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 합2020년 8월 1일 토요일2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이기는 

삶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지혜

마음은 생화학공장

『옥은 쪼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모른다. 이런 

까닭으로 옛날에 왕 된 자는 나라를 세우

고 백성들에게 임금 노릇을 함에 교와 학

을 우선으로 삼았다. 

비록 좋은 안주가 있더라도 먹지 않으

면 그 맛을 알지 못하고 비록 지극한 도가 

있더라도 배우지 않으면 그 좋음을 모른

다. 이런 까닭으로 배운 연후에 부족함을 

알고 가르친 연후에야 막힘을 알게 된다. 

부족함을 안 연후에 스스로 반성할 수 

있고 막힘을 안 연후에 스스로 힘쓸 수 있

으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일과 스승

에게서 배우는 일이 서로 도와서 자기의 

학업을 증진시킨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다. 배움이 깊을수록 겸허(謙虛)해 진다

는 뜻으로 비유된다. 공부를 많이 하여 학

문의 깊이가 아무리 깊다고 해도 막상 가

르쳐 보면,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

물질이 한쪽으로 치우쳐 조화와 균형이 

깨져서다. 어떤 사람은 마음만 중요하다

고 먹는 음식을 소홀히 하는데 이는 매우 

잘못되었다. 몸은 다양한 물질(원소)로 구

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물질의 질

서와 조화를 구성하는 것이 마음이자 정

신이다. 아무리 먹는 음식을 골고루 먹어

도 그것이 제대로 소화되고 몸 구석구석 

잘 전달되게 하려면 마음이 편하고 이완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괴롬과 욕심, 미움

과 폭력 등 부정적 상태에서는 무얼 먹어

도 제대로 소화도 안 되고 신진대사도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 측면

과 물질적 측면을 이해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원리가 숨어 있는 것이다. 바로 마

음이 우선하면서 몸을 지배하는 이치가 

여기에 있다. 

마음을 잘못 먹으면 몸에 해로운 물질 

생성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몸은 물질

負천신부이 地鬼勝지귀승을 此然由차연

유로 因인하여서 勝利者승리자의 노름으

로 天地反覆천지반복 할일없어 地上權지

상권을 일었다네”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떤 것을 믿어도 구원없다

성경말씀과 격암유록 예언서 말씀과 같

이 태극세상은 마귀신이 다스리는 세상이

요 마귀세상은 인간(죄인)세상이요 인간

세상은 음양의 세상이므로 사람을 위시한 

이 세상 만물이 다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음양의 세상은 유한(有限)의 세상이요 

하나님의 신인 중성의 세상은 무한(無限)

의 세상이요 영생의 세상이다. 음양의 세

상은 분열의 세상이요 쪼개지는 세상이며 

중성의 세상은 하나로 합치는 세상이다. 

불경과 원효결서에도 만법귀일(萬法歸

一)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세상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구원이요 영생이다. 둘 속

에는 구원도 영생도 없다. 태극세상에서 

교학상장(敎學相長)이란, 스승은 학생

을 가르침으로써 성장하고 제자는 배움

으로써 진보한다는 말이다. 중국 오경(五

經)의 하나인 《예기(禮記)》의 〈학기(學

記)〉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玉不琢(옥불탁)이면 不成器(불성기)

요 人不學(인불학)이면 不知道(부지도)

라. 是故(시고)로 古之王者(고지왕자)

는 建國君民(건국군민)에 敎學爲先(교

학위선)하니라. 

雖有佳肴(수유가효)라도 弗食(불식)

하면 不知其味也(부지기미야)요 雖有

至道(수유지도)나 弗學(불학)하면 不知

其善也(부지기선야)니라. 是故(시고)로 

學然後(학연후)에 知不足(지부족)하고 

敎然後(교연후)에 知困(지인)하니라. 

知不足(지부족)한 然後(연후)에 能自

反也(능자반야)요 知困然後(지인연후)

에 能自强也(능자강야)니 故(고)로 敎

學相長也(교학상장야)니라.

인류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만

들어 쓰는 것이 석유화학제품이라는 사

실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것이다. 우리

가 흔히 접하는 합성수지 섬유원료 고무 

세정제원료 등 실로 그 쓰이는 분야는 광

범위하다. 이것은 사람에게 엄청나게 유

익하기도 하지만 그 폐해도 심각하다. 

이에 반해 마음은 놀랍게도 이보다 억

만 배로 많게 우리 신체 내에서 생화학물

질을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생성해 내게 

만드는 지령자다. 순간순간 품는 마음의 

생화학물질로 각자의 건강과 수명 얼굴

과 몸꼴이 만들어지는 것이렷다. 실로 마

음이 창조주요 조물주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연유 때문이다. 

몸은 물질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 양쪽

을 다 이해해야

몸은 보이는 그대로 물질이다. 음식물

을 통해서 다양한 물질(원소)을 취해 구

성된다. 편식을 하면 건강을 해치는 것은 

태극세상에서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다. 오직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태극세

상이란 무극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이다. 

무극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요 영생의 

세상이었다. 태초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무극세상

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았으나 약 6천여년

전에 마귀신과 싸워 마귀신에게 패하여 

하나님의 신이 마귀신의 포로가 되었고, 

마귀신이 하나님의 권좌를 빼앗고 하나

님의 신이 마귀신의 종이 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

어 있다. “땅이 混沌(혼돈)하고 空虛(공허)

하며 黑暗(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

님의 神(신)은 水面(수면)에 運行(운행)하

시니라[창세기 1:1]”

창세기에는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

생할까봐 화염검을 둘러 못 따먹게 막은 

후 에덴동산에서 추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격암유록 桃符神人(도부신인)에는 

“天地相爭混沌時천지상쟁혼돈시에 天神

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스승은 부족한 곳을 더 공부하여 제자

에게 익히게 하며 제자는 스승의 가르

침을 남김없이 받아 더욱 학식이 풍부

한 인재로 성장한다. 

공자는 논어(論語) 자한(子罕)편에서 

‘후생가외(後生可畏)’라는 말을 했다. 즉 

후진 자는 젊고 기력이 왕성하므로 쉬

지 않고 배우니 그 진보의 깊이는 두려

워할 만하다는 뜻이다. 그만큼 젊은 사

람들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서경(書經) 열명(說命)의 하

편에 보면, 은(殷)나라 고종(高宗) 때의 재

상 부열(傅說)이 ‘교학상장’과 같은 뜻으

로 ‘효학반(斅學半: 가르치는 것은 배움

의 반이다)’이라고 하였다.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다. 가르치기 위하여 공부하고 그 공부한 

것을 가르치고 나면 오랜 세월 나의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 있다. 그래서 한 번 가

르치는 것은 두 번 배우는 것이라고 한다. 

이고 마음은 정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야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다. 

물질은 제각각 다양한 원소로 만들어져 

있듯이, 우리 몸 또한 다양한 원소로 이루

어져 있다. 지금 현재 각자의 모습은 과거

의 내가 마음먹은 결과와 먹는 음식물의 

산물로 만들어진 원소의 집합체이다.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물리와 화

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원소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졌다”는 정도

의 상식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물질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기반한 화

학적 사고에 젖어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

은 이러한 사실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

인다. 이에 반해, 심리적 정신적 영적주의

자는 이러한 과학주의적 접근에 쉽게 이

해하지 못하고 못 받아들이면서 건강을 

잃는 이도 적지 않다. 

수도권 병원마다 환자들로 넘쳐나는 

이유 중 하나가, 몸이 물질적 화학적 원소

로 구성되어졌다는 사실만 알고 정신적 

구원과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착

각이다. 이 세상에 많은 영웅호걸과 선지

성현들이 살다갔지만 태극세상에서는 그 

선지성현들을 하나씩 세트로 묶어서 믿

는다 해도 거기에는 구원도 영생도 있을 

수 없고 오직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왜 

이라고 했다. 이것들이 인체 내에 정상적 

상태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피가 탁해

진 결과를 가져온다. 다시 말해서 건강한 

피, 생명력 있는 피를 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록 이것들이 정상적인 상태일 

때는 깨끗한 피, 건강한 피를 조성하는 중

요한 물질임에는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앞에서 

어느 정도 설명했다. 

이보다 더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것이 

바로 올바른 마음가짐이다. 아무리 좋은 

물, 공기, 음식물에다 운동을 곁들인다 하

더라도 인간의 생명의 근간이 되는 마음, 

지령자가 잘못되면 소용이 없다. 마치 좋

은 재료로 좋은 음식물을 만들려고 하나 

그 물건을 생산해 내는 기계와 도구에다 

계속된 이물질을 삽입시킨다면 결과적으

로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이치와 흡사하

다. 

스리는 세상이다. 이민제의 河洛要覽(하

락요람)에 “선천(先天) 후천(後天) 다 망

(亡)하고 중천운(中天運)에 들어와야 재

생(再生)이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후천시대인 마귀세상에서 사망권세를 

쥐고 있는 가장 강한 마귀신과 싸워서 이

긴 이긴자가 나와서 사망권세 잡은 마귀

신을 죽여 박멸소탕해 버리고 중천시대

인 황극세상을 열게 되었다. 그 마귀신과 

싸워 이긴 영적 전쟁이 성경에는 아마겟

돈 전쟁이라고 쓰여 있다. 그 아마겟돈 전

쟁에서 이긴 승리자가 바로 일곱 번째 칠

선불(七仙佛)이요 81궁 금운천사로 오신 

조희성(새벽별)님이요 성경 요한계시록

의 이긴자이다. 

이긴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과일을 먹으며(계2:7),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며(계2:11), 감추었던 만나를 받

고 또 흰 돌을 받는다(계2:17), 만국을 다

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철장으로 저희를 

그러므로 지식(知識)은 남에게 줄수록 더

욱 빛이 난다. 공익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

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라면 더욱 빛이 

날 것이다. 작금(昨今) 유튜브나 블로그에 

전문지식이나 정보를 공유하여 필요한 정

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회원수와 조회수를 늘려

서 수입을 챙기는 전문 직업인들이 늘어

나는 세태(世態)는 어째 입맛이 좀 씁쓸한 

부분이기도 하다.*

영적에 대한 몸의 상관관계의 이해부족이

다. 이에 대한 이해부족에 의해서 환자들

이 건강하지 못하고 천수(天壽)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몸이 아프다거나 병에 걸렸다면 필시 

마음과 생활습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아야 한다. 마음을 한번 잘못 먹어서는 그 

결과가 금방 안 나타난다. 그것이 반복돼

서 계속 작용하면 성격이 되어 얼굴과 몸, 

오장육부가 변화되는 것이다. 어떤 마음

을 먹느냐에 따라 생화학물질이 만들어지

는데, 이것이 바로 화학적 원소가 만들어

지고 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마음을 잘못 먹으면 건강과 생명에 직

결되는 피가 탁해지고 몸에 해로운 원소

가 만들어진다. 피가 탁해지면 혈액순환

이 안 돼서 몸이 무겁고, 몸에 해로운 호르

몬이 만들어지니 쉬이 피곤해진다. 체내

에 면역력과 항상성 적응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비뚤어진 마음에 의한 악성 호

르몬이 생성되었다는 증거다. 

피가 탁해진 요인 세 가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건강과 생명에 

절대적인 요소 3가지가 공기, 물, 음식물

그럴까? 이미 태극 세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태초의 무극세상은 선천시대요 

영생의 세상이었고 하나님의 세상이었다. 

태극세상은 후천시대요 마귀세상이며 인

간세상이요 죽음의 세상이다. 마지막 황

극세상은 중천시대요 이기신 하나님이 다

예를 들자면, 똑같은 샘물을 마셔도 젖

소는 우유를 만들고 독사는 독을 만들어 

낸다. 몸에 좋은 천하제일의 보신 재료를 

먹어도 그 몸의 컨트롤타워(관리자)의 마

음이 비뚤어지면 몸에 독이 되고 해가 되

고 마는 것이다. 

동서고금의 역사 속에 절대 권력을 가

진 왕이나 억만장자들이 뭐가 부족해서 

건강과 장수를 누리지 못했겠는가! 바로, 

마음이 올바르게 서지 못한 가운데 그 어

떤 보신강장 재료를 먹어도 소용이 없다

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해 준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건강과 젊음, 더 나

아가 불로장생의 성패(成敗)를 좌우하는 

요결(要訣), 행복하게 사는 비결의 열쇠가 

마음이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올바른 마

음과, 그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생활습

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다스린다. 또 새벽 별을 받는다(계2:26-

28),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계3:5),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

다(계3:12),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

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

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3:21). 

또한 불경 대반열반경에 석가세존이 열

반에 들기 직전 가섭에게 말씀하기를 “나

는 성불하지 못했다. 나더러 성불했다고 

하는 제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앞으로 

생미륵불이 나오는데 그 생미륵불 앞에 

가야 나도 성불할 수 있고 열반에 들 수 

있다”고 하였다. 석가세존이 말씀하신 생

미륵불이 성경 요한계시록의 이긴자요, 

유교경전의 극기승자이며 격암유록 예언

서의 정도령이다. 이 우주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의 권세를 다 물려받은 상속자 정

도령이 한국 부천 소사땅에서 역사하시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죽음의 종

교를 버리고 영생의 종교 승리제단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양현 장로

마귀의 무기는 모방력입니다. 비록 마귀가 창조의 능력은 없지만 대신

에 태초부터 모방의 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 Although Satan did not have the power of creation, he had the 

power of imitation from the beginning instead.

마귀는 대단한 모방자였고 그의 모방의 힘으로 하나님을 가두었습니

다. 

▶ Satan was a great imitator and captured God his imitative 

power. 

6000년 전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데 실패한 마귀는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이브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 Satan, who failed to occupy the Kingdom of Heaven, appeared 

before Eve in the likeness of God about 6000 years ago.

이브 하나님이 마귀를 바라보는 그 순간, 이브 하나님은 마귀 영에 사

로잡힙니다. 마찬가지로 아담 하나님도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 The moment Eve looked at Satan, Eve was captured by the 

spirit of Satan. Similarly, Adam was captured by Satan.

아담 하나님과 마귀 하나님은 입이 아닌 영혼의 입인 눈을 통해 선악과

를 먹게 된 것입니다.

▶ Adam and Eve ate the spirit of Satan, not through mouth, but 

through the eyes, the mouth of the heart.

Alice

마귀의 무기는 무엇인가?
What is Satan’s weapon?

전국민에게 알립니다

올바른 마음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밝은 미래를 창조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