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 생활
세상은 고해로다 고로쌓인 인생사리
만나면 이별이요 웃으며는 눈물일세
안락을 찾아봐도 고통함이 근원이요
행복을 구해봐도 행복문은 불행일세
안락과 행복함을 구하여서 얻어봐도
물로된 인간이라 희망만이 높아지고
욕심은 한이없어 한정있는 세상에서
한없는 이내욕심 다할바가 전혀없네
넓고도 좁은세상 다해봐도 별것없고
천지가 다하도록 수명장수 하오면서
이세상 부궁토록 그복록을 누려야지
그런다 할지라도 천지역시 기멸하니
세상사 무상하고 생장노사 못면하니
인생의 허망함을 생각수록 허망하다
허망한 세상에서 취할것이 전혀없네
남보다 잘살고저 부히되려 힘을쓰면
남에게 손해끼쳐 내가실은 가난주고
남보다 귀히되어 공명함을 누릴진댄
남의명 짓밟어서 내가실은 천을주니
성인의 하신말씀 기소불욕 물시어인
알고도 못행하면 알았다고 할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니 세상사가 할것없어
두주먹 바로쥐고 양심에다 호소하니
허망한 일체유상 귀일처를 밝히어서
무상한 세상에서 변함없는 진리찾아
서로가 잘살도록 마음밭을 개척하여
마음밭 지신풀을 참을인사 모를삼아
있는힘 다하여서 남김없이 뽑아낸후

- 1 -

다시는 못나도록 뿌리조차 없애버려
도구도 잊으시고 맬것마저 잊으시면
영묘가 성해지며 잡초만은 자열하리
이같이 마음밭을 지성으로 매어보세
내마음 편하오면 그것천당 아니오며
내마음 불안하며 그것지옥 아니리까
살아서 내몸속에 극락궁을 못찾으면
죽어서 구름위에 연화대를 찾을손가
아서라 세상사가 일희일비 모두싫다
유상은 무로가니 남가는곳 나도가고
나간곳 남도가니 우리인생 공로로다
자래로 이길에는 부귀빈천 차별없고
운명의 수요장단 고통함은 일양이니
영생의 진리찾아 안빈락도 살아보세
일평생 짧은세상 기리기리 살자면은
마음속 극락궁을 찾아야만 태평하리
그마음 찾아드니 마음속의 마음이라
하나는 도심이니 순선무악 불심이오
둘째는 인심이니 혹선혹악 변키쉽고
셋째는 혈심이니 순악무선 마심이라
마음속 삼천세계 천당지옥 구별하면
도심은 불벽이니 무극이천 무색계요
인심은 변역이니 태극기천 색계이며
혈심은 교역이니 황극상천 욕계로다
도심은 천당이요 혈육심은 지옥이니
인심을 못면하면 지옥길이 거기로다
인심을 버리자면 밝은도심 바로잡아
상천에 높이두고 인간세계 내려보소
지구도 적을진대 적은몸을 위할손가
하늘에 뜻을두면 세속고락 망각하고
몸밖에 몸이되고 마음밖에 마음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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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에 끌이어서 천궁에서 놀이로다
혈육의 이내몸을 불성에다 합일하여
우주를 집을삼고 진리로서 양식하니
대장부 기업체가 이만하면 넉넉한걸
무엇이 부려우랴 세상고로 어서떨고
고향길 어서올라 삼천대사 참례하세
마음은 극락이요 하는일은 낙원이라
이재미 누가아리 아는이가 아리로다
옛적에 성인님들 성리심법 전하시여
공성은 존심양성 집중판일 전하시고
석가불 명심견성 만법귀일 설하시고
노자님 수심연성 포원수일 말씀하고
예수님 견심 성 묵도친일 교하시고
회회님 습심감성 청정반일 이르시니
일체가 유심조며 마음밖에 마음이요
몸밖에 몸이되여 천지로써 동화하면
수명이 장구하고 그의덕이 무량하니
성인의 전해주신 천만가지 그말씀을
한말로 하자며는 극기복례 뿐이로다
신앙의 종교인들 내가믿은 우리성인
성인을 자랑말고 그의심법 자랑하오
방법은 틀일지나 지극처에 도달하면
목적은 일반이니 어느성인 택할손가
성인의 말씀하신 이름만을 외지말고
성인의 그마음을 마음삼아 실천하세
이름을 안외어도 실천보아 자비하니
실천이 없으면은 주인없는 빈집이라
도적이 왕래하여 그집쫒아 없어지리
하느님 따로있나 성리심법 전수하면
이치를 아실지니 하느님을 뵈오리라
말로서 하자며는 무성무취 공허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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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의 묘한이치 진공실상 이아닐까
우리는 그중에서 살고있고 죽어간다
죽어도 몸이죽지 그한이치 멸치않고
생전에 지은대로 락하며는 귀가되고
청하면 신이되여 천궁가고 지옥가니
그구별 아르시면 하느님을 아시리라
성인은 하느님을 아르시는 분이오니
성인은 말씀하는 하늘이라 할것이며
하늘도 말하자면 말이없는 성인이라
누구나 그의심법 받으시어 일관하면
우리도 하느님을 방촌중에 뵈오리라
공자님 말씀하길 천지만물 보호일체
지아자 기천이라 인내천을 말씀하여
충서로 본을삼아 일이관지 밝히시고
석가님 말씀하길 천지만을 무근불생
하늘위 하늘밑에 유아독존 말씀하여
자비로 제도하여 일원상을 밝히시고
노자님 말씀하길 천지만물 일이소생
하늘밑 땅위에서 유아독존 말씀하여
감응을 본을삼아 무위법을 밝히시고
예수님 귀하신몸 십자가에 버리시어
법안인 우상이란 믿지말라 하시옵고
몸속에 진아살어 천당길을 밝혔도다
말씀은 다르지만 의미만은 같사오니
나없고 천지없고 천지있고 나있으니
내망음 바르면은 천지심도 바를지며
나의기 순하오며 천지기도 순할지니
천심이 인심이요 인심이곳 천지이라
내마음 공허하면 천심으로 합하리니
하늘이 인생에게 무손후박 있으리요
우리가 선불선을 마음으로 지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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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 맑으며는 수화풍도 싫지않고
내마음 불안하면 밝은달도 슬티보고
황금이 만양이나 그도역시 눈물이라
이러한 세속심이 정욕에가 달였으니
정욕이 마수임을 하루속히 깨달아서
본성을 바로잡아 하늘밖에 하늘찾아
이때는 어느때요 소홀하게 하지마오
삼양이 개태하여 백양운이 당도하고
노모님 대자대비 대법선을 내리시여
유연자 빠짐없이 도덕선에 올리시니
삼기말 말후일착 삼천대사 만나쓰면
이몸을 경을삼아 수신으로 닦아가고
성모님 수원사업 진심갈역 하시오면
이몸에 죄있으리 쓰는데에 달였도다
쓰는자 누구인가 주인공을 알았으면
주인에 둘러보네 그의명을 순종하여
사문을 굳게닫고 오는도적 막아내세
사문은 비례물시 비례물첨 비례물원
또하나 비례물동 사물이니 죄되니라
사문을 닫고보면 병든주인 힘을얻어
고이든 잠을깨고 심원의마 몰아내고
천군이 태연하여 호연정기 발휘하며
도적은 그만두고 악마라도 조복하여
위엄이 늠늠하고 선풍토골 되시여서
만사에 적연부동 감이수롱 하시옵고
천으로 동테되고 여지동수 불생불멸
백만사 님의자제 연출법수 아시옵고
그몸이 법신되여 대원경지 이루시며
불광의 일윤명월 공가운데 나타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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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국제도덕협회(일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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