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道)도 道

2014.3.25

Email: kimys@cbu.ac.kr

전자정보대학 김영석 1



빅뱅의 흔적 발견
2014.3 미국 과학자들이 남극 BICEP2 망원경 이용하여 빅뱅이후 우주 급팽창의 흔적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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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의 흔적 발견
빅뱅이후 우주 급팽창할 때 시공간에 남겨진 중력파 흔적 발견

중력파=중력에 의해 시공간이 뒤틀리면서 발생한 물결파.

아인슈타인 상대성이론서 예측되었음아인슈타인 상대성이론서 예측되었음

우주는 빅뱅이전에는 공(空), 이후에 시간(时间) 및 공간(空间)이 생김우주는 빅뱅이전에는 공(空), 이후에 시간(时间) 및 공간(空间)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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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庄子) 应帝王篇(응제왕편)混沌死七窍(혼돈사칠규)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空이었다. 시간과 공간이 없었다. 

倏(숙, 재빠르게 나타남)과 忽(홀, 재빠르게 사라짐)이 混沌의 집을 자주 찾아가 융숭
한 대접을 받고 보답하기 위해서 혼돈을 위해 사람과 같이 7개의 구멍을 뚫어주기로 하한 대접을 받고, 보답하기 위해서 혼돈을 위해 사람과 같이 7개의 구멍을 뚫어주기로 하
였다. 하루에 한개 씩 구멍을 뚫었는데 마지막 날 혼돈은 죽고 말았다.

이후 시간과 공간이 탄생하였다. 빅뱅이론과 유사. 숙은 물질, 홀은 반물질로 생각할 수
있음

영화 와호장룡(臥虎藏龙), 주윤발, 양자경, 장쯔이

주윤발: 我的周围只有光. 时间, 空间都不存在了. 我似乎触到了, 师傅从未指주윤발 我的周围 有光 时间 空间都不存在了 我似乎触到了 师傅从未指
点过的境地. 양자경: 你得道吗?

得道는 시공을 초월해 평정을 얻는 상태得道는 시공을 초월해 평정을 얻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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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카와 히데키 – 일본 최초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네 살 때부터 논어, 맹자, 대학, 중용, 효경, 사기 등 뜻도 모르고 암기. 중학교 때는 노자, 
장자, 당나라 시 애독.

미국에서 물리학 연구하면서 어느 말 잠을 못 이루다 이백의 시를 떠올림 천지(天地)는미국에서 물리학 연구하면서 어느 말 잠을 못 이루다 이백의 시를 떠올림. 천지(天地)는
만물(萬物)의 숙소(宿所)이고 광음(光陰)은 백대(百代)의 과객(過客)이다. 이 시에
서 시공과 소립자의 상호관계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고, 이것
이 중간자 발견의 동기이 중간자 발견의 동기. 

장자의 이야기에서 답을 찾음. 야구 선수들이 공을 주고 받는 것처럼 핵 속에서 알갱이들장자의 이야기에서 답을 찾음. 야구 선수들이 공을 주고 받는 것처럼 핵 속에서 알갱이들
이 양의 전기를 띤 공(중간자)를 받으면 양성자가 되고, 공을 던지고 난 후의 알갱이는 중
성자(meson)가 된다 이론. 

공은 알갱이들 사이를 숙倏 이나 홀倏 처럼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곤 하면서 서로
연결해 주는 중신아비 구실한다는 이론연결해 주는 중신아비 구실한다는 이론

이후 미국 앤더슨 교수가 중신아비인 공, 즉 중간자 파이온을 발견하고서, 히데키는 1949
년 노벨물리학상 수상년 노벨물리학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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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혼 (靈魂)
인간의 구성 – 양파와 같다

육체(마음) + 영혼

영은 지고의 그것, 의식, 브라만 등으로 불린다

영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 항상 존재해 왔다영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 항상 존재해 왔다

혼은 카르마, 업 등으로 불리며 한마디로 영에 낀 때, 자국 정도이다

육체(마음)의 기억 들이 혼에 남는다육체(마음)의 기억 들이 혼에 남는다

혼은 미세입자라고 함(자이나교)

영혼의 증거

임사체험 –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온 후 목격담을 이야기하는 것 (임사체험, 다치나
바 다카시)바 다카시)

환생 체험 – 어린이가 말을 배울 무렵 다른 동네에 있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집
으로 가자고 졸라대서 가보니 정말로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Twenty 
Cases Suggestive of Reincarnation, 미국 심리학자 이안 스티븐슨교수)

임사/환생체험은 우리 생전의 기억(혼)은 육체가 죽어도 남는다는 것을 확인해줌

환생체험의 경우 대부분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전생기억은 사라짐환생체험의 경우 대부분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전생기억은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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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사체험
Near Death Experence, 臨死體驗

죽은 다음 기적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사후세계 체험담

죽음을 앞둔 환자의 5%, 심장마비 환자의 10%가 체험

사후 육체의 속박을 벗어난 영혼은 빛의 터널을 지나 지고의 기쁨이 있는 세계로 들어감

돌아오고 싶지 않았지만 지상의 인연(자식 등)때문에 돌아옴돌아오고 싶지 않았지만 지상의 인연(자식 등)때문에 돌아옴

Pam Reynolds는 두뇌 종양 제거를 위하여 호흡, 심장 정지 상태(죽음)에서 수술 진행
사후 그녀는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살아 돌아온 다음 이야기 해
줌 – 수술실 상황과 너무 일치하여 의사들이 놀람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면 생전보다 더 선명하게 물체를 볼 수 있음

(불교, 테베트 파드마삼바바의 사자의서) 

영혼은 시공간을 초월한 관념의 세계로 들어감 – 불교, 힌두교 등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너무나 일치(다치나바 다카시 임사체험)

현재는 심리학자 병원심장관련 의사들의 연구가 활발함현재는 심리학자, 병원심장관련 의사들의 연구가 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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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생(還生, 輪廻)
미국 심리학자 이안 스티븐슨교수 Twenty Cases Suggestive of Reincarnation 
전세계적으로 과학적인 검증 방법을 통해서 신빙성이 있는 20가지 환생사례를 보여줌

티베트 고승 바드마삼바바의 사자의 서는 육체의 죽음 이후 체험하는 과정을 이야기해주티베트 고승 바드마삼바바의 사자의 서는 육체의 죽음 이후 체험하는 과정을 이야기해주
고 좋은 곳으로 환생하도록 도와주는 지침서임. 아직 티베트에서는 사자에게 읽어주고 있음

사자의 서를 본 서양 심리학자 칼융은 책의 내용을 신뢰함

마약 등에 의한 환각상태 경험을 사자의서에서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함

인간의 생애를 마치면 각자가 생전의 행위에 대한 상과 벌을 받고서 다시 육체로 태인간의 생애를 마치면 각자가 생전의 행위에 대한 상과 벌을 받고서 다시 육체로 태
어난다 (플라톤)

나는 환생이 반드시 있으며 그 환생은 죽음에서 유래한다 (소크라테스)나는 환생이 반드시 있으며 그 환생은 죽음에서 유래한다 소크라테스

신은 생명을 창조했고 생명은 거듭거듭 태어난다 .. 신에게 돌아올 때까지 (이슬람 코란)

인간은 영혼의 발전을 통해 신에게 이른다 (조로아스터교)

인간은 불멸이며 거듭거듭 태어난다. 삶을 이어가며 얻은 지혜들을 찾아 완성을 향해 나
아간다 (힌두교 크리슈나)

미국 예언가 에드가 케이스: 전생 기억을 읽어 내어 알려 주어 환자의 90% 정도를 치료미국 예언가 에드가 케이스  전생 기억을 읽어 내어 알려 주어 환자의 9 % 정도를 치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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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自我)
육체는 두 가지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진다

생존

번식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자아가 생겼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를 해칠려고 할때 나와 너의 구별인 자아가 있어야 나를 보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를 해칠려고 할때 나와 너의 구별인 자아가 있어야 나를 보
호할 수 있음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자아가 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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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자아와 육체는 연극 배우이다
현실세계는 꿈이라고 한다

이 우주는 의식(意識)의 유희(遊戱) 즉 절대자의 놀이터라고 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같다 (제 생각)

이 우주와 지구는 연극 무대이고 우리는 배우라고 한다이 우주와 지구는 연극 무대이고, 우리는 배우라고 한다.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태어난다. 나라, 집 등. 우리의 장래를 결정하는 일부분
이 됨이 됨

우리는 각자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암에 취약하고 등 중요한 뼈대는 정해져 있다. 

우리의 연극 대본은 인과율(因果律)이다우리의 연극 대본은 인과율(因果律)이다.

우리는 자유의지에 의해 산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세상이 의식의 유희라면 생각이 바뀌면 현실세계도 바뀐다. 하지만 이도 인과율의세상이 의식의 유희라면 생각이 바뀌면 현실세계도 바뀐다. 하지만 이도 인과율의
범위 안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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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과 고통은 상상 속의 그것에 불과하다
즐거움과 고통은 뇌에서의 화학 물질의 장난일 뿐 실체가 없는 것이다

뇌에서는 중요한 3가지의 신경전달물질이 있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세레토닌 > 편안함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세레토닌 => 편안함

즐거움, 쾌락을 주는 도파민 => 즐거움

스트레스와 관련된 노르아드레날린 => 우울함스트레스와 관련된 노르아드레날린 > 우울함

이들은 우리 육체를 보존하기 위한 당근과 채찍임

즉, 뇌의 장난임

실체가 없다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친구와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숲속에서 산보하면 세로토닌이 나와 편안함

운동하면 엔도르핀, 도파민 분비되어 즐거움 느낌운동하면 엔도르핀, 도파민 분비되어 즐거움 느낌

그러나 반대로 하면 세로토닌, 도파민 등이 분비되지 않아 우울함을 느낌

미래에는 약이나 전기 자극 등으로 조절할 수 있을지도(마약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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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누구인가?
육체(마음, 자아), 영과 혼 누가 진정한 나인가?

육체

우리 세포는 평균 한달만에 모두 바뀐다 (한달전과 현재의 육체는 다름)

어릴 적 아름다운 청년기 노년기의 육체 어느 것이 나인가?어릴 적, 아름다운 청년기, 노년기의 육체 어느 것이 나인가?

혼(魂)의 위치에서 보면 지금의 육체, 전생의 육체, 전전생의 육체, … 어느 것이 나의혼(魂)의 위치에서 보면 지금의 육체, 전생의 육체, 전전생의 육체,  어느 것이 나의
육체인가? 

영(靈)은 언제나 있어 왔다

셋 중에서 靈이 진정한 나가 아닐까?셋 중에서 靈이 진정한 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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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의 원인
이 육체를 나라고 생각해서, 진정한 나(참나, 眞我)는 육체의 노예가 되어 버림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 自我는 돈을 벌어야 된다고,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함

육체는 번식을 위해서육체는 번식을 위해서

• 남자는 씨를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 이 여자, 저 여자 기웃거린다. 강간 등

• 여자는 한 개의 난자를 최상의 정자로 수정시키기 위해서 질투, 시샘 등 모든 개여자는 한 개의 난자를 최상의 정자로 수정시키기 위해서 질투, 시샘 등 모든 개
념이 들어옴

육체가 아프면 참나가 아픈 것처럼 괴로워한다. 참나에게는 고통이 없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이 육체는 괴로워한다. 자아는 괴로움을 두뇌에 표식을 남긴
다. 육체에도 표식(병)을 남긴다. 

고통의 근절은 自我를 버리고, 靈에 안주하는 것이다.

자아는 이 육체의 보호자이지 진정한 나의 보호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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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음, 해 탈(解脫)
자아를 버리기 것이 해탈이다

진정한 나인 靈에 귀의하는 것이다

참나 도 해탈의 길(라마나 마하라시)참나, 도, 해탈의 길(라마나 마하라시)

탐구: 내면 탐구,경전 연구 등

헌신: 종교, 혹은 다른 것에 매달림헌신: 종교, 혹은 다른 것에 매달림

호흡(요가): 호흡에 집중, 참나를 찾게 해주고 기적도 일어남

행위: 봉사

깨달은 사람의 속성

나와 너의 구별이 없다 모든 생물에 대한 자비심나와 너의 구별이 없다. 모든 생물에 대한 자비심

고통, 쾌락에 머물지 않는다. 세속적인 사랑도 미움도 없다.

지고의 기쁨(영의 특성)에 머문다.지고의 기쁨(영의 특성)에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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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참선
종교에 헌신

나의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긴다.

신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은 “자아를 버리는 것”을 뜻함이것은 “자아를 버리는 것”을 뜻함

참선, 요가참선, 요가

육체의 껍질 속에 있는 참나를 만나는 것이다.

마음(자아)이 잠잠해지면 참나가 보인다.

이것도 “자아를 버리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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