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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자연의	근원적	의미가	도(道)라는	개념으로	담겨있는	대순진리회의	도기는	삼원(三圓),	4대(四大)	그리고	오색(五色)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순(大巡)이	원(圓)이며	원이	무극이고	무극이	태극이라는	말과	같이	원은	우주의	순환법칙과	무위자연의	이법을	담고	있는데,	

대순	도기의	삼원은	천ㆍ지ㆍ인	삼계를	표상한	전우주이다.	 외원(外圓)은	하늘을	뜻하고	중원(中圓)은	사람을	뜻하며	

내원(內圓)은	땅을	가르킨다.

동서남북의	 4대는	천도(天道)인	 원·형·이·정(元亨利貞)과	 지도(地道)인	 춘·하·추·동(春夏秋冬)과	 인도(人道)인	

인·예·의·지(仁禮義智)의	윤리도덕을	뜻한다.	중앙은	오십토(五十土)로	사정사유(四正四維)와	 4대가	만나는	곳으로서	

신(信)을	뜻한다.	오색에는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의	진리가	담겨있다.		

도기(道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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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  소 :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8나길	37

														丑坐未向

ㆍ연건평 : 872.1평	(8개동)

ㆍ연  혁

북한산,	수락산,	용마산으로	뻗어내린	산줄기와	중랑천과	

한강을	 바라보는	 자리에	 도장터를	 잡은	 중곡도장은	

1969년	 공사를	 시작하여	 1971년	 5월	 24일에	

본전공사를	마치고	봉안치성을	올렸다.

본	도장은	용마포태혈(龍馬胞胎穴)로서,	종단의	체계와	

포덕,	교화,	수도사업의	기틀을	마련	하였으며,	참신한	

종교	활동과	더불어	연차적인	사업을	계획	추진하였다.

1974년부터	 시작된	 기도공부는	 현재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되고	있다.

중곡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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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대상의	 진영과	 신봉하는	 성령(聖靈)을	 봉안한	 신전(神殿).	 영대,	 봉강전,	

대순성전으로	되어있다.
영대·본전(靈臺·本殿)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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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  소 :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강천로	882

														寅坐申向

ㆍ연건평 :	24,757평(건물	30개동)

ㆍ연  혁

	터는	 북으로	 광주산맥을	 뒤로하고	 남으로	 남한강을	

앞으로	 둔	 배산임수(背山臨水)형의	 지세에	 혈(穴)은	

매화낙지혈(梅花落地穴)로서	보기	드문	길지(吉地)로	

알려져	있다.	1986년	10월에	지금의	봉강전을	완공하고	

1990년에	 본전(本殿)	 및	 대순회관(大巡會館)	 등을	

신축한	이후	 1993년	 2월에	종단	대순진리회의	본부	

도장으로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	 시학(侍學)ㆍ시법(侍法)공부와	 수강(授講)이	

진행되고	있다.

여주본부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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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법주(眞法呪)의	15신위를	봉안한	가장	신성한	성전(聖殿).	치성의식,	시학공부의	

강식을	봉행하는	곳.	본전의	좌측이	시법원	우측이	시학원이다.

영대·본전(靈臺·本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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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의	기단부는	연꽃이	양각되어	청화(靑華)의	도(道)를	

상징한	 것이다.	 탑신부의	 1,	 2,	 3층은	 원형으로	

막힘없이 	 원만하고 	 완전함을 	 뜻한다 . 	 1층은	

심우도(尋牛圖),	 2층은	 오방제군(五方帝君),	 3층은		

십이지신상(十二支神象)이	양각되어	있다.	4,	5,	6층은	

팔각(八角)으로	 조성되어	 24절(節)의	 신장(神將)을	

새겨	 재지형성(在地形成)의	 지도(地道)를	 말하는	

것이다.	 7층에서	 13층은	 사각(四角)으로	 조립하여	

28수신장(二十八宿神將)을	새겨	재천형성(在天形成)의	

천도(天道)를	뜻한	것이다.

탑(塔)의	 상단인	 탑두부는	 9층으로	 구천(九天)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탑은	높이가	 45척(≒13.6m)이	

되며	 우주자연(宇宙自然)의	 도를	 상징한	 것으로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의	이념(理念)을	내포하고	있다.

청계탑(靑鷄塔)

진리를	얻어	도를	완성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그린	그림.심우도(尋牛圖)

1.	심심유오(深深有悟)			
2.	봉득신교(奉得神敎)		
3.	면이수지(勉而修之)			
4.	성지우성(誠之又誠)
5.	도통진경(道通眞境)			
6.	도지통명(道之通明)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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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  소 :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9

														壬坐丙向

ㆍ연건평 :	8,500평(11개동)

ㆍ연  혁

신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있어	 불리워진	선단동	

(仙壇洞)에	위치한	포천수도장은	포천의	진산인	왕방산	남쪽	

기슭에	 신선이	 책을	 보고	 있는	 형세인	 선인독서혈	

(仙人讀書穴)에	자리잡고	있다.

1992년	3월에	기공식을	하고	4월에	영대	상량식을,	그리고	

그해	6월에	도장이	완공되었다.

1994년부터	수도인들의	신앙심	고취와	자질향상을	위해	

수강이	실시되고	있다.

포천수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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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대·본전(靈臺·本殿) 하지치성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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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	마음으로	도를	숭상할	것을	다짐하며	들라는	뜻으로	세운	문.숭도문(崇道門)포정문(布正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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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만유(萬有)가	유형,	무형으로	화성(化成)됨은	천존(天尊)의	덕화이다.	뇌화고는	

뇌성	보화	천존의	덕화가	천지인	삼계에	미치도록	기원하는	성음(聖音)이며	태초(太初)의	

소리이다.

신인합일의	상징으로써	각종	종교의식에	쓰인다.	1990년	음력	9월	19일	중곡도장에서	

처음으로	헌고한	이후	각	도장마다	설치되어	있다.	

뇌화고(雷化鼓)

우물	정(井)자형의	독특한	양식에	종(대원종,	3,600관)과	

북(뇌화고)이	상ㆍ하로	되어	있다.
종고각(鐘鼓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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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종

대원종의 종문

"대순진리회는 포천수도장을 건립하고 선정부 교정부 정원 상급임원 
2,360명의 성·경·신으로 온 정성을 모아 만든 대원종은 거룩한 
진리와 무상무변(無上無變)의 덕화가 온 누리에 울려 퍼져 우주 
삼라만상에 미치리로다. 
기원하옵나니 모든 창생을 순진(純眞)한 미래의 인간으로 환원케 
하사 전 인류(全人類) 세계에 안락(安樂)과 평화(平和)를 
이룩하옵소서."

헌납  대원종은 중량 3,600관, 구경(球經)이 6척 8촌, 
 높이가 11척 7촌.
 대순진리회 상급임원 선·교감 일동
 대순122년(1992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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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심유오(深深有悟)			

2.3.	봉득신교(奉得神敎)		

1

32

4

5

4.5.	면이수지(勉而修之)			

진리를	얻어	도를	완성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그린	그림(본전	1층)9폭심우도(尋牛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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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통진경(道通眞境)		
9.	도지통명(道之通明)			6.7.	성지우성(誠之又誠)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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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  소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잼버리동로	208

													酉坐卯向

ㆍ연건평 :	8,430평(13개동)

ㆍ연  혁

	민족의	영산이며	천하명산인	금강산	일만	이천봉	중의	제	

1봉인	 신선봉(1,204m)	 아래	 자리하고	 있다.	 남으로	

설악산이	받쳐주고	서쪽으로	신선봉이	우뚝솟아	동해를	

바라보는	자세로서	학이	쉬다가	날아오르는	학사비천혈

( 鶴 舍 飛 天 穴 ) 의 	 명 당 지 로 서 	 유 ㆍ 불 ㆍ 선

(儒佛仙)을	모두	품고	있는	금강산	일만	이천	봉의	정기가	

시작되는	시발점에	도장이	세워졌음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1995년	 1월에	기공식과	정초식을	갖고,	 4월에	상량식을	

거쳐	그해	 12월에	본전공사를	마쳤다.	 1997년	 12월에	

미륵불(높이	19.5m,	둘레	12.12m)이	봉안되었다.	

1996년	 1월부터	 수도인을	 대상으로	 연수(5박	 6일	

120명)가	계속실시되고	있다.

금강산토성수련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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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대·본전(靈臺·本殿)
팔각정으로	만들어진	종각에	국내	최대의	종(7,200관)이고,	대원종의	

소리가	인류의	큰	발원을	담고	우주만방에	널리	퍼져	나간다.
종각(鐘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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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의	석불로	높이	19.5m,	둘레	12.12m이다.미륵불(彌勒佛) 도장 참배 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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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들의	심신	휴양처로	이용하기	위해	세워진	건물.

온천과	식당	그리고	집회실,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친환경 연못휴양소(休養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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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  소 :	제주도	제주시	노형로	410

														坤坐艮向	

ㆍ연건평	:	1,708평(지하	1층,	지상	7층)

ㆍ연  혁

한라산의	정기가	운집된	노형동에	위치한	제주	수련도장은	

1989년	1월	첫	삽을	뜬	후,	 5개월만인	6월에	완공을	보게	

되었다.

노형동(老衡洞)은	신제주	오거리의	교통의	요지로	그	지명에서	

알수	 있듯이	 ‘노인(신선)이	 저울질하는	 곳(선기옥형혈,	

璿璣玉衡穴)'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도인들의	연수가	1989년	

10월부터	 1개반	 120명으로	하여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수의	의미는	견학을	통해	도(道)가	자연속에	있다는	것을	

자각케	하고,	수도인들이	대순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실천에	

옮겨	생활화하고	인간의	근본도리인	예법(禮法)을	배워	체계와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데	있다.

제주수련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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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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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	 전반에	 걸쳐	 연차적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하다.

•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고등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	

하여	시대가	요청하는	인재양성에	힘씀.

•	대진고등학교,	 대진여자고등학교,	 분당대진고등학교,	

대진디자인고등학교,	일산대진고등학교,	대진전자통신	

고등학교를	개교하였다.

    대진대학교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

•	대								지	:	60만평

•	건	물	동	수	:	 36개동

•	학								과	:	5개	단과대학,	35개	학부,	29개	전공

•	대			학			원	:	5개	대학원

•	1회	입학식	:	92년	3월	11일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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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실,	총장실,	법인사무국,	행정사무실	등을	갖춘	지상	4층,	지하	1층의	석조건물.대학본관(大學本館)일주(一柱)위에	한옥을	올려	단청을	한	국내	유일의	문.	통과하면	8차선의	넓은	진입로가	2km이상	이어진다.정문(正門)



4948 

100만여권의	장서를	보유할	수	있으며	 4,5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쾌적한	열람실,	 200석	규모의	국제회의장을	

갖추고	있다.

중앙도서관(中央圖書館)
ㆍ주					소	:	서울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47

ㆍ학생현황	:	총	43학급	/	1,582명

ㆍ개	교	일	:	1984년	12월	19일

대진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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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					소	:	서울	노원구	공릉로	438

ㆍ학생현황	:	총	43학급	/	1,591명

ㆍ개	교	일	:	1988년	11월	12일

대진여자고등학교
ㆍ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71

ㆍ학생현황	:	총	41학급	/	1,264명

ㆍ개	교	일	:	1994년	3월	5일

분당대진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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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9길	93

ㆍ학생현황	:	총	27학급	/	653명

ㆍ개	교	일	:	1995년	3월	4일

ㆍ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대산로	246

ㆍ학생현황	:	총	45학급	/	1,552명

ㆍ개	교	일	:	1995년	3월	2일

대진디자인고등학교 일산대진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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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1동	657-13

ㆍ학생현황	:	총	34학급	/	821명

ㆍ개	교	일	:	1996년	3월	15일

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	자혜(慈惠)를	베풀고	

재활의	기쁨을	심어	건강한	사회를	구현한다.

이재민구호,	불우	이웃돕기,	신체장애자	돕기,	

양로원.	고아원	돕기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무병사회의	지향을	위하여	분당제생병원을	

개원	운영중이고,	동두천·고성제생병원은	

개원	준비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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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위			치	: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	1158번길	98

ㆍ연건평	:	30,448평(지하	4층,	지상	21층)

ㆍ병동수	:	1,480병상

ㆍ1995년	1월	27일	기공식
동두천제생병원

ㆍ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0번길	20

ㆍ연건평	:	16,650평(지하	4층,	지상	8층,	별관)

ㆍ병동수	:	700병상

ㆍ1995년	1월	15일	기공식

ㆍ1998년	8월	29일	개원분당제생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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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위			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4길	26

ㆍ연건평	:	19,603평(지하	3층,	지상	10층)

ㆍ병동수	:	500병상

고성제생병원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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