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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삶

앞쪽형 인간

수니의
요가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앞쪽형 인간이란 인간의 뇌를 앞과 뒤

다. 판단력과 의욕이 떨어져 멍

로 나누어 뇌의 앞쪽을 주로 사용하는 사

한 상태가 되어 무리에서 도태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받들어라’

람을 일컫는 말이다. 뇌의 앞부분인 전두

되고 마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나라는 의식이 욕심을 부리므로 나라

엽은 사람의 판단력, 집중력과 생각을 행

나 원숭이에게 있어 전두엽의

는 의식이 악한 마음이요. 악한 마음이

동으로 옮기는 기능을 담당한다. 앞쪽 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

악령이다. 이 엄청난 사실을 공자나 맹자

주는 것이다.

를 많이 활용하면 자신의 능력을 적절하

동작①: 등 대고 누워서 무릎을 어깨

너비로 넓혀, 직각으로 세운다. 숨을 마
시고 내쉬고 반복한다. 20초 유지

예수 석가도 전혀 몰랐고 그 누구도 몰

동작②: 숨을 마시면서 엉덩이 골반

게 발휘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물론 조

앞쪽 뇌가 손상된 환자들의 큰 특징은

가지 일에 고도로 집중하게 되는데, 처음에

랐던 것이다. 나라고 하는 악령을 죽이는

허리 등 순서로 끌어 올린다. 무릎은 하

직 사회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자아 상실이다. 앞쪽 뇌가 손상된 환자는

는 작은 분량으로 시작하여 반드시 마무리하

비결은 이 사람도 하나님처럼 여기고, 저

늘을 향하고 발바닥을 바닥에 붙인 상

으로 성장하게 된다.

주위 자극을 억제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여 손에 쥐는 결과물을 얻게 되면 그다음에

사람도 하나님처럼 여기고, 남자나 여자

태로 숨을 내쉬면서 복부 허벅지 안쪽

뇌 전문가 나덕렬 박사가 15년간 사람

TV화면 등 주위 자극이 나타나면 여기에

다른 작은 봉우리를 넘을 수 있고, 결국에는

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사람이면 누구나

근육을 수축한다. 10초 유지 5회.

의 뇌를 연구한 결과 뒤쪽 뇌가 손상된 환

서 눈길을 떼지 못한다. 길거리에서 알록

큰 봉우리에 이르는 뛰어난 사람이 된다.

모두 하나님처럼 받들면 나라는 주체 의

자들은 기억력, 방향감각, 계산능력 등 인

달록한 물건이 있으면 주워오는데 식구들

앞쪽형 인간이 되려면 TV를 끄고 신문이

식은 밑으로 처지면서 고립되는 것이다.

효능: 페활량을 눂여주고 척추 골반

지기능이 떨어지더라도 판단력이 유지되

이 말려도 소용없다. 지하철에서 사람들

나 책을 읽어라, 그리고 써라. 외국어나 수화

그때 이긴자가 철장을 가지고 나라고 하

허리 부분 균형감 강화, 갑상선 자극해

고 주위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기 때문에

이 내리면 같이 내리기도 한다. 즉 내가 세

를 배워라. 평소 적절한 단어와 표현을 찾는

는 악령을 두들겨 부수어 죽이는 것이다.

서 부교감 신경 활성화로 불면증 해소,

언뜻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상의 주인이 아니라 주위 환경이나 자극

노력을 하라. 글쓰기, 그림그리기, 조립하기

나라는 주체 의식이 죽었다는 증거는 소

심신안정, 얼굴 혈액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이에 비해 앞쪽 뇌가 손상된 환자들

이 주인인 것이다.

등 창작활동을 하라. 일정계획을 세우고 시

변으로 시커먼 피가 쏟아져 나간다. 이것

해주어 동안 효과, 스트레스 해소.

또한 충동 억제를 못하여 지나치게 음

간관리를 하라. 사소한 일일지라도 틀리든

이 하나님이 되는 비결이요 자유율법의

거나 충동 억제가 안 되고 화를 많이 내고

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심지어는 마약 중

맞든 하나를 결정하는 습관을 들여라. 논리

총강이다.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주위 사람들과 잘

독에 이르게 된다. 주위 자극이나 충동에

적인 사고를 하라. 예측하고 계획하는 습관

지내지 못하는 말썽 많은 사람으로 변한

놀아나므로 결국 자아를 상실한 사람이

을 들여라. 앞쪽형 인간은 단순히 뛰어난 사

다고 한다.

된다. 앞쪽 뇌를 발달시키면 자기의 장점,

람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는 무엇을 하려고

이는 원숭이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이

색깔을 알게 된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

하는가? 진리는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스스

다. 왕 원숭이를 잡아다가 전두엽을 조금

기가 재미있어 하는 일을 찾게 되므로 강

로 하기 때문에 인생의 큰 목표를 알게 되고

효능: 종합비타민 효과, 골반 하체 균

동작④: 한족 다리를 접어서 세운다.

손상시킨 다음 숲속으로 돌려보내면 그

한 의지가 생긴다. 강한 의지는 머리가 좋

그래서 품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해

형으로 혈액순환에 도움, 호흡기 신장 강

3번과 동일하게 실행한다. 10초 유지 5

원숭이는 최하위 서열로 밀려난다고 한

고 나쁨의 문제를 뛰어넘는다. 그래서 한

간다는 것이다.*

화, 어깨통증 예방, 힙업 강화.

회.*

격암유록 新해설
제116회

말중운(末中運)

동작 ②

동작③

은 아무 의욕이 없는 멍한 사람으로 변하

고난과 연단을 이기고 대 도통하신
정도령이 불사영생의 신선세계를 열리라

동작 ①

동작③: 누운 자세에서 발끝을 세워
구세주 말씀 중에서*

몸쪽으로 당긴다. 팔꿈치를 세운다. 숨
을 마시면서 가슴을 위로 끌어 올린다.

종합비타민, 폐를 튼튼히, 동안 얼굴로!!!

때로다. 인내(忍耐)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
해야 하느니라. 갑진 을사가 지나가면 때

10초 유지 5회.

동작④

생명샘

진리 학회의 필요성

여! 때여! 남자의 때가 오리라. 남자는 비
여자(非女子)이니 악조건의 시기가 온다

이해가 된다.

는 의미이다. 백조일손(百祖一孫)은 남자

필자는 신인류문화학회에서 주최한

운이요. 백조(百祖) 십손(十孫)은 여자 운

2021년 추계 학술발표회에서 최원혁 님

제단 일부 신도들은 이 역사가 곧 이루

륵불)은 호생(好生) 즉 사람 살리는 일을

(정도령)에게 가야지, 정도령이 계시는 거

이니라. 천지가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한국휴먼디자인학회 연구위원)의 발표

어질 것이라고 낙관하고 주머니에 손을

하시는 분이니라. 진경(眞經)을 많이 읽고

룩한 거처(居處)로 가야지. 신령한 거처로

있다는 말이 있느니라.(천지가 무너지는

논문에 대한 논평을 하면서 신인합일과

넣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 아쉽다. 물론

非鄭爲鄭非犯氏 비정위정비범씨요

외워서 사람을 살리라는 정도령의 말씀에

가야지. 하늘이 내리는 무서운 고난(苦難)

것과 같은 대 환란이 있어도 소사(素砂)에

같은 좀더 세련된 학술적 술어를 사용하

미래를 낙관하는 옵티미즘은 좋은 마음

非趙爲趙非犯氏 비조위조비범씨라

순종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널리 만물을

과 연단(鍊丹)을 거쳐 지상선국을 세우게

서 불사영생의 진리가 나와 새 하늘 새 땅

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필자와 같은

가짐이지만 낙관하는 일에 대한 구체적

鄭趙犯王易理王 정조범왕역리왕을

사랑할지니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되어있으니 고난과 연단을 잘 이겨 나가

즉 신천신지를 세우느니라.) 죽어 천당 간

신앙인은 학자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표

대안과 노력 없이 막연히 희망을 가지고

易數推算 역수추산알아보소

천진(天眞)스런 부녀자가 너도 나도 되자

야 도통하게 되는 것이 여자운(女子運)이

다는 비진리(非眞理)를 주장하는 구천지

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논평에 조금 어

있는 것은 미신이거나 망상일 수도 있다.

河洛圖書九宮加一 하락도서구궁가일

꾸나.

니라. 여자운(女子運)은 호운(好運)을 말

(舊天地)가 무너지고 소사에서 살아 천당

려움을 느꼈었다. 이보다 더 깊은 깨달

미래는 범부들에게는 그릴 수 없는 그림

하며 호(好)자는 어머니가 자식을 안고 있

가는 불사영생의 참 진리가 나와 신천지

음은 영생학을 좀더 심도 깊게 연구하여

이다. 따라서 구세주의 말씀에 의해서 미

는 모양을 의미하고 가장 아름답고 평화

(新天地)를 세운다는 의미이다. 백(白)은

타종교와 비교 고찰하여 발표하면 세인

래를 설계해야 한다. 제단의 발전은 백년

롭고 편안한 상태(자비로운 모습)를 말한

소(素)를 말한다.

들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

대계가 아니라 천년대계를 짜야 한다는

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말이다.

仙源十勝선원십승아오리라

甲乙歌 갑을가

一心正道修身 일심정도수신하면
水昇火降四覽四覽 수승화강사람사람
耳目口鼻身手淨 이목구비신수정에

伽倻伽倻趙氏伽倻 가야가야조씨가야

다. 여자 여자는 세상 여자가 아니니라.(女

여자시(女子時) 즉 여자는 호(好)자이므

豪釐不差無欠 호리불차무흠으로

鷄龍伽倻聖室伽倻 계룡가야성실가야

子運=好運) 남자 남자도 세상 남자가 아

로 좋은 때(中入중입의 시기)에 정도령이

天賊之姓好生之德 천적지성호생지덕

靈室伽倻困困立 영실가야곤곤립에

니니라.(男子運=惡運, 惡條件) 활시위에

계신 곳으로 가야 하느니라. 그렇지 않으

多誦眞經活人說 다송진경활인설에

困而知之女子運 곤이지지여자운을

화살을 걸어서 대(대나무=竹) 화살을 쏜

면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일을 못 보리라.(험

구세주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쉽게 이

승리제단의 승사라면 누구든지 어떻

博愛萬物慈悲之心 박애만물자비지심

女子女子非女子 여자여자비여자

듯이 순식간에 오시는데 구사일생(九死

악한 꼴을 당하리라.) 호운(好運)중에서도

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원

게 하면 영생의 말씀을 이 세상에 퍼뜨

愛憐如己 애련여기내몸같이

男子男子非男子 남자남자비남자라

一生=困而知之) 즉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악조건 즉 좋지 않는 일이 있느니라. 6도

의 역사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려면 전도

릴 것인가 연구해야 한다. 구세주의 말씀

天眞천진스런婦女子녀자가 너도나도 되

弓矢弓矢竹矢來 궁시궁시죽시래

연단을 이기고 대 도통하여 오시는 미륵

81궁 여자 신선 정도령이 세상에 출현하

가 활발히 되어 많은 새식구들이 늘어나

은 성경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구나

九死一生女子佛 구사일생여자불

불(정도령)이 호운을 열리라. 죽는 세상을

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여자운수 즉 여

야만 한다. 그러나 현 실정은 구세주께서

언급하지 못한 귀한 영생의 말씀임에도

何年何月何日運 하년하월하일운

죽지 않는 세상으로 만든다는 의미이다.

자 신선인 정도령(6도 81궁)이 나오는 운

육신을 벗었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좀체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평가절하된 분위

천년대계를 수립해야 한다

학회를 출범시킨 혜안

세상 정씨가 아닌 정씨요 세상 범씨가

是非風波處處時 시비풍파처처시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의 운인가? 시

수라. 조을시구. 조을시구(鳥乙矢口)를 풀

열리지 않고,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다. 구세주께서는 2002년경 <세계진리

아닌 범씨요, 세상 조씨가 아닌 조씨요, 세

避亂之方何意謀 피란지방하의모

비풍파(是非風波)가 곳곳에 일어날 때에

이하면 새 조(鳥)에 새 을(乙) 시구(矢口)

비대면 사회활동이 늘어나 노방전도를

학회>라는 이름의 학술연구단체를 설립

상 왕씨가 아닌 왕이요. 정조범은 왕이니

默默不答不休事 묵묵부답불휴사

(‘시비 많은 진인’이라는 말처럼 옳다 그르

는 알 지(知)이다. 을(乙)을 알아야 한다는

비롯한 대외적 전도활동의 기회가 줄어

하여 회장과 임원을 구성하신 적이 있다.

역리상의 왕이니라. 왕(王)은 천지인을 하

甲乙相隔龍蛇爭 갑을상격룡사쟁

다 이단이다 사이비이다 등 세상에서 말

의미. 죽는 세상을 안 죽는 세상으로 천지

들어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지금은 유명무실한 학회가 되어 버렸지

나로 꿰뚫은 분이요 천상천하의 천지에

雲中茅屋雲霄高 운중모옥운소고

이 많은 분이라는 뜻이다.) 피란하는 곳을

개벽 시키는 정도령의 불사영생의 진리를

사정에 처하게 되니 구세주께서 여러분

만 구세주의 혜안을 받들어 지금이라도

십(十)을 세운 분이요.(王=田=十勝=牛=

時乎時乎不再來 시호시호불재래

어떻게 알아보고 도모할 것인가? 오직 묵

알게 되면 기쁜 나머지 조을시구! 라고 하

들이 구세주가 하라는 대로 전도하지 않

그와 같은 학회를 발전시켜야 나가야 한

三一=正=曺=一字縱橫) 역리를 추산하여

忍耐忍耐又忍耐 인내인내우인내

묵부답으로 각자의 본분을 다하며 쉼 없

면서 한자락 춤사위를 벌인다는 의미가

고 있으니 구세주는 부득이 그러한 때를

다. 영생의 진리말씀을 학문적으로 연구

알아보시오. 하도낙서의 구궁가일(九宮加

甲乙龍蛇已過後 갑을룡사이과후

이 진리를 궁구할 일이니라. 갑진 을사에

있다. 새로이 날아오는 새는 금구조(金鳩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구원의 역

해서 발표하는 분위기가 조속한 시일내

一=十)의 이치 속에 사람을 신선으로 변

時乎時乎男子時 시호시호남자시

구름 속 초가집이 하늘 높이 솟은 것처럼

鳥=금비둘기=6도 81궁 정도령)이다.*

사는 천 년이 걸린다고 하셨다는 말씀이

로 조성되면 좋겠다.*

화시키는 십승(十勝=마귀를 이기신 삼위

百祖一孫男子運 백조일손남자운

정도령이 만인(萬人) 위에 뛰어난 분임을

박명하 /고서연구가

일체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으리라. 일

百祖十孫女子運 백조십손여자운

알리라. 때여! 때여!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심 정성을 기울여 올바른 영생의 도를 닦

天崩地坼白沙立 천붕지탁백사립

myunghpark23@naver.com
010 3912 5953

아 수신(修身)하면 감로 해인을 받아 수

靈室伽倻女子時 영실가야여자시

승화강이 이루어지나니 사람마다 이목구

不然不然非女子 불연불연비여자

비(耳目口鼻)와 몸과 손이 깨끗해져서 털

女子中出男子運 여자중출남자운

끝만큼의 차이도 없이 흠이 없는 완전한

女子出世矢口知 여자출세시구지

몸이 되어 하늘 백성이 되느니라. 이것이

女子運數鳥乙矢口 여자운수조을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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