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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헤드폰부터 바꿔라

수니의
요가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스마트폰의 진화는 정말 놀랍다. 인터

사람은 조금만 내 귀에 새로운 소리가 들

넷 검색은 물론이고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려도 감탄을 한다. 그렇지만 그 조금의 변

*죽지 않는 길을 쉽게 가겠는가?*

시사뉴스에다가 이제는 인공지능을 이용

화를 위하여 치러야 하는 값은 턱없이 비

여러분들! 죽지 않는 길을 쉽게 갈 수

한 음성인식 기능으로 말만 하면 척척 개

싸다. 고가의 DAP는 헤드폰 엠프까지 탑

있겠는가. 6천년 동안 모든 인류가 다 죽

효능: 1. 심장 튼튼하게, 머리와 경추.

인 비서 역할까지 한다. 탑재된 카메라 기

재하고 잡음을 제거하는 기술을 도입하

어 갔다. 그런데 6천년 만에야, 겨우 한

2. 심폐기능 확장, 감기와 천식예방, 뇌

능의 놀라운 향상과 휴대성의 장점으로

여 음질이 확실히 깨끗하게 들린다. 그렇

명이 영생의 길을 얻어 냈다. 이 사람은

질환에 효과적. 3. 소화 호흡기 정화, 옆

말미암아 카메라 시장뿐만 아니라 MP3기

지만 그 소리가 과연 좋은 소리일까? 하는

이 팔린다. 좋은 소리를 들으려면 고성

억천만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 영생의

구리 담 경락 자극, 척추좌우교정, 설사

기 시장까지 아예 점거해 버렸다. 더구나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듣기 좋은 소리이

능 DAP(Djgital Audio Player)를 구매하라

도를 획득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만분의

변비에 효과적. 4. 옆구리 군살과 복부

LG폰의 오디오 녹음 성능은 녹음 전문 기

지 악기 고유의 음색과는 거리가 먼 소리

고 대대적으로 광고한다. 기기를 구매하

일 만이라도 따라오면, 영생할 수 있다고

지방제거.

기에 육박하고 있으며 오디오 음원의 품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 나면 그에 걸맞은 헤드폰이나 이어폰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완성자인

팁: 발에 쥐가 날 때는 무릎을 쭉 펴

아무리 좋은 음을 재생한다고 해도 현

을 구매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고가의 헤

이 사람에게 와서야, 나라는 것이 마귀라

고 엄지발가락과 발목을 가슴 쪽으로

장의 연주 소리를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

드폰을 장착하면 어느 정도는 좋은 소리

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니 나를

당겨준다.

그러다 보니 오디오 생산회사들은 생

다. 사람은 소리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

를 들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스마트폰에

짓이기기 시작을 했던 것이다. 나를 미워

존을 위하여 MP3의 생산을 포기하고 고

다. 몸으로도 소리를 느끼기 때문에 단순

100만 원이 넘는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사

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무엇이

동작①: 엎드려서 팔꿈치를 바닥에

성능 오디오인 DAP(Djgital Audio Player)

히 귀로 듣는 소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

용해봐야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먹고 싶으면 먹지 않고, 졸리면 잠을 자

붙이고 코로 숨을 마시면서 천천히 이

로 방향을 바꾸어 생존을 위한 안간힘을

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기기를 사용하

스마트폰의 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고성능

지 않는 반대생활을 긴긴 세월 동안 했

마를 들어 내 쉬는 숨에 고개를 들어준

쓰고 있다. 스튜디오와 공연장에서 녹음

더라도 제대로 된 소리를 들려줄 수가 없

DAP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

던 것이다.

다. 20초 유지 5회.

한 원음을 그대로 살려주는 대용량 음원

다는 것이다. 더구나 기기는 좋은데 헤드

다고 비싼 DAP를 구입해 봐야 기대했던

을 담을 수 있는 고성능 DAP로 현장의 소

폰이나 이어폰이 저가의 제품이라면 좋은

소리는 나지 않는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

리를 담았다는 전략으로 과거 MP3기기를

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가의 헤

르고 선호하는 소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용했던 소비자들의 욕구를 자극하고 있

드폰과 이어폰으로 바꾸어야 한다.

덥석 고가의 DAP를 구입하고는 그 소리

만성적 허리통증, 디스크로 인한 요통

오디오 회사들은 생존을 위하여 오디

에 만족하지 못하여 더 고가의 DAP로 바

을 예방하는 비결은 유행처럼 하는 것이

동작③: 엎드린 상태에서 오른쪽다리

오 기기를 판매해야 살아남는다. 고성

꾸기보다는 차라리 괜찮은 헤드폰을 먼저

아니라 꾸준한 인내로써 수련을 하면 좋

를 접어 90도가 되도록 한다. 마시는 숨에

동작④: ③번에 이어서 내쉬는 숨에 왼쪽

조금은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

능 기기에 고음질의 원음에 가까운 음원

구입하는 것이 좋다. 그 후에 자신의 취향

다. 척추의 위아래를 단단히 잡아주며 척

천천히 이마를 들어 내쉬는 숨에 하늘을

뒤꿈치를 바라본다. 10초 유지 양쪽 교대

만 한 마디로 단정한다면 큰 차이는 없다.

을 담아 훌륭한 소리를 들려주어야 제품

에 맞는 적당한 DAP를 선택하면 된다.*

추 주위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요가 자

바라본다. 10초 유지 좌우 교대로 3회.

로 3회.*

질은 MP3기기를 서랍에서 잠자게 만들어
버렸다.

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기기를 사용하
면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격암유록 新해설
제63회

구세주 말씀 중에서!

디스크에 좋은 자세~~~

千萬星辰一時會 천만성진일시회

만 영원토록 계속되는 세상이 오느니라.

동작 ①

동작 ②

동작③

동작②: ①번 자세에서 숨을 내쉬며

팔꿈치를 서서히 펴고 고개를 뒤로 젖
혀 뒤꿈치를 바라본다. 주의: 배꼽과 치
골은 바닥에 붙이고 어깨는 힘을 뺀다.

동작④

주의: 양쪽 골반이 뜨지 않도록 하며, 어
깨에 힘을 뺀다.

나를 이기는 길

천신이 강림하여 감로해인을 내리심은
고해에 빠진 창생을 불로장생케 하려 함이니라

弄弓歌(三) 농궁가

세 중 코브라 자세.

피가 썩는 이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숨을 쉬어야 한다.

썩으면 항산화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

운 81궁 정도령이 청림정도사가 되는 것

코를 통하여 흡수된 산소는 폐에서 95퍼

지 못하므로 산화스트레스가 일어나고,

四象八卦白十勝 사상팔괘백십승

천지개벽이래로 처음 맞는 운(中天運)

이다.(중간에 여인 한분이 있으니 세분이

센트가 미토콘드리아로 보내진다. 미토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인슐린내성을 초

無後裔之鄭道令무후예지정도령은

十極世界蓮花坮 십극세계연화대

이요 동방의 목운(木運=72궁 정도령)이

합하여 금운 81궁 속에 하나가 되어 있다.

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이다. 미토콘

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가 썩

何姓不知正道來하성부지정도래

似人不人金鳩鳥 사인불인금구조

시황제(始皇帝)로 나오느니라. 이어서 목

= 삼위일체, 삼신일체) 청림(靑林)은 손진

드리아가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세포

어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선생님의 말

無極天上雲中王무극천상운중왕이

見而不知木兎人 견이부지목토인

운 72궁의 아들격인 금운 81궁 정도령(목

양목(巽震兩木)을 말하며 손(巽)은 계(鷄=

들은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서

씀은 매우 과학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

太極再來鄭氏王태극재래정씨왕은

七十二氣造化理 칠십이기조화리

운과 금운이 합해진)이 사망의 신인 마귀

닭)요 진(震)은 룡(龍)이다.

죽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토콘

다.

四柱八字天受生사주팔자천수생이

地上仙國朝鮮化 지상선국조선화

를 이기신 완성의 하나님으로 나오게 되

修身齊家수신제가한 然後연후에

千年大運鷄龍國 천년대운계룡국

느니라. 개과천선(改過遷善)하면 수명을

遠理遠理원리원리자던잠을

四時不變永春世 사시불변영춘세

더하고 불로불사의 세계로 들어가게 해주

深理奧理십리오리깨고난 後후

開闢以來初逢運 개벽이래초봉운

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니 한

石崇公석숭공의 大福家대복가로

三八木運始皇出 삼팔목운시황출

심한 일이로다.

萬人救濟만인구제먼저하고

改過遷善增壽運 개과천선증수운

東方朔동방삭의 延年益壽연년익수

世人不知寒心事 세인부지한심사

따라서 계룡은 충청도 공주 계룡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드리아가 유독한 활성산소를 생성한다.
이를 산화스트레스라고 한다. 산화스트

그러면 왜 피가 썩는 것입니까?

레스는 산소가 분해되면서 생기는 활성
말세의 성군을 보고도 모르느니라. 그

산소로 말미암아 세포와 조직 및 기관의

선생님: 피는 마음먹는 대로 변하는

말세의 성군은 천지의 음양합덕(陰陽合

기능이 파괴되는 것을 말한다. 산화스트

것이다. 이걸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모른

德)하신 분 즉 무극대도를 완성하신 분으

레스에 방어하기 위해서 인체는 항산화

다. 죽을 마음을 먹으면 피가 썩게 되고

鷄龍都邑非山名 계룡도읍비산명

로 구름 같은 감로해인(이슬성신)을 내리

시스템을 가동한다. 만일 이 항산화시스

영생할 마음을 먹으면 피가 썩지 않게

誕生靑林正道士 탄생청림정도사

는 신령스러운 천신(天神)이 강림한 정도

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산화스트

되는 것이다.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한

천지의 양신(兩神) 즉 성경상의 에덴동

末世聖君視不知 말세성군시부지

령이니라. 천하를 두루 살피다가 조선 즉

레스로 인해 노화가 진행된다.

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후예(後裔)가 없는 정도령이 어떤 성씨

산에서 잃었던 아담 해와를 다시 회복하

其聖天地合其德 기성천지합기덕

한국 땅에 오셔서 궁을의 십승대도(十勝

또한 미토콘드리아에 당이 들어갈 때

우리 말 속에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

인지는 모르나 바르고 바른 영원한 생명

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삼위일체 완성

雲中靈神正道令 운중령신정도령

大道)로 천하를 밝히고 사람들을 불로장

에는 인슐린이 필요하다. 인슐린은 미토

한 현상에 관한 말들이 많이 있다. 놀란

의 진리를 들고 오시나니 본래 무극의 천

자가 되신 분이 동방 땅 한국에 다시 나오

遍踏天下朝鮮來 편답천하조선래

생하게 하여 지상신선의 나라를 이루어

콘드리아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

사람보고 얼굴이 사색(死色)이 되었다

상에 운중왕(雲中王)으로 계시다가 태극

느니라.

弓乙大道天下明 궁을대도천하명

내느니라. 천신(天神)이 강림하여 영부(靈

이다. 그런데 세포가 노화하면 미토콘드

고 한다. 놀라는 순간 피가 썩어서 죽은

구변구복(九變九復)의 이치에 따라 정

不老長生化仙國 불로장생화선국

符) 즉 감로해인(이슬성신)을 내림은 다

리아가 제 기능을 못해 핏속에 있는 당

사람처럼 얼굴이 시커멓게 된다. 기분

도령(육도삼략의 마지막인 6도81궁 금운)

天降弓符天意在 천강궁부천의재

그 뜻이 있나니 창생을 고해에서 구제하

을 제대로 에너지로 변화시키지 못함으

이 좋을 때에는 얼굴이 밝게 빛난다. 이

하늘로부터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받

이 불사영생(不死永生)의 무극대도를 완

拯濟蒼生誰可知 증제창생수가지

려는 것을 누가 가히 알겠는가?

로써 핏속에 당이 늘어남에 따라 췌장은

때에도 피가 변해서 얼굴색이 변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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