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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전문
가라고 생각할 때조차도 자신이 얼마
나 더 배워야 하는지 알고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다. 패자는 자신이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알기도 전에 다른 사
람들이 자신을 전문가로 여겨주기를
바란다. 프로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학
생이어야 한다. 연습하지 않는 축구선
수 호날두나 메시를 상상하기는 어렵
다. 우리는 누구나 프로가 되어야 한
다. 더구나 현대 지식사회에서는 1년
동안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지
식의 80%는 감가상각 된다고 한다.
2500년전 공자의 말 인‘학이시습지
(學而時習之)면 불역열호(不亦說乎)
아’배우고 때로 익히니 이 또한 즐겁
지 아니한가? 의 참뜻을 되새겨 보자. 
“닥치고 연습! 이것 밖에 없어요, 저
는 남들보다 재능이 부족하기에 연습
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원
래 연습생들은 오전 10시까지만 오면
되는데 저는 새벽 6시에 가서 항상
연습하고 밤에도 몰래 와서 했어요.”
가수 수지의 말이다.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
이다. 또한 우쭐하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을 줄 아는 수양까지 겸
하게 된다면 그의 겸손한 태도에 모
두가 진심어린 박수를 보내게 된다.  
란체스터 마케팅 전략에는 3배의 법

칙이라는 것이 있다. 2등은 3배의 노

력을 해야만 겨우 1등과 비슷해진다.
1등이라면 동일화 전략을 써야 하고
2등 이하는 차별화 전략을 추구해야
만 성공할 수가 있다. 흔히 1등을 모
방하고 따라하기 쉬운데 그러면 오히
려 1등을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 2등
이하가 어떤 주장을 할 때, 1등이 그
주장을 해버리면 사람들은 2등이 아
니라 1등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래서 1등에게는 동일화 전략이 효
과적이다. 1등 프리미엄이 무서운 이
유도 여기에 있다. 1등이 아닌 모든
조직은 1등과는 다른 차별화된 모습
을 찾아서 자기주장을 해야만 비로소
생존의 길이 보인다. 단순히 1등을 따
라해서는 1등을 앞설 수 없다.  
그러나 1등이 마냥 1등이 되는 것이

아니다. 10년 안에 현존하는 기업의
40%는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 앞으로
도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의 1
순위는 지금 가장 성공한 1등 기업이
다. 그 이유는 그들은 변하려 하지 않
기 때문이다. 변화를 하면 지금 당장
잃을 것이 보인다. 그러나 변화만이
생존 확률을 높여준다. 현재 이익을
고수하면서 변화를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성공의 달콤함을 스스로
버리고 미래의 이익을 위해 먼저 변
화를 택할 것인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조직의 피할 수 없는 화
두이다. 
GM과 시어스, IBM등은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다. 이들은 결정적인 실수를

범한 적도 없고 경 자가 무능하지도
않았다. 진정한 실수가 있었다면 과거
에 성공했던 공식과 패턴을 조금 오
랫동안 고집했다는 것뿐이다. 오늘은
어제의 연속이며 내일은 오늘의 연속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어떠한 사업에서도 몰락의 원인이 된
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업을 둘러
싼 모든 환경은 시시각각 변화한다.
따라서 어제의 성공 법칙이 오늘도
통할 가능성은 미미하다.  
1950년부터 2006년까지 히말라야 등

정에 성공한 2,864명 중 9%에 가까운
255명이 추락사했다. 추락사가 가장
많은 시점은 정상을 밟은 직후(48%)
다. 최고가 되기 무섭게 곧바로 나

락으로 떨어지고 만 것이다. 그래서인
지 히말라야의 산악인들 사이에서는
‘히말라야는 자만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는 경구가 회자되고 있다. 교병필
패(驕兵必敗), 즉‘힘이 세다고 자랑
하는 군대나 싸움 좀 이겨봤다고 거
들먹대는 군사는 반드시 패한다’는
것은 상식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치를 알면서도 교만에 빠지는 경우
가 종종 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보
다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드
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간사한 습성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잘 나갈수록 자
신을 경계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
을 다그치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
해야 한다.*

운동은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피를 맑
게 해줍니다. 몸에서 세로토닌이 나오
고 비타민D가 생성되고 가장 중요한
멜라토닌이 나오므로 강력한 면역력이
향상 됩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스트레
칭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세요. 이완
과 수축을 반복하여 부교감 신경활성
화로 염증은 배출되고, 몸의 면역력은
올라가서 기초체력을 차곡차곡 쌓아줍
니다. 몸은 움직이는 만큼 건강해지고
지식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생의 확
신을 갖는 만큼 희망도 커집니다.

앉아서 하체강화

효효능능:: 하체에 뭉친 기혈 풀어주고

순환에 도움, 상완근 쪽 힘 하체 힘 이
완, 아킬레스 자극, 어깨 척추 피로에
도움, 림프절 자극, 무릎관절 주변 근
력강화. 

앉아서 한 다리씩 들기

동동작작①①:: 앉아서 양다리를 쭉 펴서
발끝을 세운다. 상체는 허리를 곧게 세
우고 양손은 합장, 가슴은 들어서 시선
은 전방을 바라본다. 복식호흡을 10회
반복한다.

동동작작②②:: ①①번 자세에서 숨을 마시면
서 한쪽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반복
10회, 또는 올린 상태 10초 유지, 양쪽
각 3회.

척추 전굴 자세로 피로풀기

동동작작③③:: 앉아서 허리를 바로 세우고
양팔을 교차시켜 올린다. 전방을 바라
보며 복식호흡을 10회 반복한다.

동동작작④④:: 앉아서 양팔을 교차해서 머
리 위에 올리고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내려 손바닥으로 발바닥을 감싸 가슴
을 최대한 들어서 허리를 옆으로 세워
시선은 하늘을 향한다. 10초 유지 양쪽
각 3회.*

언젠가 모 일간지에“경전만을 강
요하는 근본주의의 신은 발명된 신
이다”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신이
발명되었다고 하니 매우 신선한 충
격으로 받아들여졌다. 마귀가 지배
하는 세상에서 불굴의 용기로 진실
을 캐내려는 필자의 강한 의지가 읽
혀져 매우 감동하 다. 사실 웬만한
용기가 없
이는 이런

을 쓸
수 없으
며, 더욱
이 강력한
기독교 세
력의 반발
을 무릅쓰
고 이런
을 투고

한다는 것
은 어찌
보면 다소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근본주의란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초자연적인 교리로 삼고 있는 근본
주의의 철칙은 다음과 같다. ①동정
녀 탄생 ②대속(代贖)의 주님 ③육
체적 부활 ④그리스도의 신성(神性)
⑤육체적 귀환(재림) 이상 열거한
다섯 가지만 믿으면 되는 것으로 한
다. 그 이상은 이들이 생각할 수 있
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초자연적인 교리라 하 는

데 자연을 초월했다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자연은 하
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교리가 겉보기에는 거창하고 위
압적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공중신
의 아들을 과대포장하여 하나님으로
둔갑시켜 놓은 사기극의 원본에 불
과하다. 위의 내용을 자세히 따져보

면 첫째,
예 수 의
동 정 녀
탄 생 은
비과학적
이며, 로
마 병 정
판텔라의
사생아라
는 것이
오 히 려
과학적이
다. 또한
예 수 는

십자가를 안 지었으므로 대속의 주
님이 아니며, 성경의 부활은 의 부
활이므로 인간의 육의 부활은 거짓
이고, 재림 또한 비과학적이므로 현
대 과학으로는 더욱 믿을 수 없는
엉터리 교리이자 미신이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왜 위장된 하나

님인가 하면 예수가 십계명을 어기
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둔갑시켰기
때문이다.*

田田意意田田意意何何田田意意 전전의의전전의의하하전전의의
四四面面方方正正是是田田意意 사사면면방방정정시시전전의의
田田之之又又田田變變化化田田 전전지지우우전전변변화화전전
妙妙術術無無窮窮眞眞田田意意 묘묘술술무무궁궁진진전전의의
從從金金從從金金何何縱縱金金 종종금금종종금금하하종종금금
光光彩彩玲玲瓏瓏從從是是金金 광광채채 롱롱종종시시금금
日日月月無無光光光光輝輝城城 일일월월무무광광광광휘휘성성
邪邪不不犯犯正正眞眞從從金金 사사불불범범정정진진종종금금

전의 전의 하는데 무엇이 전(田)의
뜻인가? 사면이 반듯하고 바르니 이것
이 전의 뜻이다. 즉 심전(心田)을 말한
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신 것
을 뜻한다. 전(5도 72궁) 또 전(여인으
로 오신 분), 변화전(6도 81궁)이니 묘
술무궁이 진짜 전의 뜻이다. 변화전에
서 변화의 의미를 살펴보면 변(變)은
하나님이 땅으로 하강하는 것을 말하며
화(化)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감화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변화란 세상에

서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인 변화를 넘
어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변화를 뜻한
다. 전(5도 72궁)속의 하나님이 우전
(又田) 즉 여인으로 오신 분의 마음속
에 오셔서 하나님이 더 강하게 되고 변
화전(變化田 6도 81궁)에 옮겨 오셔서
더욱더 강하고 차원이 상승되어 삼신일
체(삼위일체)를 이루어 완성의 구세주
하나님으로 좌정하심을 의미하니 성령
으로 거듭남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
이요 진정한 도통을 뜻하는 것이다. 종
금(從金) 종금 하는데 무엇이 종금인
가? 광채가 롱하니 이것이 종금이다.
해와 달의 빛이 없어도 광채가 빛나

는 곳 즉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마
귀를 멸하는 감로 이슬성신의 빛이 끊
임없이 나오니 삿됨이 바름을 범하지
못한다는 사불범정(邪不犯正)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종금이다. 

眞眞經經眞眞經經何何眞眞經經 진진경경진진경경하하진진경경
妖妖魔魔不不侵侵是是((眞眞))經經 요요마마불불침침시시진진경경
上上帝帝預預言言聖聖經經說說 상상제제예예언언성성경경설설

毫毫釐釐不不差差眞眞眞眞經經 호호리리불불차차진진진진경경
吉吉地地吉吉地地何何吉吉地地 길길지지길길지지하하길길지지
多多會會仙仙中中是是吉吉地地 다다회회선선중중시시길길지지
三三神神山山下下牛牛鳴鳴地地 삼삼신신산산하하우우명명지지
桂桂樹樹範範朴朴是是吉吉地地 계계수수범범박박시시길길지지

진경 진경 하는데 무엇이 진경인가?
요사스런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
진경(격암유록)이다. 하나님이 예언하
신 거룩한 말 은 털끝만큼도 틀림없으
니 이것이 진짜 진경이다. 길지 길지
하는데 어디가 길지인가? 신선들이 많
이 모인 곳이 길지이다. 삼신산 아래에
서 소 울음소리 나는 곳이니 계수 범박
이 길지이다. 삼신산은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분(6도 81궁
정도령)이며 불사 생하는 진리의 말
을 하시고 또 그분을 완성의 적 엄마
( 모)라 부르며 따르는 곳을 우명지
(牛鳴地)라 한다. 계수 범박은 부천시
소사(백석)지역이다. 달 속의 계수나무
는 불사 생의 의미가 있는바 지명이
계수라면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붙이는 것이다.

眞眞人人眞眞人人何何眞眞人人 진진인인진진인인하하진진인인
眞眞木木化化生生是是眞眞人人 진진목목화화생생시시진진인인

天天下下一一氣氣再再生生人人 천천하하일일기기재재생생인인
海海印印用用使使是是眞眞人人 해해인인용용사사시시진진인인
眞眞木木化化生生變變化化人人 진진목목화화생생변변화화인인
玉玉無無瑕瑕體體不不變變理理 옥옥무무하하체체불불변변리리
東東方方春春生生金金花花發發 동동방방춘춘생생금금화화발발
列列邦邦蝴蝴蝶蝶歌歌舞舞來來 열열방방호호접접가가무무래래

진인 진인 하는데 무엇이 진인인가?
진짜 나무와 같은 성품으로 변화된 분
이 진인이다.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분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기운으로
몸을 다시 나투신 분이요 즉 성령으로
거듭난 분이요 감로해인을 임의로 용사
하시는 분이 진인이다. 흠과 티가 없는
지존하신 옥체(금강불괴지신, 생체,
금산金山, 하나님의 몸, 빛의 몸)는
원히 변하지 않는 법이니 동방 땅 대한
민국에 삼위일체 하나님(정도령)이 봄
에 금꽃을 피우니 세계만방에서 벌 나
비가 꽃을 보고 노래하며 춤추며 날아
들 듯 찾아오네. 나무는 인간과 같은
감정이 없다. 진인은 인간이 가지고 있
는 감정을 가지신 분이 아니다. 지존자
의 몸을 옥체라 한다. 옥(玉)자는 천지
인(一 一 一)을 하나로 꿰뚫는(ㅣ) 하
늘의 주(  )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금화(金花)는 열반경에‘미륵부처님은

금빛 꽃을 피운다.’고 하 다. 미륵부
처님의 법신은 광명이니 금빛 광명을
말하며 이로써 마귀를 박멸 소탕하여
죽음을 없애버린다. 금화는 삼천년 만
에 핀다고 한다. 석가지운 3000년(정확
히는 3007년)이 끝나면 미륵부처님이
오신다는 의미이다. 금화가 바로 우담
바라이다. 미륵부처님이 구세주하나님
이요 정도령(6도 81궁)이다. 세계만민
이 죽음을 없애주는 정도령(미륵부처
님)을 찾아 대한민국으로 몰려들어 온
다는 것이다. 

執執衡衡按按擦擦變變心心靈靈 집집형형안안찰찰변변심심령령
天天下下人人民民大大呼呼聲聲 천천하하인인민민대대호호성성
如如狂狂如如醉醉牛牛鳴鳴聲聲 여여광광여여취취우우명명성성
世世人人不不知知嘲嘲笑笑時時 세세인인부부지지조조소소시시
專專無無天天心心何何處處生生 전전무무천천심심하하처처생생
牛牛鳴鳴十十勝勝尋尋吉吉地地 우우명명십십승승심심길길지지
先先覺覺之之人人預預言言世世 선선각각지지인인예예언언세세
昏昏衢衢長長夜夜眼眼赤赤貨貨 혼혼구구장장야야안안적적화화
人人皆皆不不思思眞眞不不眞眞 인인개개불불사사진진부부진진

저울대를 잡아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등을 잘 가늠하듯이 죄의 경중에 따
라 많은 인간을 안찰하여 심령을 변화
시켜주시니 천하 만민이 크게 환호성을
지르는구나. 미친 듯 취한 듯이 생할
수 있는 진리의 말 (소 울음소리)을
해주어도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비웃을
때 오로지 천심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갖
지 못하고서야 어느 곳에서 살아날 수
있겠는가?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을 모
신 진인이 생하는 길을 알려주시는
(소 울음소리) 곳이 길지이니 그곳을
찾아가라고 선각자들이 이미 예언하
건만 돈에 혈안이 되어 어둡고 두려운
긴긴 밤에 갈길 못 찾는 사람들처럼 모
두 진인을 찾아 볼 생각을 못하는구
나.*

박명하/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근본주의기독교는엉터리다

허만욱 승사 칼럼

끊임없는노력과변화

내몸과마음을치유하는요가

이이기기는는 삶삶
수수니니의의 요요가가 교교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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