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③

생명샘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수니의 
요가교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물이 생존한다 

생각이 흐려지면 피가 썩는다. 나를 의

식하면 피가 썩는다. 욕심을 부리면 피가 

썩는다. 이 사람이 선포한 새로운 말씀을 

과학자들이 앞으로 실험해볼 것이다. 첨

단 과학자들이 풀지 못하고 헤매는 미지

의 문제를 여기서 풀어주고 있다. 소련의 

과학자가 고주파 촬영기로 사진을 찍어

보니 사람 몸에서는 강한 광선이 나오고 

나뭇잎에서는 약한 광선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도대체 그 빛이 무엇인지 연구

를 거듭 했지만 그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사람의 몸에서 광선 물질

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이며 사람 속에 있

는 생명의 물질이 쏟아져 나와 모든 만

물에 스며들어가 만물이 생명을 유지하

고 있는 것이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골반, 척추, 허리 근육 강화 운동

척추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유지하고 척추의 기둥을 잡아주는 역할

을 하는 몸 안의 작은 근육 (복횡근, 다

열근, 골반저근) 같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요가 동작 들

을 수련해 보실까요?

주의: 모든 동작 시 복부를 허리에 붙

이고 골반과 양 어깨는 사각을 이룬다.

동작①:  누워서 양 무릎을 세우고 골

반을 서서히 들어 올린다. 10~20초 유

지. 5회.

동작②: ①번 자세에서 골반을 더 위

로 올리면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반대

쪽 무릎과 평행할 때까지 들어 올린다. 

10~20초 유지. 좌우 3세트.

동작③: 엎드린 자세에서 한쪽 발을 

가슴 앞으로 접고 양 손바닥을 어깨 아

래 바닥을 짚는다. 될 수 있으면 골반이 

바닥에 닿도록 하고, 상체는 꼬리뼈부

터 머리 끝까지 길게 늘려준다. 10초 유

지. 좌우 3세트.

동작④: 옆으로 누워서 팔꿈치를 어

깨와 평행하게 세우고 양쪽무릎을 쭉 편

다. 골반을 들어 올린다. 10초 유지. 좌우 

3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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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스룰리 블로트닉 연구조사에서

는 1,500명의 사람들을 두 분류로 나누어 

20년 동안 추적했다. A 그룹에 속한 사람

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려면 먼저 돈

부터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직업을 선

택한 사람들로서 연구 대상의 83퍼센트

를 차지했다. 나머지 17퍼센트인 B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돈은 나중에 걱정하겠다는 정신으로 

자신의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이 조사는 몇 가지 깜짝 놀랄 만한 결

과를 내놓았다. 20년 후에 1,500명 중에서 

101명이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 101명의 

백만장자 중에서 한 명을 제외한 100명이 

B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자신이 원

하는 것을 먼저 추구한 사람들의 그룹이

었다.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활력

이 넘쳐 자신의 능력보다 더 많은 능률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놀라

운 결과이다. 공자도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심장 질환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한다. 미사추세츠 주의 한 연

구 단체에서는 심장병의 원인을 밝히

기 위해 조사 대상자들에게 두 가지 질

문을 던졌다. 당신은 행복한가? 당신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가? 이 두 가지 

대답에 ‘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심장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

할 확률이 높은 이유가 자신이 하고자 하

는 일에 대한 열정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이다. 사람은 환경

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

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가

고 또 만들어간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

하면 그 원인을 운으로 돌리고 실패하면 

자기 탓으로 돌린다고 한다. 어려운 환경

에 굴복하지 않고 환경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나가는 사람이 결국 성

공한다.

어려운 환경을 자신에게 맞게 만들어가

기 위해서는 간절한 바람이 잠재의식까지 

미칠 정도로 곧고 강해야 한다.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주위의 시선에 우왕좌왕하

지 말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가겠다고 굳게 다짐해야 한다. 그리고 반

桃符神人(도부신인)

陰盛陽衰  음성양쇠되옴으로

掀天魔勢死之權 흔천마세사지권을

이러므로 因인하야서

先奪十字鬼勢 선탈십자귀세오니

先入者 선입자는 陰氣 음기바다

從鬼者 종귀자가 될것이요

中入者 중입자는 陽氣 양기바다

從神者 종신자가 될것이니

八陰先動愼之 팔음선동신지하고

三陽中動 삼양중동 찾아들소

三陽神 삼양신은 三神 삼신이요

八陰鬼 팔음귀는 八魔 팔마라

先動修道陰十字선동수도 음십자요

中動修道陽十勝 중동수도 양십승을

陰鬼十 음귀십은 黑十字 흑십자요

陽神十 양신십은 白十勝 백십승을

陰陽分解 음양분해 모르고서

十勝仙道 십승선도 찾을소냐

음이 왕성하고 양이 쇠약함으로 마귀

가 사망의 권세를 쥐고 천지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먼저 십자의 도를 탈

취함에 따라 먼저 십자의 도에 들어간 자

는 음기를 받아 마귀를 따르는 자가 될 것

이요. 중간에 들어간 자는 양기를 받아 천

신(天神=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이

니 팔음(八陰)이 먼저 움직일 때는 삼가고 

중간에 삼양(三陽)이 움직일 때에 십자의 

도에 찾아드소. 삼양신은 삼신(三神)이요. 

팔음귀(八陰鬼)는 팔마귀(八魔鬼)라. 먼저 

움직여 수도하는 것은 음십자의 도를 닦

는 것이요. 중간에 움직여 수도하는 것은 

양십승의 도를 닦는 것이니라. 음귀 십자

는 흑십자요. 양신 십자는 백십자인데 십

자라도 음양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모르

고서 십승 선도를 찾을 수 있겠는가? 

풍이 불어 푸른 구름(근심걱정)을 날려 보

내니 오랜 세월 인류의 슬픔과 고통을 없

애시니 양목(兩木) 합일(合一)한 청림도사

일세(금운=목운+금운). 기암괴석(奇巖怪

石)이 하늘 높이 솟아난 봉우리 봉우리마

다 등촉을 달아서 어둡고 두려운 긴긴밤

을 밝혀주니 해와 달이 없어도 너무나도 

밝고 밝아 불야성을 이루느니라. 

연화대위 공중에 보옥(寶玉)으로 아름

답게 꾸민 누각과 궁전이 있으며 구름 안

개가 병풍처럼 둘러 있고 십이 신인은 신

령스러운 구름사다리를 타고 천상의 백옥

루(白玉樓)를 오르내리느니라. 산을 옮기

고 바다를 건너게 하는 해인을 용사하며 

오고 감을 마음대로 하고 매사에 애써 힘

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며 백발에 

늙은 몸으로 아무 쓸모없던 자가 신선의 

풍채와 도인의 골격이 되어 몸과 마음이 

다시 젊은이로 변화하니 이팔청춘의 젊

은 몸가짐과 결코 노쇠하지도 않는 영원

한 청춘으로 변화하니 이것이 극락세계의 

영원한 청춘으로 영생을 누린다는 꿈이런

가? 

病入骨髓不具者 병입골수불구자가

淸水名山蓮花坮 청수명산연화대의

十二穴脈蓮穴 십이혈맥련혈로

十二神人先定後 십이신인선정후에

各率一萬二千數 각솔일만이천수를

七寶之中玉蓮發 칠보지중옥련발이

大聖君子二尊士 대성군자이존사로

靑雲東風久盡悲 청운동풍구진비에

兩木合一靑林 양목합일청림일세

奇岩怪石雲消峯 기암괴석운소봉에

峯峯 봉봉에 燈燭 등촉달고

睧衢長夜 혼구장야 밝혀주니睧睧

月無光不夜城 일월무광불야성에

十二神人蓮花坮上 십이신인련화대상

空中樓閣寶玉殿 공중루각보옥전에

雲霧屛風靈理化 운무병풍영리화의

雲梯乘天白玉樓 운제승천백옥루를

倒山移海海印用事 도산이해해인용사

任意用之往來 임의용지왕래하며

無爲理化自然 무위이화자연으로

白髮老軀無用者 백발노구무용자가

仙風道骨更少年 선풍도골갱소년에

二八靑春妙 이팔청춘묘한  態度태도

不老不衰永春化 불로불쇠영춘화로

極樂長春一夢 극락장춘일몽인가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명산(名山=계룡

산) 연화대의 십이 혈맥이 신선이 되는 혈

(穴)로 연결 작용함으로써 십이(十二) 신

인(神人)을 먼저 정한 후에 각기 일만 이

천수를 통솔하게 되느니라. 일곱 가지 보

물 중에 옥 같은 연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

이 대성인이시며 도통 군자이신 두 분이 

이존사(二尊士=목운금운)로 나오시고 동

北邙山川閑臥人 북망산천한와인도

死者回春甦生 사자회춘소생하니

不可思議海印 불가사의해인일세 

六年修道通理說 육년수도통리설로

來世分明傳 내세분명전했으니

極樂論 극락론에 琉璃世界유리세계

蓮花坮上 연화대상일렀으니 

三百修道通理說 삼백수도통리설로

克己死亡傳 극기사망전했으니

逆天逆理脫劫重生 역천역리탈겁중생

永生論 영생론을 傳전했으니

上告先知預言論 상고선지예언론을

어느누가 信任 신임했노

 

골수에까지 병이 들은 불구자와 북망산

천에 편안히 누워있을 자와 곧 죽을 자도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참으로 불

가사의한 해인일세. 육 년간 수도하여 도

통한 석가의 말씀에 오는 세상을 분명히 

전했으니 극락론의 유리세계와 연화대상

의 신선세계가 그것이니라. 옛 성인들은 

삼백년 수도하여 깨친 이치를 말하며 나

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이

긴자가 출현할 것과 천지가 개벽되는 즉 

죽는 세상이 죽지 않는 세상으로 뒤바뀌

는 탈겁중생의 영생론을 전했으나 예로부

터 선지자의 예언론을 어느 누가 신임했

는가?*           박명하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 3912 5953

드시 이룰 수 있다고 굳게 믿어야 한다. 간절

하게 바라면 그 생각이 반드시 그 사람의 행

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들은 조금씩 조금씩 

성공에 더욱 가까이 이르는 과정이 된다. 먹

고 자는 것을 잊을 정도로 간절히 바라면서 

하루종일 마음속 깊이 새기면 그 생각은 잠

재의식까지 침투해 들어가서 자고 있을 때도 

활동하며 간절함이 강할수록 좀 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  

진정 원하는 일이란 양심이 기뻐하는 일이

며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이다. 성공을 위하

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 욕심 채우

기에 급급해서는 결단코 성공은 없다. 성공

은 혼자서는 이루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주

위의 사람들이 나의 성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다른 사람도 나를 돕는다. 다른 사람

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자에게 최

고의 축복이 함께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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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암유록 新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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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십자(黑十字)와 백십승(白十勝)을 분별해야 
십승선도(十勝仙道)를 찾으리라

이기는 
삶 진정 원하는 일을 하라

동작 ①

동작④

동작 ②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지녀온 미풍

양속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신의 몸마저 

낮추어 경시하는 일은 크게 잘못된 일이

다. 자신의 마음에 의해 조종되기에 자신

의 몸인 줄 알고 있고 일평생 써먹다 내

다버리는 그런 도구로 알고 있다면 그것

은 크나큰 착각이라는 말씀이다. 

제대로 알고 보면 사람의 몸은 불멸성

을 가지고 있고 온갖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보물창고다. 성경 속에는 사

람의 몸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까지 추켜세웠다. 땀 냄새나고 피부각질

에, 무좀 등 온갖 질병에 노출되는 몸이

지만 사실은 굉장한 이름을 가진 존재임

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종교적으

로 말해본다면 사실 사람의 몸이 하나님

의 몸이다. 하나님을 멀리서 찾는 바보가 

있는데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찾았던 거다. 

그러면 현재 그 몸을 마음껏 부리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에 대해 

세밀히 아는 분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잘 모르면 잠자코 배워야 한다. 누구나 

‘자기 자신’이란 존재를 가지고 있는데 

그놈이 바로 ‘마귀’라는 놈이다. 그 몸을 

점령해서 마음대로 하며 생명력을 약화

시키고 결국에 가서 가늘게 된 그 생명

줄마저 끊고 마는 존재가 바로 그 놈이

다. ‘염라대왕’이 멀리 있는 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웃기는 노릇이다. ‘염라대왕’

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러면 그 몸의 실제 주인은 누구인가 

알아볼 차례다. 그 몸의 실제 주인은 성

령(聖靈)이다. 성령에 대해 별별 추측이 

난무하고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에 알고 보면 우리인간의 본래 정신

이다. 그 정신을 찾아서 자기의 것으로 

이해하고 그 정신으로 하여금 몸을 부리

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

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니까 하자(瑕

疵)가 없다. 잘못되는 일이 없다. 영생도 

성령이란 마음이 그 몸을 점령하여야 가

능한 거다. 성령이 우리가 종래 지녀야 

할 마음이라고 말하면 ‘머리가 멍’해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의 본래마음이

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특히, 이긴자가 출현하여 마귀에게 다

시는 지지 않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된 

성령이기에 기막힌 시대가 곧 도래한다. 

모두가 이긴자가 되어 영생을 도모하게 

된다. 이긴자가 한 명인 줄 알고 있고 그 

이긴자만 제거되면 승리제단이 망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단한 오해다. 지

금도 이긴자는 계속 배출되고 있는 중이

다. 본래의 정신을 소유하고 하나로 되어

지는 사람들이 자꾸 불어나고 있다. 이는 

조희성이란 분이 살아 있고 감로광명의 

분신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안준영 승사 / 시드니 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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