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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ible is in complete agreement with the science. To understand this we have to 
understand the existence of ‘other spaces’ recorded in the Bible. Bible says they are 
‘heavens’. There are also different passageways that connect the different spaces. The 
Bible says they are windows or gates of heaven. The Bible acknowledges the 
four-dimensional spaces and wormholes. Many mysteries of the Bible can be 
answered if we acknowledge the four-dimensional spaces and wormholes. The 
powerful works of God written in the Bible take place when these four-dimensional 
spaces are applies locally. Through this we can get a clue with which we can say 
the Bible is in complete agreement with science. 

키워드 : 하늘들, 영계의 통로, 시간의 흐름, 4차원 공간, 웜홀

1) 2011년 8월 8일, 제9회 창조론 오픈 포럼에서 발표.

2) 현재 차의과학대학 일반대학원 대체의학과 박사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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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성경과 과학은 100% 일치한다. 단지 과학은 약간의 지식적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복음의 테두리 안에서 과학으로 100% 보증된다. 성

경을 과학의 언어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또 다른 공간’의 존재를 알아야 한

다. 이는 천국과 지옥이 ‘또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실체 세계이며, 아버지 하나

님의 권능의 역사가 ‘또 다른 공간’의 다양한 국소적 적용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

문이다. 성경은 이러한 ‘또 다른 공간’을 하늘이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또 다른 공간’을 영의 공간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신10:14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heavens and highest heaven)과 땅

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왕상8:27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heavens and highest heaven)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느9:6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heavens and 

highest heaven)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시68:33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발하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시148:4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사34:4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

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렘10:12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  

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위의 하늘들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관찰하여 정리해 보면 하늘이 크게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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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나뉜다. 이는 복수의 하늘에 해당하는 ‘하늘들(Heavens)’이 있으며, 이 

‘하늘들(Heavens)’보다 상위 단계에 해당하는 ‘하늘들의 하늘(Highest heaven)’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늘들(Heavens)’과 관련된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후12:2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십사 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Third heaven)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 

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라).

 

고후12:4 그가 낙원(paradise)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

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 사도께서 이끌려 간 하늘을 ‘셋째 하늘(Third heaven)’이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셋째 하늘(Third heaven)’에는 천국에 해당하는 ‘낙원(paradise)’이 

존재함을 언급하고 있다. 즉, ‘셋째 하늘(Third heaven)’은 천국이 존재하는 공

간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하늘(Third heaven)’이 있음은 ‘첫째 하늘(First heaven)’이 있고 또한 ‘둘

째 하늘(Second heaven)’이 있음을 뜻한다. 여기서 ‘첫째 하늘(First heaven)’은 

우리가 사는 공간에 해당한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늘들 - 첫째 하늘 - 우리가 사는 공간

                둘째 하늘

                셋째 하늘 - 낙원 (천국)

하늘들의 하늘 - 넷째 하늘 - 가장 높은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신 곳. 

그러면 과연 둘째 하늘이란 무엇일까? 창세기 1:20~31의 생명체의 창조 순서와 

창세기 2장의 생명체의 창조 순서는 약간 다르다. 그리고 그 분위기도 사뭇 다르

다. 이는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의 생명체의 

창조 순서는 

첫 번째, 하늘을 나르는 새와 물에서 사는 물고기와 모든 생물

두 번째, 땅에 사는 육축과 기는 것과 짐승들  

세 번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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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2장의 생명체의 창조 순서는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

세 번째, 하와

이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의 생명체의 창조에 있어서 창세기 1장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특이한 단어가 하나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끌어’라는 단어이다. 

창2: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창2:1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

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라.

‘이끌어’의 단어에는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의 대표적인 예가 고전12:2의 표현이다.

고후12:2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십사 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런데 또한 창세기 2장의 사건은 다음의 구절로 독특하게 끝마무리를 짓고 있

다. 

창3:23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

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창3: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 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

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

니라.

지금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에덴 동산을 지구 위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 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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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찾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이는 에덴 동산이 이 

지구 위에 있는 영역이 아니라 지구와는 공간이 다른 ‘또 다른 공간’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지구 위의 공간에서 ‘또 다른 공간’으로 아담을 이끌어 들였던 것이고, 

‘또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가 일어나자 원

래 자기 몸의 근본이 되는 이 땅 지구의 공간으로 다시 쫓겨난 것으로 해석된다. 

바로 이 에덴 동산이 존재하는 ‘또 다른 공간’을 곧 둘째 하늘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창세기 1장의 생명체 창조의 순서와 창세기 2장의 생명체 창조의 순

서가 다른 이유는 바로 그 무대가 되는 공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의 

사건은 우리가 사는 공간인 지구 위의 사건이며 창세기 2장의 사건은 ‘또 다른 

공간’인 둘째 하늘 에덴에서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성경은 4차원 공간

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성경의 모든 사건을 4차원 공간을 인정하는 각도에서 

바라보면 모든 말씀의 비밀들이 풀린다. 성경과 과학은 100% 일치한다. 

창3: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 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

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

니라.

그런데 둘째 하늘에 해당하는 에덴 동산의 동편에 왜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

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을까? 그것은 악의 영들의 공간이 둘째 

하늘에 함께 있기 때문이다. 

엡2:2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서 역사하는 영이라.

엡6: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

라.

그리고 이 둘째 하늘은 또 다른 역할을 한다. 바로 주님의 공중 재림 때 재림하

시는 공간에 해당한다. 주님께서는 이 지구의 구름이 있는 대기층으로 재림하시

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4차원의 ‘또 다른 공간’에 해당하는 둘째 하늘

로 재림하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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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전4:17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

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

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중이란 바로 둘째 하늘을 일컫는다.  

2. 하늘의 창, 하늘의 문 - 공간과 공간과의 연결 통로

성경은 4차원 공간상에 여러 개의 ‘또 다른 공간들’이 존재함을 말하고 있다. 그

리고 이들 공간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창7:11 노아 육백 세 되던 해 이월 곧 그 달 십칠일이라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창8:2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창28:17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 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시78:23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말3: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

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

나 보라.

계4:1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하늘의 창, 하늘의 문이란 공간과 또 다른 공간을 연결시키는 웜홀에 해

당한다. 즉, 성경은 4차원 공간과 웜홀을 인정한다. 하늘의 창, 하늘의 문을 다른 

말로 영계의 통로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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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 다른 공간들’의 특성

이는 세부적인 증명 없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하늘에서 넷째 하늘 방향으로 

감에 따라 주어지는 공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3) 

(1) 시간의 흐름은 더욱 빨라진다.4) 

시간의 흐름을 설명하기 전에 시간의 흐름과 약간 다른 개념인 시간의 주기라는 

개념을 먼저 살펴보자. 이는 시간의 주기라는 개념이 보다 더 직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시간의 주기는 시계가 똑딱 거리는 빠르기이다. 시간의 주기는 첫째 

하늘에서 넷째 하늘로 갈수록 더욱 팽창하여 느려진다. 

벧후3:8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90:4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반면, 자신은 평소의 속도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바깥에서 관찰하는 겉보기 속

도는 더욱 증가되어 나타난다. 이는 공간의 특성 때문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주어진 일의 결과는 증폭되어 나타난다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시간의 흐름이 빠

르다고 표현한다. 주어진 동일한 시간에 더욱 많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내

포되어 있다. 시간의 흐름이 빠르다는 것과 시간의 주기가 느리다는 것은 보는 

각도만 약간 다를 뿐 서로 동일한 현상을 일컫는다. 

왕상18:46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

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는 영의 공간이 입혀짐으로 평소의 자기의 속도로 달렸으나 아합 왕이 관

찰하는 겉보기 속도는 더욱 증가 되어 아합 왕의 마차를 따라 잡는 속도로 나타

나게 된다. 

3) 이재록 목사, 창세기 강해 설교 및 공간과 차원 설교 참조

4) 여기서 시간의 흐름이란 본 서적의 다른 논문에 언급되어 있는 시간의 흐름과 개념이 틀리다. 

본 논문에서만 적용되는 특수 개념 즉, 시간당 일의 개념으로 해석 바란다. 이는 창세기 강해, 

공간과 차원 말씀에서 주어진 용어를 따르다 보니 개념이 약간 틀려졌다. 이점 양해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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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여 정리해 보면, ‘또 다른 공간’은 시간 단위의 팽창

과 길이 단위의 팽창이 동시에 동일한 비율로 주어진다.5)6) 

현 물리학의 체계 속에서는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이 정설로 되어 있으나 성경 

말씀을 통해 유도되는 바는 시간 팽창, 길이 팽창7)8)9)10)이 옳다.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을 토대로 하여 세워진 대표적인 물리 법칙이 광속불변의 법칙과 불확

정성 원리11)이다. 그런데 성경은 시공간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 

이는 광속불변의 법칙과 어긋난다.12)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

도와 동시에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확정성 원리는 포스

트 모더니즘의 기틀을 이루고 있다.13) 따라서 광속불변의 법칙은 ‘모든 관성계 

내’라는 조건하에서만 성립하는14) 제한적 법칙15)16)이며, 불확정성 원리는 이전 

아인슈타인의 주장과 같이 완전히 틀린 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여상훈, 시공간 팽창도 개념 도입을 통한 새로운 양자중력공간 가설 고찰, 한국정신과학회지, 10

권 1호, 2006, p.21-60

6) 여상훈, “성경은 우주가 5차원 시공간 구조로 되어있음을 말하고 있다.”, <창조론 오픈 포럼> 

3(1): 49-66 (2009.2.)

7) Kwak, Kyeong Do, Length Expansion. Instiude of Asian Studies, Seoul. 1995

8) von Laue M.-Ann. Phys(Leipzig), 35, p.124, 1911

9) Oleg. D. Jefimenco, Retardation and Relativity: The case of a moving Line charge. Am. 

J. Phys. 63(5) p.454, 1995

10) Allen Epling, Dark Energy As An Illusion Caused by Space-Time Expansion. Available 

at http://www.beyondgenesis.com/darkenergy.pdf

11)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을 토대로 한 이론에 의해 간접적으로 유도되었다 볼 수 있다. 이는 공

간이 퍼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도하지 못함으로 결국 파동과 입자가 분리된 채로 

동시에 병존할 수 있다는 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파동과 입자의 개념을 함께 혼합(웨이브 패킷)

하여 해석하므로 나타난 결과라 보여진다. 

12) David Z Albert and Rivka Galchen, "Was Einstein Wrong? A Quantum Threat to Special 

Relativity", Scientific American, 18 Feb. 2009. 

Available at http://www.stealthskater.com/Documents/Quantum_01.pdf

13) 괴델의 불완전성정리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원리, Available at

 

http://sungyuyam.tistory.com/entry/%EA%B4%B4%EB%8D%B8%EC%9D%98-%EB%B6%88

%EC%99%84%EC%A0%84%EC%84%B1%EC%A0%95%EB%A6%AC%EC%99%80-%ED%95

%98%EC%9D%B4%EC%A0%A0%EB%B2%A0%EB%A5%B4%ED%81%AC%EC%9D%98-%EB

%B6%88%ED%99%95%EC%A0%95%EC%84%B1%EC%9B%90%EB%A6%AC

14) 차동우, 물리학 강의록 상대성이론, p.32-34, 북스힐, 서울, 2003.

15) http://ask.nate.com/qna/view.html?n=496918

16) http://ask.nate.com/qna/view.html?n=373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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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빛의 밝기가 더욱 짙어진다. 

첫째 하늘에서 넷째 하늘로 갈수록 빛의 밝기는 더욱 짙어진다. 

(3) 영의 밀도가 더욱 짙어진다. 

여기서 영이란  진리, 선, 사랑 등 하나님의 마음의 속성을 뜻한다. 이러한 진리, 

선, 사랑의 속성이 첫째 하늘에서 넷째 하늘로 갈수록 더욱 짙어진다. 

(4) 질서를 향한 회복력이 더욱 커진다. 

창1:3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조하신 빛을 통해 만물에 질서와 원칙을 세우셨다. 빛은 

질서를 형성하고 회복하는 힘이 있다. ‘또 다른 공간’, 즉 영의 공간이 병변부위

에 국소적으로 적용될 때 치유의 역사로 나타난다. 이는 기도 치유의 근본 원리

를 이룬다. 빛의 밝기와 영의 밀도가 더욱 짙은 공간이 병변 부위에 입혀질수록 

치료의 속도는 더욱 빠르다.   

하늘들의 구별과 공간상 배치를 돕기 위해서 4번째 공간 축이 필요하다. ‘시간의 

흐름’이라는 요소는 실제적으로 하늘들을 구별하는 주된 요소이다. 따라서 우리

들이 사는 공간과 겹쳐져 있다고 여겨지는 영계의 공간들의 배치 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 용어를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에 맞

추어 하늘들의 배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넷째 하늘      시간의 흐름

4. 창조 둘째 날의 역사 

창1:6-8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

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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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둘째 날의 사건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궁창 위의 물   : 둘째 하늘의 물

궁창           : 첫째 하늘의 하늘      시간의 흐름

궁창 아래의 물 : 첫째 하늘의 물        

즉, 창조 둘째 날의 물과 물의 나눔은 소위 4번째 공간 축인 ‘시간의 흐름’ 요소

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분리라 할 수 있다. 참고로 영계를 포함한 모든 공간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요소에 의해 선형적으로 배열된다고 여겨진다. 

노아 홍수 때 물은 바로 둘째 하늘의 물 즉, 에덴의 물이 하늘의 창을 통해 쏟아

져 내린 현상이며, 물이 거두어질 때도 물은 증발하여 하늘의 창을 통해 둘째 하

늘로 되돌아갔다. 따라서 노아홍수 때의 물에 대한 지구의 수용 가능성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창7:11 노아 육백세 되던 해 이월 곧 그 달 십칠일이라 그 날에 큰 깊

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

에 쏟아졌더라. 

창8:1-3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일백 오십일 후에 감하고

5. 바깥 어두운데

마8:12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

를 갊이 있으리라 

마25:30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

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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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바깥이라는 개념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요소의 4번째 공간 축을 놓고 볼 

때, 넷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 더 나아가 어둠의 공간으로 나가는 방향을 말한다. 

이는 영계의 정점에서 영의 밀도와 빛의 밝기가 줄어드는 쪽으로의 방향을 말한

다. 그러므로 바깥 어두운 데라는 표현과 정확하게 맞아들어 가게 된다. 

6. 여호수아의 태양과 달을 멈춘 사건

수10:12-13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

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같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

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태양과 달이 멈추기 위해서는 지구의 자전을 멈추어야 한다. 그럴 경우, 관성에 

의해 지상위의 모든 물체들은 지구 밖으로 튀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

아의 태양과 달을 멈춘 사건에서는 여호수아의 군대와 아모리 사람들은 지구 밖

으로 튀어 나가지 않았다. 이는 지상의 공간을 제외한 전 우주 공간의 시간의 흐

름을 멈추게 할 경우 가능한 일이다. 지구 밖의 우주 공간의 시간은 멈추어 있음

으로 태양과 달은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관성력에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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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지상 위의 사람은 아무런 다른 느낌과 힘을 받

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공간의 시간의 흐름을 친히 조절하심으

로 많은 권능의 역사를 베푸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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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의 ‘또다른 공간들’의 특성의 설명에 대한 물리학적 보충.

※ 첫째 하늘에서 넷째 하늘로 갈수록 다음과 같은 물리학적 특성이 있다.

① 시간과 공간의 팽창도가 더욱 크다

   (시간의 지연, 겉보기 속도의 증가)

② 빛의 밝기가 더욱 크다

③ 영의 밀도가 더욱 크다

  (영: 진리,선,사랑 등의 하나님의 속성)

위의 ①,②,③은 물리학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를 살펴보고자 한

다. (참고로, ①의 내용은 앞의 내용을 보다 물리적인 표현 형태로 바꾸었다.)

A. ①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팽창도가 더욱 크다는 내용에는, 시간 주기가 팽

창할 때, 공간 거리가 동시에 동일한 비율로 팽창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에 대한 물리학적 설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가능하다. 

 

<로렌츠 변환식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

(그림1)                           (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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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츠 변환식은 다음과 같다. 

′   




′   

′  

′  

첫 번째 공식에 있어서

′   

 

를 고정할 경우,

(정지 좌표계에서의 위치 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 의 변화를 비교한다)

′  ′    

∆′  ∆

가 된다. 

두 번째 공식에 있어서

′   

를 고정할 경우,

(를 고정한다는 의미는, 그림1의 경우, 정지좌표계에서의 빛시계의 빛의 자취는 

의 반복 사이클로 나타나며, 이동좌표계에서의 빛시계의 빛의 자취는 

의 반복 사이클로 나타난다. 이때, 과 의 시간 경과는 같다. 단지 

의 자취가 의 자취보다 배 팽창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걸리는 시

간은 같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는 상태에서, 그림2에서 주어져 있는 사건의 시간 

, 즉, 빛시계의 반복 사이클 횟수를 일정하게 고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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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 된다. 

결국, 

∆′  ∆, ∆′  ∆

가 되어, 단위 시간, 단위 길이의 동시성 팽창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B. ①과 ②의 연결 사항에 있어서는, 즉, 시간과 공간의 팽창도가 커질수록 공간

의 밝기는 더욱 밝아진다라는 사항에 있어서는, 그 내용 이면에는 빛이 일종의 

공간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러한 접근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가능하다.

<전자기파가 단위 시간과 단위 거리의 동시성 파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근거>

1. 전자기장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동시성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맥스웰 방정식과 민코프스키 시공간의 간격에 대한 식의 유사성.




 ∇ ×



    

여기서를 














 와 같이 행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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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빛의 시공간 간격 = 0

빛의 전류 밀도 = 0

이므로

  ∇ ×


    

 



∇ ×




  ∇ ×

  


     , =비례상수               cf) 박상준 연구논문 참조.

가 된다. 

그런데, 자기장 와 전기장 는 1의 항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사인파를 형성

한다. 그러므로, ∇ × , 


 역시 사인파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주어지는   역시 파동을 형성할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기장은 단위 시

간의 파동으로, 전기장은 단위 길이의 파동으로 해석된다. 1의 항에 의해, 자기

장과 전기장은 동시성 파동을 형성하므로, 결국 전자기파는 단위 시간과 단위 길

이의 동시성 파동으로 해석된다. 

이는 매우 놀라운 사실로, 1의 항의 결과와 2의 항의 결과가 일치한다. 

따라서 로렌츠 변환식은 단위 시간과 단위 길이의 동시성 팽창을 유도하고, 전자

기파는 단위 시간과 단위 길이의 동시성 파동으로 해석되어, 결국 빛은 일종의 

공간이라는 사실이 물리학적으로 유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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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①과 ③의 연결 사항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마음의 시계>

마음은 공간과 하나이다. 이는 둘 다 그릇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래서 마음

을 일종의 공간으로 본다. 

마음에는 고유의 시계가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마음이 선, 진리, 사랑으로 가득차 있을 경우, 우리 마음에는 자신과의 싸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사라지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차게 된다. 그럴 경우, 

우리의 마음에 5분밖에 지난 것 같지 않은데도 실제로 벽시계를 보면 1시간이 

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마음의 시계가 느리게 가기 때문이다. 즉, 선, 

진리, 사랑의 충만함의 요소가 마음의 시계의 느리게 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D. ②와 ③의 연결 사항은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에 의해 알 수 있다. 

<주의 말씀 = 빛>

시119: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37:6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

다.

잠6:23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잠15:13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빝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엡5:9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①, ②, ③은 물리학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