70)71)

(3) 펜듈룸(Pendulum)

(그림52) Pendulum

펜듈룸은 (그림52)와 같이 끈 끝에

추가 달려 있는 모양이다. 어떤 다우

저들은 추의 재질이 중요한 것은 아니

라 하며 어떤 다우저들은 매우 중요하

다 한다. 그러므로 바느질하는 실 끝

에 달린 돌로부터 하여 금줄에 달린

귀한 보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가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추는 앞뒤로 직선으로 흔들리는 상

태에서 사용을 하는데 수맥이 있는 곳

을 지날 때 추는 회전 반응을 보인

다.72)73) 이때 회전 방향은 중요치 않

다.

(4) 바버(Babber)

(그림53) Babber

바버는 (그림53)과 같이 가장 간단

한 도구이다. 이것은 휘어질 수 있는

철사나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보통 1피

트 정도의 길이로 만든다. 애호가들은

끝을 조금 무겁게 하기도 한다. 이것

은 45°로 아래로 기울여 보통 사용한

다.

수맥을 지날 때 바버는 위아래로 움

직인다.74)75)

(5) 몸 자체

70) 한국다우저학회, 수맥탐사, http://www.sumac.pe.kr/course1.html
71) 이종두

72) Dowsing - an introduction, Ian Pegler, http://web.ukonline.co.uk/ianto/Dowsing%20intro.htm
73) F.E.Irons
74) A Mini-Course in Pendulum Dowsing by Walt Woods, http://www.lettertorobin.org/RBN_html/RBN_10_4_English.html
75) 한국다우저학회, 수맥탐사, http://www.sumac.pe.kr/course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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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다우저들은 아무런 도구 없이

다우징이 가능하다고 한다.

네델란드 트럼프 박사는 1968년 유

네스코에 제출한 보고서에 수맥파 영

향에 대해 탐사자는 수맥 위에서 몸

전체가 반응을 일으키며 혈압과 맥박

이 상승한다고 발표하였다.76)

13. 다우징 도구들의 작동 원리

(1) Y-로드와 바버(Babber)

(그림54) Y-로드 

(그림55) 바버

(그림54)의 Y-로드와 (그림55)의 바

버는 도구의 구조와 작동방법을 볼

때, 중력의 미약한 변화를 감지하여

도구가 미묘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

정된다. 수맥은 주위 지층보다 상대적

으로 밀도가 떨어지므로 미약한 중력

저하를 유발한다. 따라서 다우저들이

수맥 위를 지나갈 때 이들 도구는 미

약한 중력 저하로 말미암아 도구의 끝

이 약간 들렸다가 도구들의 위치 에너

지 증가에 의해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움직이는 반응을

나타낼 것으로 여겨진다.77) 이와 반대

로 다우저들이 광맥 위를 지나갈 때는

미약한 중력 증가로 말미암아 이들 도

구의 끝이 아래로 떨어지는 반응을 나

타낼 것으로 여겨진다.

(2) 펜듈룸(Pendulum)

(그림56) 펜듈룸

New South Wales 대학의 Frank

Irons은 다우징 펜듈룸(그림56)의 무

질서한 흔들림(chaotic swings)을 분

석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다우저

들은 이러한 팬듈룸의 무질서한 흔들

림(chaotic swings)의 패턴 변화를 통

76) 대한수맥연구인협의회, 해외연구사례, 

   http://www.gimoa.kr/front/php/b/board_read.php?board_no=2&no=4&number=1&offset=0&page=1&search_key=&search
77)  한국다우저학회, 수맥탐사, http://www.sumac.pe.kr/course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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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맥과 광맥으로 말미암는 미묘

한 중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78)

손가락의 미묘한 전후 움직임을 구

동력으로 하여 펜듈룸이 공진되어 전

후로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상태를 유

지하면서 수맥 위를 지나가게 되면 중

력의 미묘한 감소의 영향으로 펜듈룸

의 움직임의 패턴이 (그림57)에서 보

는 바와 같이 타원형으로 바뀌었다가

원형으로 바뀐다. 감소된 중력의 범위

를 벗어나게 되면 다시 원형에서 타원

형으로 타원형에서 직선형으로 움직임

의 패턴이 바뀐다.

(그림57) 수맥 위에서의 추의 반응79)

이러한 패턴의 변화는 중력의 감소

로 말미암아 올 수도 있지만 또한 추

의 끈을 잡고 있는 손가락 끝의 이완

을 통하여 끈의 길이가 길어짐으로서

도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손가

락의 이완에 의해 끈의 길이가 길어지

는 것을 배제하는 상황에서는 중력의

감소가 패턴의 형태 변화에 영향을 미

치는 주된 요소가 된다.

역으로, 손가락의 미묘한 전후 움직

임을 구동력으로 하여 펜듈룸이 공진

되어 전후로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상

태를 유지하면서 광맥 위를 지날 경우

중력의 미묘한 증가로 인하여 펜듈룸

의 전후 움직임의 폭은 줄어드는 패턴

변화를 보일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펜듈룸의 작동 원리는 중력

의 미묘한 변화에 대한 역학적 반응인

것으로 여겨진다.

(3) L-로드(L-Rods)

(그림58) 양기(陽氣)의 공간

(그림59) 음기(陰氣)의 공간

L-로드는 양기(陽氣)의 공간에서는

(그림58)과 같이 밖으로 벌어지고 음

기(陰氣)의 공간에서는 (그림59)와 같

이 안으로 접혀져 X자 형태로 교차된

다.80)

78) F E Irons
79) Graves T
80) 이종두, 음양효穴풍수지리회, http://www.jigi.org/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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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L-로드의 특이한 동작 형태

가 가능한 이유는 사람의 마음 구조와

양기(陽氣) 또는 음기(陰氣)의 공간 구

조가 모두 공간 구조물로서 동일하며,

또한 두 구조물의 공통적인 요소로 시

공간 팽창도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림60) 양기의 공간에서 L-로드 반응원리

힘 형성 방향

토크

밖으로 벌어짐

사람의 마음은 일종의 공간 구조물

로서 고유의 시공간 팽창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L-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기(陽氣)의 공

간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양

기(陽氣)의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는

L-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공간 구조물의 시공간 팽창도보다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럴 경우

사람 마음의 공간 구조물과 양기(陽

氣)의 공간과의 시공간 팽창도의 차이

에 의해 이 둘 사이에는 연속적인 시

공간 팽창도 변이의 방향이 밖으로 향

할수록 증가하도록 형성된다. 따라서

(그림60)과 같이 밖으로 향하는 힘(만

유인력의 확대된 개념)이 방사상으로

형성되며, 결국 평행하게 수평으로 들

고 있는 L-로드의 양끝에는 밖으로

향하는 토크(회전력)가 형성되어 밖으

로 벌어지게 된다.

이때 L-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시공간 팽창도가 충분히 클 경

우에만 비로소 시공간 팽창도가 충분

히 높은 의미있는 양기(陽氣)의 공간

만을 감별하여 L-로드가 밖으로 벌어

지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충

분히 의미있는 양기(陽氣)의 공간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L-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선(善)의 깊이가

깊을 필요성이 있다. 만약 L-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선(善)의

깊이가 얕을 경우 의미를 두기 힘든

미약한 양기(陽氣)의 공간에도 L-로드

가 무분별하게 반응하게 되어 가양성

(false positive)을 많이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림61) 음기의 공간에서 L-로드 반응원리

토크

힘 형성 방향 안으로 접힘

L-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음기

(陰氣)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음기(陰氣)의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는 L-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의 마음의 공간 구조물의 시공간 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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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그

럴 경우 사람 마음의 공간 구조물과

음기(陰氣)의 공간과의 시공간 팽창도

의 차이에 의해, 이 둘 사이에는 연속

적인 시공간 팽창도 변이의 방향이 안

으로 향할수록 증가하도록 형성된다.

따라서 (그림61)과 같이 안으로 향하

는 힘(만유인력의 확대된 개념)이 구

심성으로 형성되며, 결국 평행하게 수

평으로 들고 있는 L-로드의 양끝에는

안으로 향하는 토크(회전력)가 형성되

어 안으로 접혀져 X자 형태로 교차하

게 된다.

이때 L-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시공간 팽창도가 충분히 클 경

우에 음기(陰氣)의 공간의 시공간 팽

창도와의 차가 보다 분명해지게 되므

로 L-로드가 안으로 접혀지는 현상을

보다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음기(陰氣)의 공간을 제대로 감별하기

위해서는 L-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의 마음의 선(善)의 깊이가 깊을 필요

성이 있다. 만약 L-로드를 가지고 있

는 사람의 마음의 선(善)의 깊이가 얕

을 경우 반응이 밋밋하여 가음성(false

negatiive)을 많이 보이게 되기 때문이

다.

지하에 수맥이 있을 경우, 수맥 수

직 상부에 상대적으로 낮은 시공간 팽

창도 속성을 가진 음기(陰氣)의 공간

이 형성된다. 이러한 수맥 상부 음기

(陰氣)의 공간 내에서 실험자가 L-로

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주변 공간보

다 상대적으로 높은 실험자의 마음 구

조물의 시공간 팽창도 속성으로 말미

암아 안으로 힘을 받아 X자 형태로

교차된다.

반면, 지하에 광맥이 있을 경우, 광

맥 상부에 상대적으로 높은 시공간 팽

창도 속성을 가진 양기(陽氣)의 공간

이 형성된다. 이러한 광맥 상부 양기

(陽氣)의 공간 내에서 실험자가 L-로

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실험자의 마

음 구조물의 시공간 팽창도보다 상대

적으로 높은 주변 공간의 시공간 팽창

도 속성으로 말미암아 밖으로 힘을 받

아 L-로드는 벌어지게 된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만유인력을

형성하는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이 세 가지 모두, 수축

된 공간 구조물이 가진 시공간 팽창도

의 속성에 의해 만유인력이 형성된다.

그 세 가지는 첫째, 지구와 같이 모든

물질로 되어 있는 무생물 존재들이며,

둘째, 물질과는 결합되어 있지 않으나

시공간 팽창도가 주변과 다른 다양한

공간 구조물들이며, 세째, 마음을 가지

고 있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생명체들

이다. 이중 사람만이 마음을 선(善)으

로 가꿀 수 있으므로 사람이 소유한

마음 공간의 시공간 팽창도만은 스스

로 가꾸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L-로드의 작동 원리는 넓은

의미에서 만유인력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만유인력의 원리가 시공간

팽창도 사이의 연속적인 변이로 말미

암아 나타나는 겉보기 힘을 말하는데

L-로드는 사람의 마음 공간 구조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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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陽氣) 또는 음기(陰氣) 공간 구조

물 사이의 시공간 팽창도 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겉보기 힘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이다.

14. 질병부위에서의 펜듈룸 반응

질병이 있는 몸 부위 위에서 펜듈룸

은 회전 운동을 한다. 이 역시 앞뒤로

흔들리는 펜듈룸이 수맥의 존재로 인

한 미약한 중력 저하의 영향으로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

치로 회전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지구라는 물질 부분과 결합되어 있

는 지구의 수축된 공간 구조물로 인하

여 중력이 발생하였던 것과 마찬가지

로 인체는 인체의 물질 부분과 결합되

어 있는 인체의 수축된 공간 구조물인

마음의 물리적 구조로 인하여 인력이

형성된다. 즉, 마음이라는 공간 구조물

은 인체의 물질 부분을 담고 있는 거

푸집과 같다.81) 인체의 공간 구조물

중 한 분야의 시공간 팽창도가 부분적

으로 낮아져 있을 경우에, 이 부분에

서 발하는 빛은 주변보다 감소되며,

만유인력 상수 G의 값도 주변보다 감

소되어 이 영역에 담겨있는 세포들은

오류율이 높은 환경이 형성되어 결국

질병을 야기하게 된다.

(그림62)는 발아된 렌즈콩을 킬리안

사진술로 촬영한 사진이다.82) 왼쪽 그

림은 건강 식품 패키지에서 갖 꺼낸

싱싱한 발아된 콩을 촬영한 것이며,

오른쪽 그림은 60℃의 물에 2-3분간

데친 후에 촬영한 것이다. 즉, 오른쪽

콩은 죽은 콩이라 할 수 있다.

(그림62) 발아된 렌즈콩의 킬리안 사진 

좌: 살아있는 발아된 렌즈콩

우: 60℃의 물에 2-3분간 데쳤을　때

죽은 콩은 (그림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빛이 적게 발하며 콩의 조직이

더 무르다. 이는 그만큼 콩의 분자구

조 사이에 응집력이 감소되었음을 뜻

한다. 이를 두고 죽은 콩의 조직은 박

(薄)하다 할 수 있다. 반면 살아있는

콩은 빛을 많이 발하며 콩의 조직도

더욱 단단하다. 이는 그만큼 콩의 분

자구조 사이에 응집력이 큼을 뜻한다.

이를 두고 살아있는 콩의 조직은 후

(厚)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후박(厚薄)의 관계는 인체

세포의 질병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건

강한 세포의 영역은 발하는 빛이 강하

81) 임종호

82) Kirlian Research Center, http://www.kirlian.com/currentkirlia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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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세포사이의 만유인력 상수 G도 커

서 결국 상대적으로 강한 만유인력을

나타낸다. 이를 후(厚)하다 할 수 있

다. 반면 (그림63)과 같이 병든 세포의

영역은 발하는 빛이 상대적으로 약하

고 세포 사이의 만유인력 상수 G도

상대적으로 약화되어서 결국 상대적으

로 약한 만유인력을 나타낸다. 이를

박(薄)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체

중 건강한 부위는 빛도 강하게 발하며

인력도 강하게 형성된다. 반면 인체

중 질병이 있는 부위는 빛도 약하게

발하며 인력도 약하게 형성된다.

(그림63) 인체의 질병부위

참고로 사람 마음의 시공간 팽창도

상대적 증가로 형성되는 인력은 그릇

이 큰 사람에게서 느끼는 평안함을 인

하여 많은 이들이 그 그늘 아래 깃들

이는 현상으로 감지된다.

따라서 (그림64)와 같이 인체 표면

에서 가까운 높이에서 팬듈룸을 앞뒤

로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상태를 유지

하며 이동시킬 때, 질병이 있는 부위

는 주변보다 인력(지구로 말하면 중

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져 있으므로 팬

듈룸의 흔들리는 패턴에 변화가 주어

져 원을 그리며 회전 운동을 하게 된

다. 이러한 질병 부위 표면에서의 회

전 운동은 (수맥 위에서중력의 미묘한

저하로 말미암아 펜듈룸이 회전 운동

을 하는 것과 같이) 인체에서 발하는

만유인력의 미묘한 저하로 말미암는

일종의 역학적 현상으로 여겨진다.

(그림64) 질병상태와 펜듈룸의 움직임

이러한 변화의 차이는 만유인력의

미묘한 차이로 인함으로 그 범위가 매

우 미약하다. 따라서 매우 미약한 에

너지(subtle energy)라도 구별할 수

있는 측정 기술이 동원된다면 충분히

연구의 대상이 되리라 여겨진다.

15. 생명의 근원, ‘마음’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자연

치유력의 근원은 마음에 해당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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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된 공간 구조물’에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 마음의 악(惡)이 벗겨지면서

마음의 선(善)의 농도가 짙어져 시공

간 팽창도가 커지게 되면 인체는 질서

를 회복할 힘이 커지게 된다. 만일 질

서가 이미 흩트려져 있는 질병 상태에

있다 할지라고 다시 질서가 재정비되

고 회복하게 된다. 따라서 자연 회복

력은 그 근원이 마음에 해당하는 ‘수

축된 공간 구조물’에 있는 것으로 추

정되며, 마음의 악(惡)을 완전히 벗어

버리고 선(善)으로 더욱 들어가게 되

면 회춘(回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

고, 더 나아가 온전한 선(善)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사망을 보지 않을 수 있

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온전한 선

(善)의 단계를 이루어 사망을 이겨낸

대표적인 인물로 이스라엘의 예수를

들 수 있다.

진시황제가 찾았던 불로초(不老草)

는 바로 악(惡)을 버리고 선(善)을 행

하는 마음의 성결에 있는 것으로 여겨

진다. 소위, 권선징악(勸善懲惡)의 내

용과 그 뜻이 통한다.

북애 선생이 쓴 규원사화83)에 보면

“너희 무리는 오로지 하늘이 내려 주

신 법을 지켜 모든 선을 돕고 만 가지

악을 없애어 성(性)이 통하고 공(功)이

이루어지면 하늘에 이를 것이다. 하늘

의 법도는 오직 하나뿐이며 그 문은

둘이 아니므로 너희는 오로지 마음이

깨끗하고 정성스러워야 하늘에 이를

것이다.”하였고 “우주 안과 아득한 하

늘 밖에 주재가 엄연히 존재하여 참되

고 선한 것을 기르며 모질고 악한 것

을 없애면서, 만물을 거느리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것이라고 믿는다.”하였으

며 “체질(體質) 외에 정령(精靈)이 있

어서, 선(善)을 세우고 악(惡)을 없애

어 성(性)을 통하고 공(功)을 다하면

몸은 비록 죽을지라도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 신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가.”하여 옛 선조들은 천지의 주재를

찾았고, 동맹, 무천, 영고라 하여 천지

의 주재이신 하느님께 흰소를 희생 제

물로 범국가적인 차원의 제사를 해마

다 드렸으며, 선(善)을 세우고 악(惡)

을 없애어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성

(性)) 공력(功力)을 이루는 것(공(功))

이 유일한 길이라 하여 마음을 닦아

그 길을 걸어갔음을 너무나도 분명하

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민족 고

유의 전통 속에서 이순신 장군도 큰

전쟁을 앞두고 천지의 주재이신 하느

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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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84)85)이나 옛 문헌이나

모두 악(惡)을 버리고 선(善)을 행하는

83) 북애

84) 일신강충(一神降衷) 성통광명(性通光明) 재세이화(在世理化) 홍익인간(弘益人間)은 성경에서 말하는바 성결

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다. 환단고기 참조.

85) 정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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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성결에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

다. 그리고 이것이 옛 선인들이 말한

바 한민족(韓民族)의 중추적인 가르침

으로 삼았었던 현묘지도(玄妙之道)86)

의 참모습인 것으로 여겨진다.

Ⅲ. 결론

본 논문을 통해 새로운 양자중력공

간 이론과 그 응용에 대하여 논하였

다. 본 이론의 시작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중 극히 작은 부분의

수정에서 시작하였으나 그 열매는 광

범위하여 양자역학과 중력이론의 통일

뿐 아니라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있었

던 동양 전통의 기(氣) 에너지의 실체

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에서 나아가

우리 한민족(韓民族)의 중추 가르침으

로 고려 때까지 전해져 내려왔었다고

알려진, 신라시대의 최치원이 말한 바

현묘지도의 참모습도 파악하게 되었

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영적

인 역사들도 본 이론으로 설명 가능하

다.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이 광속은 일

정하다는 것이 저절로 설명될 수 있도

록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수정하였더

니 당시에 대두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

점들까지도 한꺼번에 모두 해결된 적

이 있다. 바로 이것이 올바른 진리를

발견하였다는 징표라 할 수 있다. 서

로 연관되지 않아 보이는 여러 문제점

들이 올바른 진리를 적용하면 모두 한

꺼번에 해결되는 것이다. 물리의 발견

과정에서는 이러한 일이 여러 번 있었

다.87)

이와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본 양자

중력공간 이론에 있어서는 아인슈타인

의 특수상대성 이론 중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에 대한 약간의 수정으로 광속

초월 현상을 비롯하여 많은 풀리지 않

았던 분야가 설명되고 풀리게 되었으

며 새로운 미지의 분야가 개척되고 이

해되었다. 따라서 본 이론의 전개는

이로보건데 올바른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게 된다.

86) 김부식의 삼국사기

87) 차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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