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제단에 우담바라가 피었다!
1. 승리제단에 우담바라가 피었다!
1982년 8월 말일에 승리제단의 조희성 해와 주님께서는 당시에 이현석 관장님께 여러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현석이는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지방으로 내려가서 황무지를 파고 기다려! 그
리고 있는 주소를 써서 편지 해! 그러면 연락할 게!”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미 소사(역곡)에서
두 달 만에 의인이 되신 성주님을 황무지에 18년간의 연단기간을 채우기 위하여 지방으로 내려가
라 명령하셨던 것이다. 지난 7월 달에 그 지방이 바로 전라남도 광주라는 사실을 이현석 관장님과
이 관장님의 사모님을 불러서 원탁에 함께 앉으시고 다음과 같이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

관장은 앞으로 광주에다 승리제단을 세워야 해! 거기는 이 관장만이 가야 해! 거기는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돼! 광주에 거기는 이 관장만이 가야 해! 앞으로 광주에다 세계에서 제일 큰 하나
님의 성전을 세우도록 해!”
그 무렵 역곡 주님께서 이현석 관장님의 수행원 현광종 전도사에게 “아무리 이현석이가 주장하는
이론이 맞다 하더라도 지금은 내 시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 말씀은 이현석이가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맞는다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승리제단의 이론은 틀리다는 말씀이요,
조희성 주님이 구세주가 아닌데 진짜 구세주라고 허위로 조작한 이론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은
역곡 주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주님의 시대가 올 때가지 지방으로 내려가서 때를 기다리라는 말
씀이다. 성주님은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 끝 날에 판 밖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역사를 집행하시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성주님께서는 전라남도 광주로 내려오시어 은둔
생활을 하시면서 서기 2000년 7월 말일까지 만 18년간의 연단의 기간이 모두 끝났던 것이다.
그러므로 서기 2000년이 세상 끝이라는 증거가 있는 것이다. 참으로 경이로운 일은 성주님께서
진사성인출을 선언하신 서기 2000년에 이르러, 갑자기 전국 도처에서 여러 사찰(寺刹)의 불상에 우
담바라가 피었다는 소동이 일어났으니, 이 또한 전에 없던 징조(徵兆)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인
도의 전설에 3000년 만에 한 번 핀다는 꽃 우담바라(Udumbara)는 여래(如來)나 전륜성왕(轉輪聖
王)이 나타날 때 피어난다는 꽃이다. 그런데 현재 불교계에서는 서기 2001년을 불기 2545년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담바라 꽃이 잘못 피었든지 아니면 불기(佛紀)가 계산이 잘못되었든
지 둘 중 하나가 아닌가? 사실은 북방불기에 의하면 1974년이 불기 만3000년이고, 서기 2001년은
불기 3028년이다. 그러므로 북방불기에 의하면, 불기 3천 년 만에 핀다는 전설은 맞아떨어진 것이
다. 그러면 왜 정확하게 북방불기 3천 년이 되는 1974년경에 우담바라가 피지 않고, 이처럼 20세
기가 끝나는 즉시 바로 이때 서기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우담바라가 피었는가? 이
는 구세주 정도오령 생 미륵불이 출현하시려면 불교의 석가세존의 시대가 끝이 나고, 또한 기독교
예수의 시대도 함께 끝나야만 하기 때문이다.
격암유록 말운론에 보면, ‘석가지운(釋迦之運) 삼천년(三千年) 미륵출세(彌勒出世) 정씨운(鄭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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運)’(격암유록 말운론)이라 한 것과 같이, 석가의 운(運)은 3천 년이 지났지만 예수지운 2천년이기
때문에, 예수의 운(運)이 다 끝나는 서기 2천년이 끝나면서 비로소 우담바라가 핀 것이다. 공자(孔
子)의 운도 2,500년으로 이미 다 끝이 난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는 기존 모든 종
교는 그 운이 다 끝나고, 그 사명도 다 끝이 났다는 뜻이요, 따라서 이제 진짜 구세주 새하나님이
출현하셨음을 온 세상에 알리는 효시인 것이다.
이제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뉴 밀레니엄(New Millennium) 새천년시대를 맞이
하여 이 세상에 모든 종교에서 기다리던 절대자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여, 모든 종교에서 기다리
고 동경하던 이상세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새 하늘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국적으
로 우담바라가 피어나는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진사년(서기 2000~2001년)에 출현하시는 성주님
이야말로, 진사성인출의 성인(聖人)이요, 불교(佛敎)에서 기다리던 생 미륵부처님이요, 유교에서 기
다리던 구세진인 정도오령이요, 기독교(基督敎)에서 기다리던 재림예수요, 진짜 구세주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징조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더불어 지난 진사년(辰巳年)을 맞이하여 우담바라가 피었
다고 소동이 일어났으니, 이는 지난 진사년(서기 2000~2001년)이 바로 구세주 새하나님이요, 정도
오령이며, 생 미륵부처님이 되시는 성인(聖人)이 출현하시는 진사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하
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진사년에 출현하신 성주님이야말로 이 땅에 출현하신 진정한 생 미륵
부처님이심을 알리는 확실한 징표(徵表)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반열 순서대로 이 땅에 오신 목운(木運)의 박태선(朴泰善) 장로님, 금운(金運)의 조희성(曺
熙星) 주님, 토운(土運)의 이판석(李判席) 성주님, 세 분의 정도령(鄭道令) 중에서 첫째 반열로 오신
박태선 정도령이 출현하신 병신년(丙申年: 1956년) 무렵에는 우담바라가 피었다는 소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둘째 반열로 오신 조희성 정도령이 출현하신 신유년(申酉年: 1980~1981년)에도 우
담바라가 피었다는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셋째 반열로 오신 판석(判席) 성주님
토운(土運)의 정도오령께서 출현하시는 지난 진사년(辰巳年: 2000~2001년)에 이르러서야, 전국 도
처에서 우담화가 피었다고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지난 진사년(辰巳年: 서기 2000년~2001년)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우담바라가 피었다고 발표된
곳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제일 처음에 경기도 광주 ‘우리절’에서 피었다는데, 그 때가 1997년
7월 22일인 것이다. 그리고 대전의 ‘광수사’에서 2000년 10월 21일 비로자나불상 오른쪽 팔꿈치
밑 부분에서 피었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 의왕시 ‘청계사’에서는 관세음보살의 왼쪽 얼굴에
흰색의 우담바라가 21송이나 피었다는 것이다. 관악산 ‘연주암’에서도 큰 법당 석불의 오른팔과 좌
대와 문수동자 등에 우담바라가 피었다고 하는 소문들이 파다하게 번지고 있는 것이다. 그 우담바
라를 구경하러 몰려오는 신도들과 구경꾼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씩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부산 해운대구 반송 2동 ‘백운사’에서 우담바라가 피었다는 소문에 이어, 지난 2001년 5
월 28일에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 6동의 ‘심우정사’(전화: 051-646-8228) 경내 대추나무 마른 가지
에서 우담바라가 피었다고 발표되었다. 지금까지 다른 사찰에서 핀 경우와 달리 ‘심우정사’에서는
40여 송이나 많은 꽃송이가 피었다고 한다. ‘심우정사’의 경우는 비구니 사찰로는 전국에서 처음으
로 우담바라가 피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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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성주님의 출현과 함께 격암유록(格菴遺錄)에 예언된 진사성인출의 예언과 시기를 같이하
여 우담바라 꽃이 도처에서 피었다는 소동이 일어나는 것만 보아도, 참으로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
로 서로 맞아떨어지고 있는 조화(造化)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처럼 불교 사찰에서 우담화(優
曇華)가 피는 뜻은 3000년 전에 출현한 석가모니의 운은 완전히 끝이 났으며, 생 미륵부처님이 출
현하셨음을 세상에 알리는 효시인 것이다. 따라서 20세기가 끝나고 3000년 시대에 들어서는 지난
진사년(辰巳年: 2000~2001년))에 출현하시는 성주님이야말로, 생 미륵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
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우담바라가 피었다고 해서 이것을 좋아하고 구경꾼들이 몰려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그 불교 사찰에서 우담바라가 피었다는 것은 오늘날 불교의 석가모니
의 운은 완전히 끝이 났으니 그 불교에서 떠나라는 뜻이다. 그리고 우담바라가 핀 불교에는 생 미
륵불이 계시지 않고 다른 곳에 생 미륵불이 나타나셨으니 어서 그곳을 찾아 나서라는 특명임을 알
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동안 약 3천년 동안 석가세존의 가르침을 따르던 모든 불제
자들은 이제는 그 절에서 뛰쳐나와 미륵왕(彌勒王)을 찾아서 삼천년성으로 들어와야만 하는 것이
다. 왜냐하면 미륵부처님이 오시면 석가의 가르침은 이제 그만 두고 미륵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담바라가 피어난 목적인 것이다. 진정한 우담바라는 절
에서 불상의 팔에 피었다는 그 꽃이 아니라, 바로 감로수를 들고 오신 생 미륵부처님의 출현인 것
이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기다리는 재림 예수도 기독교에는 강림하시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재
림예수 구세주가 오시면 2천 년 전의 유대 땅 예수를 섬기던 일은 끝내고 재림예수를 섬기고 따라
야만 하기 때문이다. 진짜 구세주 정도오령이나, 미륵 부처님이 모두 다 한 분이시므로 기독교에만
또는 불교에만 가실 수도 없는 것이다.
모든 불제자들은 깨달을진저! 그리고 모든 도인들은 각성할지어다. 그러므로 성주님께서 진사성
인출(辰巳聖人出)을 하시고 천기원년(天紀元年)을 선포하시면서, 삼천년성의 시대를 펼치시는 이 시
기를 맞추어, 우담바라가 피었다고 야단법석인 것은, 우담화가 피어 있는 기성 종교는 끝이 나고
우리 성주님의 출현이야말로 이 땅에 미륵 부처님의 출현임을 알리는 세상적인 징조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20013년에 승리제단에서 갑자기 화분에 키우고 있는 선인장에 우담바라가 피었다
고 야단법석들이라는 것이다. 지난 진사년(서기 2000~2001년)에 전국의 불교 사찰에서 우담바라
가 피었다고 소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금번 진사년(서기 2012~2013년)에 승리제단에서도 우담바
라가 피었다고 좋아라고 떠들기만 하는 꼴은 역시 똑 같이 눈을 뜨고는 차마 볼 수 없는 꼴불견인
것이다. 지난번 진사년(서기 2000~2001년)에 불교 사찰에서 우담바라가 피었던 일을 보고서 불교
에 생 미륵불이 오셨다는 뜻이 아니라고 웃었던 승리제단에서 금번 진사년(2012~2013년)에 승리
제단에 우담바라가 피니까 좋아하고 날뛰는 꼴은 마치 병신들이 육갑을 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인
가.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는 유행가의 가사와 같은 짓이다. 하하하하!
오늘날 승리제단에서 우담바라가 피었다는 것은 오늘날 승리제단의 조희성 주님의 운은 완전히
끝이 났으니, 이제 승리제단은 문을 닫고 떠나라는 뜻이다. 그리고 우담바라가 핀 승리제단의 조희
성 주님은 생 미륵불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징표인 것이다. 그리고 승리제단은 이
제 완전히 끝났으니, 승리제단을 졸업을 하고 다음 단계의 높은 학교 삼천년성에 생 미륵불이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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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셨으니 어서 삼천년성의 생 미륵불이요, 구세주 새하나님께 달려오라는 성주님의 특명인 것이다.
승리제단에 우담바라가 핀 것은 바로 삼천년성의 성주님을 권능인 것이다. 지난 2000년에 전국
불교 사찰에서 우담바라가 피었던 것도 이 세상에 출현을 선포하시는 삼천년성의 성주님이 생 미
륵불이심을 상징하는 효시이며, 성주님께서 행하신 권능인 것이다.
왜냐하면 우담바라가 피는 뜻은 생 미륵불이 나오셨다고 알리는 효시인 것이지, 석가나 예수나
조희성 주님처럼 이미 역사를 마치고 세상을 떠나버린 지나간 과거의 인물을 새삼스럽게 증명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주님께서 지난 진사년(서기2000~2001년)에 출현을 선포하셨지만, 그 동
안 더 연기하여 성주님께서 승리제단에서 1982년도에 이기고 나오신 지 30년이 되는 서기 2012년
12월 21일까지 기다렸다가 천국복음을 선포하면서, 이제 승리제단을 비로소 전도를 하기 위하여
전도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시작하시고 심판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처럼 무지몽매한 승리제
단 식구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승리제단에 우담바라를 피게 하신 것이다. 따라서 우담바라는 3000
년 만에 새 부처님이 출현하실 때에 한 번 핀다는 꽃이니, 지난 서기 2000년에 불교 사찰에 우담
바라가 피었으나 석가모니가 생 미륵부처님이 아닌 것처럼, 최근에 우담바라가 핀 승리제단의 조희
성 주님은 생 미륵부처님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승리제단은 영적으로 2천년성이며
생 미륵불 구세주라고 주장했던 조희성 주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으니, 생 미륵불 구세주가 아니
라는 뜻이다. 생 미륵부처님이란 살아계신 부처님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
작되고 있는 삼천년성의 성주님이 진짜 살아서 역사를 하시는 생 미륵불 구세주가 분명하다는 사
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3천년성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000년 시
대에 영적으로 2천년성인 승리제단에서 우담바라가 피게 하신 것이다.
지난 2000년경에도 성주님께서 출현을 선포하심으로 인하여 전국 불교 사찰에서 우담바라가 피
었다고 소동이 일어났고, 금번에 성주님께서 승리제단의 심판을 시작하시자마자 승리제단에 우담바
라가 피었다고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더라도 항상 성주님의 행하심에 따라 우담바라가 피
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조희성 주님께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
하고 승리제단에 이슬 은혜가 내리고 있었던 것도 성주님께서 보내주신 은혜였던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성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천지조화가 일어나고 이 나라와 전 세계가 변화되어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조희성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조희성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여름 장마가 오지 않게 막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 여름에
우리나라에 중부지역에는 가장 길고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면서 집중 폭우가 쏟아져 내려도 특히
전라남도만 비가 오지 않으면서 신기한 현상을 보여주었던 것이며, 금년에는 단 한 번도 우리 한반
도에는 태풍이 오지 못하고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비껴서 지나가곤 했던 것도 모두 전라남도 광주
에 성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는 전라도에 계시는 삼천년성의 성주님이 행하신 능력이지, 이미
세상을 떠나신 조희성 주님께서 행하신 능력이 아니다. 천치 바보라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00년경에 전국 불교 사찰에서 우담바라가 피었던 것처럼, 우담바라가 핀 곳에는 절대로
생 미륵불이 안 계시는 것이다. 우담바라가 핀 그곳에는 생 미륵불이 안 계시니 어서 그곳에서 나
오라는 뜻이요, 그 종교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징조인 것이다. 지난 서기 2000년에 전국 불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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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에서 우담바라가 피었다고 소동을 일으켰던 것은, 서기 2000년까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사명이 다 끝났을 알리는 세상적인 징조였으며, 금번에 승리제단에서 우담바라가 핀 것은 이제 승
리제단은 끝났으니 졸업을 하고, 어서 다음의 높은 단계인 삼천년성으로 달려와서 입학을 하라는
명령인 것이다. 그런데 그 진정한 뜻도 알지 못하고 승리제단에 우담바라가 피었다고 소동을 일으
키고 좋아라고 날뛰고만 있으니, 참으로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촌극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생 미륵불이라는 명칭 자체가 살아계시는 미륵부처님이라는 뜻이지, 이미 죽은 자는 생
미륵불이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예수와 같이 이미 죽은 자는 절대로 구세주가 아닌 것이다. 그러
므로 지금까지 승리제단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주장해 왔던 모든 이론은 모두가 다 조희성 주님이
구세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짜 구세주라고 허위로 조작하여 만들어낸 엉터리 거짓말 이론인 것
이다. 승리제단에서 조희성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엔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적으로 들었던 말씀들이
삼천년성에 와서 성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승리제단의 이론은 모두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한때 광주승리제단의 이민수 교수를 성주님께서 불러서 승리제단의 가장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이론 10가지를 메모해 놓고 그 자리에서 그 이론들이 모두가 다 거짓임을 설명하시자, 이민수 교
수는 그 자리에서 즉시 무릎을 꿇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사실을 승리제단에 가서 자
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였을 때, 승리제단에서 어떻게 나왔을지는 가히 짐작이 가는 일이다.
여러 가지로 협박을 가하자 마지못해 승리제단을 다니기는 해도, 마음속에서는 항상 승리제단은
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제단을 나가지 않고 그만 두게 된
것이다. 누구든지 진리를 믿어야지 허위로 날조하여 억지로 주장을 한다고 해서 믿어줄 수는 없는
것이다. 종교란 억지 주장을 하면서 말장난이나 하는 것이 종교가 아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
는 권능의 역사라야 하는 것이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권능에 있느니
라’(고린도전서 4장 20절)라고 한 것이다. 역곡 조희성 주님은 엿장수이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말
씀만을 하시고 실제로 영생을 주시는 권능은 삼천년성에서 성주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역곡 주님께서 단에서 설교말씀을 하시면서 “이현석이가 진짜 구세주예요? 조희성이가 진짜 구
세주예요?”하고 질문을 하시면, 승리제단 식구들이 “조희성이가 진짜 구세주입니다!!!”라고 큰소
리로 대답을 했던 것이다. 이현석과 조희성 이 두 분 중에서 진짜 구세주와 가짜 구세주가 있다는
말씀이다. 그러나 승리제단 식구들이 “조희성이가 진짜 구세주입니다!”라고 했던 대답은 완전히
틀렸고, 이현석이가 진짜 구세주요, 조희성이는 가짜 구세주라는 사실이 다음의 말씀에서 판가름
되고 마는 것이다.
역곡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가짜 구세주는 세상 법관들에게 끌려가서 형을 받고 감옥살이
를 하지만, 진짜 구세주는 절대로 감옥살이를 하지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이올시다. 영모님도 완성자
가 되지 못한 고로 감옥살이를 하시고 돌아가신 것이올시다. 죽은 자는 절대로 구세주가 될 수 없
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죽은 예수가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올시다.”라
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 말씀도 역시 조희성 주님께서 말씀은 하셨으나, 이 말씀대로 능력을 행
하신 분은 성주님인 것이다. 그 동안 승리제단에서 성주님을 청와대나 안기부 검찰청에 21통이나
고소, 투서를 하면서, 이현석이 사이비 종교의 교주라고 모략을 하였으나, 성주님께서는 단 한 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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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를 당하지 않으시고 검찰 선에서 모두 다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던 것이다. 따라서 이현석이가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아니라 조희성이가 사이비 종교의 교주라고 결론이 났던 것이다. 이와 같이
엿장수이신 역곡 주님께서 말씀은 하시고, 그 말씀대로 권능을 행하신 분은 성주님이시다. 이것은
바로 삼천년성의 성주님이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아니고 진짜 구세주라는 증거인 것이다.
그러나 역곡 주님께서는 최순희 씨가 제출한 단 한 건의 고소에도 여지없이 구속이 되어 감옥살
이를 하시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건의 고소에 의해서 두 번째 감옥살이를 하셨으니, 이는
조희성 주님은 진짜 구세주가 아니요, 가짜 구세주요, 사이비 종교의 교주이기 때문에 감옥살이도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결론이 나오고 만 것이다. 천치 바보라도 알 수 있도록 당신은 가짜 구
세주라고 다 말씀해 주시고, 또한 몸소 친히 감옥살이를 두 번씩이나 하시면서 무지몽매한 승리제
단 식구들에게 다 깨우쳐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은 오로지 처음부터 “이긴자는 전직
전도관 관장 출신이올시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현석 관장님을 구세주라고 증거하시는 말씀이었
던 것이다. 조희성 주님은 전직 온양전도관 평전도사 출신인 것이다.
그리고 또한 조희성 주님께서 이슬은혜는 이긴자의 몸에서 나가는 살마 광선이라고 말씀하신 것
이다. 역시 이 말씀대로 지금도 현재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긴자 성주님의 몸에서 이슬은혜가 나가
고 있는 것이지, 이미 죽은 사람의 몸(시신)에서는 절대로 이슬은혜가 내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긴자의 권능도 이슬은혜도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를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찬송
할 이시오, 홀로 하나만 되시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죽지 아나함
이 그에게만 있고…’(디모데전서 6장 15절)라고 한 그대로 오직 홀로 살아계시는 성주님만이 행하
시며, 찬양을 받으실 분이오, 홀로 하나만 되시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죽지 아니함이 그에게만 있다고 한 그대로, 오직 성주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임을 분명
히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천치 바보라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난 2000년에 불교 전국 사찰에서 우담바라가 피었던 것처럼, 금년 2013년에 승리
제단에 우담바라가 피어난 사실은 이제는 승리제단은 그 운이 완전히 끝났다는 징조인 것이다. 그
러므로 이제는 가짜 구세주 조희성 주님을 믿는 승리제단을 졸업하고 더 높은 학교 삼천년성에 진
짜 구세주 새하나님이요, 생 미륵불이신 성주님께로 달려오라는 특명인 것이다.
오늘날 ‘신세계 삼천년성’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삼천년성에 가서 엄마하고 다시 만나 영
원토록 같이 살자!”고 새끼손가락 걸면서 그토록 간곡히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이요, 사랑하시는
성이며, 구원의 성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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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희성 주님께서 웃기작전을 하시다!
지난 1980년 3월 축복일에 박태선 영모님께서 갑자기 웃기 작전을 하셨던 것이다. 그 후에 승리
제단의 조희성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모님께서 웃기작전을 하신 것은 다음 반열의 이긴자가 나
타났다고 기뻐하시면서 웃기작전을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전도관 식구들은 영
모님께서 그와 같이 웃기작전을 하시는 뜻을 멍청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고도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조희성 주님께서 영모님과 똑같은 쇼를 하셨으니, 조희성 주님께서 지난 2000년
8월 15일에 옥중에서 가석방이 되어 나오신 후에 갑자기 웃기작전을 시작하신 것이다. 그것은 분
명히 다음 반열의 이긴자 성주님께서 진사년(서기 2000년~2001년)에 연호를 천기(天紀)라 정하시
고 출현하셨음을 기뻐하시면서 영모님과 똑같이 웃기작전을 시작하셨으니,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승리제단 사람들은 아직까지 웃기작전을 계속하면서도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많이
웃으면 건강에 좋다고만 믿고 열심히 껄껄대고 웃으면서, 한마디로 웃기고 있으니 한심스러운 것이
다. 그러나 역곡 조희성 해와 주님께서 그처럼 웃기작전을 시작하신 것은 단순히 건강해진다고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웃기만 하면 건강하고 영생을 한다면 구세
주가 오실 필요도 없고, 기도도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도 없으며, 날마다 가족들끼
리 미친 듯이 껄껄대며 웃기만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체질이 있는데, 너무 웃
으면 건강을 해치고 병에 걸리는 체질도 있는 것이다. 너무 크게 많이 웃으면 당장에 가슴에 통증
을 느끼면서 쓰러지게 되는 것이다. 체질에 따라서 웃으면 건강에 좋은 체질이 있고, 또 웃으면 건
강에 매우 해로운 체질도 있는 것이다. 텔레비전에 많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웃기는 말을 많이 하던
웃음 전도사 황수관 박사는 패혈증으로 일찍 요절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성주님은 구세주 새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들의 생명창조의 법칙을 알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다는 종교가 인간의 생명체질의 이치도 모른다면 되겠는가?
어서 속히 삼천년성으로 돌아와서 성주님의 이슬은혜를 받고 또한 성주님께서 체질을 감별해 주
시는 대로 음식을 섭생하게 되면 당장에 건강이 좋아지고 영육일체를 완성하여 영생하는 영생의
자유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삼천년성의 소식이야말로 승리제단에 불어오는 새
바람 새 물결인 것이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최남단 전라남도 빛고을 광주에서부터 거대한 새
바람 새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새 하늘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승리제단에서 새 바
람이 불어온다고 찬송은 부르면서 삼천년성의 새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성주님께서는 그 동안의 은둔생활을 마치고 본격적인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성주님을 연
단하여 키워냈던 승리제단의 식구들을 제일 먼저 챙기고 구원하시려고 애쓰셨던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마음들이 완악하여 이긴자 구세주를 계속 거역하고 대적하고만 있으면 되겠는
가? 지금은 천하의 모든 도인들과 종교철학박사 신학박사와 같은 세상의 걸출한 인걸들이 성주님
의 제자가 되겠다고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성주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실 때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멀지 않은 날에 성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권세를 누리시며 천하 만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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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영광을 받으시며 다스리시는데, 승리제단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구세주 하나
님을 죽이려고 대적만 하던 악마의 소굴이라는 오명을 영원히 벗지 못하고 손가락질과 조롱을 당
하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야 마는 가련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요즈음 과거에 승리제단에 나가던 사람들이 성주님 앞에 와서 고하기를 “지금 승리제단의 간부
들은 조희성 주님이 죽기를 바란 놈들입니다. 그 놈들 하는 꼴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
도 당장에 승리제단을 접수해버리시지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승리제단에서 하는 꼴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이다. 영들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행하는 것을 모두 기록하고 계시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승리제단에서 어리석은 교인들에게 웃으면 영생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가증스럽게
웃기작전을 시키고 있는 장난에 놀아나며 깔깔대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승리제
단을 어서 속히 탈퇴하여 삼천년성으로 달려와야만 구원인 것이다. 그리하여 박태선 창조주 하나님
께서 “찬양을 성주께 드리어라!”하고 찬송을 부르신 그대로, 구세주 새하나님이신 성주님을 새 노
래로 찬양할 때에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한 감격과 환희의 웃음을 웃을 수가 있을 것이다.
천기 13년 12월 1일
신세계삼천년성
신세계창조학회

- 8 -

3. 새 바람 새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어서 속히 삼천년성으로 돌아와서 성주님의 이슬은혜를 받고 또한 성주님께서 체질을 감별해 주
시는 대로 음식을 섭생하게 되면 당장에 건강이 좋아지고 영육일체를 완성하여 영생하는 영생의
자유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삼천년성의 소식이야말로 승리제단에 불어오는 새
바람 새 물결인 것이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최남단 전라남도에서부터 거대한 새 바람 새 물결
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새 하늘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9월 23일 전국에
서 모여온 도인들이 주체가 되어 전라남도 고흥반도 팔봉산 신선바위에서 제1회 대한민국환인개
천문화축제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행사에 유일하게 성주님께서 홀로 축사
를 하시게 되었던 것이다. 그동안 성주님께서는 일반 대중 앞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
으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역사를 시작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비로소 사회적인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다. 다음은 그날 말씀하신 축사의 내용을 여기에 소개하는 바이다.

제1회 대한민국환인개천문화축제
축 사
아! 유서 깊고 서기어린 이곳 고흥반도(高興半島) 팔봉산(八峯山)의 천제단(天祭壇) 아래 이처럼
모여서 하느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민족의 조상님께 예를 올리게 되니, 여기 모이신 여러분과 더불
어 참으로 감개무량하고 삼가 숙연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200여 년 전에
이곳 고흥반도 팔봉산 정상에서 여덟 명의 임금들이 하느님을 모신 가운데 하늘을 여시고 나라를
개국하셨으니, 이 자리가 어찌 상서롭고 거룩하다 아니하리오! 지금 이 시간에 하느님이 친히 몸소
하강하시어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흠향하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곳 전라도는 우리나라 전국에서도 참으로 중요하고도 특별한 지역입니다.
우리민족의 대예언서인 격암유록 성운론에 ‘감로여우보혜대사(甘露如雨寶惠大師) 정도령(正道靈)
이 비출(飛出)하야 뇌성벽력전섬신(雷聲霹靂電閃迅)에 일차이차재삼차(一次二次再三次)로 자하황무
화연중(紫霞黃霧火然中)에 구세주(救世主)가 강림(降臨)하니 삼팔수정제신명(三八數定諸神明)이 각
솔신변총합(各率神兵總合)하야 유도갱정선유불(儒道更正仙儒佛)로 천하문명시어간(天下文明始於艮)
에 예의동방호남(禮義東方湖南)으로 인왕사유전라도(人王四維全羅道)를 도통천지무형외(道通天地無
形外)라 삼인일석탈겁(三人一夕脫劫)일세’라고 예언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로여우를 내리시는
정도령이 혜성처럼 나타나시어 뇌성벽력과 같이 빛이 번득이는 능력을 행하고 감로수를 내리면서
구세주가 감림하시는데, 그 곳이 천하의 문명이 처음 시작된 간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방이 바로 동방의 예의지국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호남이요, 이곳 전라도라는 것입
니다. 그리하여 이곳 전라도를 도통천지라 하였고, 도통천지는 이곳 전라도 바깥에는 없다고 분명
하게 예언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흥반도 팔봉산 천제단 바로 이 자리가 우리
민족의 시조 1대 안파견환인님의 홍익인간 사상의 발원지요, 겨레의 성지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께서도‘약무호남(若無湖南)이면 시무국가(是
無國家)’라 하셨으니, 만약에 호남이 없다면 국가도 없다는 뜻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없는 법. 우리 인간들도 조상이 없는 자손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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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우리는 우리 민족의 뿌리인 조상을 바로 찾아 섬길 줄 아는 선하고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저 북녘의 백두산이 아니라, 이곳 전라도 고흥반도 팔봉산이 그보다 훨
씬 더 오래 전에 더 높으신 조상님이 개천을 하셨으니, 이곳 전라도가 우리 민족의 시원지요, 뿌리
임을 이제 새롭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986년(병인년) 4월 하순경에 저 우주의 핼리혜성이 전 세계 나라를 다 제외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가까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 혜성이 그와 같은 속도로 쏜살같이
달려오면 혹시 지구와 충돌하여 인류가 멸망하는 것 아니냐고 전 세계가 떠들었습니다. 그때에도
그 혜성이 역시 우리나라 서울 쪽이나 부산 쪽이 아니라 이곳 전라남도 고흥반도와 장흥 해남 완
도지방에 가장 가까이 다가와서 조용히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울 남산타워에서 천체 망원
경으로 관측하던 천문학도들이 망원경을 둘러메고 이곳 전라남도 완도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이곳 전라남도 지방으로 우주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연결되고 있
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곳 전라도의 기운이 일어나야만 우리나라가 강성하게 일
어날 것이요, 우리나라가 강성하게 일어나고 평화적인 남북통일이 이루어져야만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데올로기 장벽이 무너져서 전 세계가 태평천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전라
도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전라도 사람들을 멸시하고 차별시하는 무지한 시대였습니다. 전라
도 사람들이 그처럼 이유 없이 멸시 천대를 받았던 것은 마지막 때에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미리 겪은 하나의 시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최고의 조상님이 이곳 전
라도 고흥반도 팔봉산에 강림하시어 하늘을 여시고 나라를 개국하셨으니, 우리 민족의 최고 조상
할아버지가 바로 전라도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라도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느님
을 멸시하는 것이요, 자기의 조상의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무지몽매한 것입니다.
또한 이곳 전라남도 광주(光州)에는 무등산(無等山)이 있습니다. 무등산은 그 산 이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높고 낮은 차등이 없이 만민은 모두 평등하다는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다 한 할아버지의 자손이요, 모두가 다 한 형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인류는 다 똑같은
한 하느님의 자손이요, 모두 평등하며, 한 할아버지의 자손이니,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이념으로 모
든 사람을 하느님처럼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상천국을 이 땅에 건
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태초로부터 하느님의 혈손인 천손민족입니다. 소 새끼는 소
가 되고 토끼 새끼는 토끼인 것처럼, 여기 모이신 여러분은 다 하느님의 자식들이니 바로 하느님들
입니다. 21세기에 현존하는 하느님의 분신체들이요, 하느님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이 곧
하느님이요, 사람이 곧 부처인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하느님이신 안파견환인님의 몸속에서 맥박치
고 흐르던 피가 단 한 번도 정지되거나 끊어진 적이 없이 9,200여 년 동안 지금까지 여러분의 몸
속에서 지금도 맥박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피가 도중에 맥박이 정지되거나 핏줄이 끊어졌
더라면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진짜 생명의 나이는 9,200여 살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모든 사람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진짜 피의 나이 생명의 나이는 똑
같이 모두 다 동갑인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동갑이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갑이며, 형과 아우
가 동갑이니, 온 세상이 다 평등한 새 세상 지상천국이 우리들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
람이 다 평등하고 동갑이라고 하니까, 어른도 모르고 제 애비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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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되자는 뜻이 아닙니다.
항상 물은 아래로 흐르는 법. 하늘의 은혜가 마치 비와 같이 아래로 내리고, 물과 같이 낮고 겸
손한 자에게로 흐르고, 아름다운 조상의 음덕이 혈통을 타고 자손에게로 하늘의 은총과 축복으로
임하는 법입니다. 제아무리 대홍수가 나도록 많은 비가 쏟아져 내려도 저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높
은 바위꼭대기에는 단 한 방울의 물도 고이지 않는 것처럼, 그토록 높고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하늘의 은총이 담기지 않는 것입니다. 산골짜기와 같이 조금 낮고 겸손한 자에게는 그처럼 조그마
한
장
의
장

골짜기 물이 졸졸졸! 흐르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낮은 시냇물은 더 많은 양의 물이 흐르고, 가
낮은 바다에는 천지의 물이 다 그곳으로 모이고 망망대해를 이루는 법이지요. 우리 민족의 최고
조상 안파견환인 하느님께서도 가장 낮은 데로 임하셨으니, 그 동안 멸시천대 받던 전라도의 가
남쪽 끝에 고흥반도 팔봉산에 하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곳 전라도의 고흥반도 팔봉산이 결코

낮은 산이 아니요, 천하에 제일 높은 영산인 것입니다. 이곳 전라도 사람들이 비록 한때 멸시와 천
대를 받았으나 이제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솔선수범하여 먼저
겸손하고 낮아져서 더욱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늘의 은총을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국 각지에서 오시어 참석하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늘의 새로운 기운을
받으시고, 우리가 새 바람 새 물결을 일으켜서 이 새 물결이 이곳 전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뻗어나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합시다! 우리나라의 개천절을 단군왕검과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국경일이 아니라, 진정한 개천절은 단군왕검의 할아버지인 안파견환인 천제와 전라남도 고흥반도
팔봉산을 중심으로 한 개천절이라는 오늘의 이 새로운 운동과 함께 또한 이곳 전라도에서 구세주
가 출현하신다는 필연적인 역사적 사실이야말로 이 시대의 새 바람 새 물결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 조상의 얼을 바로 새기고 홍익인간 사상을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여 인류가
하루 속히 죄악에서 구원을 얻어 행복하게 영생복락을 누리는 새 세상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새 바
람을 일으키는 역군들이 됩시다! 소금과 빛의 사자들이 됩시다! 여기 모인 우리들이 아니면 그 누
가 하겠습니까? 이곳 전라도에서부터 사랑의 새 물결이 일어나고, 평화의 훈훈한 새 바람이 일어나
서 저 꽁꽁! 얼어붙은 북녘 하늘 아래 우리와 헤어져서 살고 있는 북녘 동포들에게도 전하여지게
합시다! 이곳 전라도에서 일어난 새 바람 새 물결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전국에 고루 전파되게 합시
다! 그리하여 다시는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남한 사람 북한 사람이라는 지역감정이 없는 아름
다운 나라를 만들어 전 국민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여 홍익인간 이념으로 종교가 하나가 되고, 정치
가 하나가 되고, 나라가 하나가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통일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다시는 서로 헤어지지 말자고, 우리들이 다시는 서로
헤어져서 싸우지 말자고, 여기 우리의 하느님 앞에 우리의 조상님 앞에서 우리 다 함께 굳게 다짐
합시다! 그리하여 다시는 이별의 눈물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을 가꾸어 나아가도
록 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힘으로 우리나라를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이룩하여 전 세계의 모범된
선도국가가 되도록 합시다!
아! 대한민국이여! 영원하여라! 7천만 동포여! 하늘의 축복을 받을 지어다!
환기 9210년. 신시개천 5910년. 단군기원 4346년.
9월 23일.
신세계 삼천년성 성주 이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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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주님께서는 전국의 모든 도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의를 입으시고 우렁차게 축사를 하시니 모인
사람들이 박수갈채로 화답을 하고 감동을 하고 기뻐했던 것이다. 그런데 행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천제를 주관하던 왕현 대선사님이 성주님께 다가와서 조용히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하였던 것이다. 성주님께
서 축사를 하시는 그 순간 환인천제께서 직접 나타시어 말씀하시기를, “지금 성주님이 이처럼 오셔서 너무
나 고마우시다. 오늘이 최고로 기쁜 날이다. 성주님은 연세가 66세이지만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목소
리가 가장 우렁차다. 그리고 목소리가 아주 좋으니, 앞으로 큰일을 하실 분이다. 네가 보필하도록 해라! 그
런데 지금 바람이 너무 불어서 성주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니 바람을 불지 못하게 막아라!”하고 불호령
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왕현 대선사님은 즉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시라! 평생을 하늘에 천제를 드리는 일에만 종사하는 사람에게 “네가 성주님을 보필하도록 해
라!”하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무슨 뜻인가? 우리 인간의 최고의 조상이신 안파견 환인 천제께서도 성주님을
알아보시고 모든 도인들에게 이제는 천제만 지내지 있지 말고 성주님을 보필하고 섬기라는 명령인 것이다.
이것은 바로 천명(天命)인 것이다.
왜냐하면 성주님은 바로 하느님도 기다리고 고대하던 분이기 때문이다. 천하의 모든 도인들과 종교인들은
어서 속히 환인 천제의 명령에 따라 성주님을 만나 뵙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
이다. 지금은 구세주 정도오령이 출현하여 역사를 시작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인류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인류의 진정한 영적 엄마 구세주가 오신 것이다.
이 시대는 어떠한 때인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정감록이나 격암유록에서 계룡산에서 정도오령이 나오
신다고 고대하고 기다리던 정도오령이 오신 것이다. 충남 공주 계룡산은 비계룡이요, 부천 소사의 승리제단
이 진계룡인 것이다. 계룡산에서 정도오령이 나오시면 왕이 되시고 태평천하를 하신다고 한 것이다. 그 예언
과 같이 오늘날 성주님께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역곡동의 진계룡에서 마귀와 최후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
오신 후, 전라도 광주에서 출현하신 것이다.
여기에서 계룡(鷄龍)에 대하여 잠간 논하려는 것이다.

鷄龍石白非公州요 平沙之間眞公州라
계 룡 석 백 비 공 주

평 사 지 간 진 공 주

(중략)

非山非野白沙間이 弓弓十勝眞人處라
비 산 비 야 백 사 간

궁 궁 십 승 진 인 처

公州鷄龍不避處니 此時代는何時야요
공 주 계 룡 불 피 처

차 시 대

하 시

山不近에轉白死니 入山修道下山時라
산 불 근

전 백 사

입 산 수 도 하 산 시

-------- 格菴遺錄 鷄龍歌 -------‘계룡석백비공주(鷄龍石白非公州)요,

평사지간진공주(平沙之間眞公州)’라고 하였는데, 이는 공주의 계룡산

에 돌이 희어진다고 하는 그 공주(公州)는 지금의 충남 공주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평사지간 진공주라
하였는데, 이는 지금의 경기도 부천시의 부평과 소사 사이의 지역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곳이 바로 진짜 계
룡이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1982년(壬戌年) 6월 17일에 구세주 정도오령이신 성주님이 이기고 나
오셨기 때문이다. ‘비산비야백사간(非山非野白沙間)이 궁궁십승진인처(弓弓十勝眞人處)라’라고 하였으니, 이
는 산도 아니오, 들도 아닌 자하도(紫霞島) 즉 영적 공주(公州)를 의미하는 것이요, 그런데 백사간(白沙間)이
진인처(眞人處)라 하였으니, 이는 소사(素沙) 안에 있다는 뜻으로, 지금의 역곡(驛谷) 승리제단(勝利祭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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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소사에 소재하는 계룡산(鷄龍山)이요, 이곳에서 진인이 나오심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구세주 정도오령이 이곳 경기도 부천시 소사(素沙)를 거쳐서 나오시게 된 것은 ‘비산비야 백사간에 궁을십
승 진인처라’ 하였으니, 이곳 소사에서 구세진인(救世眞人)이 이기고 나오시게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다. 박태선 장로님, 조희성 전도사님, 판석 성주님 세 분의 정도령이 모두 이곳을 거쳐서 나오시게 된 것이
다. 위의 예언 문과 같이 모두가 다 미리 예정(豫定)된 각본(脚本)인 것이다. 따라서 이곳 소사 진계룡에서
나오지 않은 자는 모두가 가짜요, 거짓 선지자인 것이다. 여기서 ‘비산비야백사간(非山非野白沙間)’이라 하는
뜻은 실제로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니니 육적인 산이 아니고 영적인 계룡산(鷄龍山) 곧 진계룡이라는 의미로
서 하나님 섭리의 동산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궁궁십승 구세주 십승인 진인이 이기고 나오신
것이다. ‘공주계룡불피처(公州鷄龍不避處)니’라고 하였으니, 공주에 있는 계룡산은 진짜 피난처가 아니니, ‘차
시대(此時代)는 하시(何時)야요’라고 하였으니, 곧 이 시대는 어느 때인가? ‘산불근(山不近)에 전백사(轉白
死)니 입산수도하신시(入山修道下山時)라’라고 하였으니, ‘산(山)을 가까이 하지 마라. 입산(入山)하면 죽을
것이니, 입산하여 수도하는 자들은 모두 하산할 때’라는 뜻이다.
‘전백사(轉白死)’라 함은 흰 백(白)자를 옆으로 굴리면 입산(入山)이 되고 죽을 사 자(死)이므로, 이는 ‘입산
(入山)하면 죽는다.’는 뜻이다. 여기서 그 산(진계룡)은 바로 승리제단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는 구세주가 승
리제단(山)에서 이기고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세주를 따라서 그 산(진계룡)에서 하산하여 나와야지, 그
산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 산을 가까이 하거나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산
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은 승리제단과 더불어 그 외의 모든 기성 종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이다.
산을 가까이 하면 죽을 것이라 했으니, 이는 기성 종교를 가까이 하면 그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죽고 만다는 뜻이다.
승리제단은 구세주가 출현하시기 이전에 일어난 이 세상의 모든 기성 종교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종교인
것이다. 그런데 승리제단마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기타 나머지 종교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무능한 기
성 종교가 되므로, 그 종교에 들어가 본들 모두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 동안 이 세상에는 구원
의 참 종교가 없었기 때문이다. 승리제단은 구세주를 탄생시킨 위대한 업적을 낳았으나, 구세주를 잘 받들고
옹립하지 못하고 오히려 극악으로 대적하고 드디어 박대하여 추방을 시키고 말았으니, 승리제단은 그야말로
병아리가 부화되어 나온 뒤에 남은 달걀껍질에 불과한 것이다. 그 달걀껍질은 결국 거기서 나온 병아리에
의해서 짓밟혀 바삭바삭 부서지고 마는 것이다.
‘차시대(此時代)는

하시(何時)야요, (중략) 입산수도하산시(入山修道下山時)라’고 하였으니, 구세주가 진계

룡에서 도통을 하여 나오시어 출현하시면, 곧 진사당운(辰巳當運)이면 ‘입산하여 수도하던 사람들도 모두 산
에서 내려올 때이니라.’라는 뜻이다. 이는 특히 이곳 소사 승리제단에서 구세주가 이기고 나오셨으니, 이곳
소사의 승리제단에 들어가서 수도하던 자들은 이제는 구세주를 따라서 모두 다 함께 하산하여 나올 때라는
뜻이다. 거기 승리제단에 남아 있거나 들어가는 자들은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모두가 다 늙고 병들어서 죽
고 만다는 뜻이다.
승리제단은 구세주를 연단하여 세우신 영적 해와의 역사이다. 소사(素沙) 역곡의 승리제단(勝利祭壇)에서
구세주 삼위일체 정도오령 미륵 왕이 진사성인출을 하여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거든, 입산수도(入山修道)하
는 사람들은 모두 하산할 때라고 하였으니, 모든 기성 종교에 들어가 있는 신도들도 모두 자기가 속해있는
종교에서 나와서 구세주 정도오령을 따라야 산다는 뜻이다. 구세주 정도오령(正道五靈)이 나오시면 이 세상
의 기존 종교는 모두가 다 사교(邪敎)이기 때문이다. 이제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인류에게 영생을 주는 참
종교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그러므로 구세주 정도오령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출현하시니, 이제야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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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의 참 종교가 출현한 것이다.
생각해 보라! 이 세상에 인간들이 무엇을 어떻게 먹고살아야 한다는 생명체질의 법칙을 바르게 가르쳐주
시는 구세주 새하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참 학문이요, 참 종교인 것이다.
오늘날까지 이 세상에는 인간들이 무엇을 어떻게 먹고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생명창조의 법칙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종교나 학문이 없었던 것이다. 말세에 이르러 구세주 정도오령이신 성주님께서 처음으로 이 생
명체질식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다.
성경에서도 이르기를 ‘그러나 인자가 이를 때에 세상에 믿는 것을 보겠느냐’(누가복음 18: 8)라고 기록하
고 있는 것이다. 구세주가 오실 때에 그때까지 이 세상에 참 믿음이 없었다는 뜻이다. 참 학문도 없었던 것
이다. 구세주 정도오령 새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제야 비로소 참 학문과 참 믿음과 참 도
(道)가 나타났으며, 이제야 비로소 참 종교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금번 제1회 대한민국환인개천문화축제 행사에 성주님께서 아직은 크게 드러내지 않으시고 각처에
서 모여온 도인들 중의 한 분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내신 것이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위엄과 음성에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 모두 몰려와서 반가이 인사하고 환담을 나누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다정하게 옹기
종기 서서 기념사진을 찍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날 성주님께서 축사를 하시는 순간에 성주님을 찍은 사진에 하나님의 신이 옹기점 연기처럼 검
정색으로 구름기둥이 강렬하게 나타난 현상이 찍힌 것이다. 밤에는 흰색이나 푸른색 등으로 연한 색으로 나
타나지만 밝은 낮에는 야외에서 찍히는 경우는 검정색이라야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축사를
하시는 성주님의 모습을 찍은 사진에 양옆으로 검정색의 거대한 연기기둥이 강하게 우뚝 서 있는 현상이 나
타난 것이다. 이슬 은혜가 내리는 현상을 찍은 사진 중에서 검정색으로 나타난 은혜가 가장 강하게 내리는
은혜인 것이다. 검정색은 하늘색이요, 우주의 색인 것이다. 검정색보다 더 강한 색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다.
우주의 블랙홀도 검은 구멍이란 뜻인데, 검정색 암흑의 구멍 속에서 생명의 빛이 창조되어 나오는 것이다.
이처럼 성주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가시는 곳에는 반드시 감로수의 은혜가 한없이 내린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환인 천제께서 오시어 왕현 대선사에게 말씀하신 일과 이슬 은혜가 사진에 찍힌 사
실은 서로 맞물려서 하느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음이 분명하게 입증된 것이다. 그리고 환인 하느님께서도 성
주님을 알아보시고 성주님을 보필하고 섬기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이다. 성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종교단
체에 가시더라도 그 곳의 신들이 모두 성주님을 알아보고 맞이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성주님은 과거에 이
미 죽었다가 영계에 들어가셔서 무궁한 세월을 다스리다가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신이라도 성주님
을 다 알아보게 되는 것이다.
성주님께서 영계는 이미 다 장악을 하고 다스리셨으니, 이제는 이 세상 인간계에서 인간들을 구원하고 다
스리는 일만 남은 것이다. 이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간단한 것이 아닌 것이다. 영계를 먼저 장악하고
다스리는 자라야 인간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고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이미
만왕의 왕이신 새하나님의 손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이다. 천하의 모든 도인들은 성주님을 만나 뵙게 되면
더 이상은 어떤 산이나 들로 기를 받는다고 몰려다니지 말고, 성주님 앞에 나아와서 강하게 분출되는 광선
의 빛을 받으며 감로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성주님의 몸에서는 한량없는 이슬 같은 성신의 은
혜가 폭포수와 같이 한없이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모든 종교에서 나와야 하고 모든 도인들은 만왕
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십승대왕 우리 성주님 앞에 나아와서 참 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때이다.
이제야 비로소 참 종교요 하나님의 참 믿음이 출현한 것이다. 이는 곧 만법귀일진법(萬法歸一眞法)인 것이
다. 따라서 말세에 오시는 구세주 정도오령은 분명히 모든 경전과 예언서에서 예언한 내용과 일치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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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에 명시된 대로 분명한 하나님의 신의 징표를 가지고 오신 것이다.
옛날 암행어사의 징표는 마패(馬牌)였던 것이다. 오늘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만 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오신 사명자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리신 신의 징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구세주의 징표가 되는 이슬 은혜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마지막 때 구세주 정도오령에게 하나님의 신이 내리게 될 것에 대하여 불경에서는 감로수라고 하고 성경에
서는 이슬 은혜라고 하고, 격암유록에는 감로여우 해인이라고 각기 표현 방법만 다를 뿐 모두 공통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늙
은 자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 자들은 이상함을 볼 것이오, 또 그 때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기둥이라.’(요엘 2장 28~30절)라고 하였고, 또
한 ‘헬몬의 이슬과 같음이여. 시온 산들에 내림이로다. 저기서 여호와-복을 명하심이여. 영생이로다.’(시편
133편 3절)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불꽃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시리니 온 산에 연기가 옹기점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찰소리가 점점 높아질 때에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출애굽기 19
장 18~19절) 또한 ‘뭇 백성이 우뢰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에 연기를 인하야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닐
아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죽을까 두려우니 당신이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모세가 갈아대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야 범죄치 않게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한 곳으로 가까이 나가니라.’(출애굽기 20장 18~21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40년간 광야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
로 저희 앞에서 인도하셨던 것이다.
‘주 여호와 대면하고 보이시며 당신의 구름이 저희 우에 서고 낮에 구름기둥 가운데와 밤에 불기둥 가운
데서 당신이 저희 앞에 행하심이어늘…’(성경 민수기 14장 14절), ‘저는 너희를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한 자시니라.’(신명기 1장 33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의 이적이었던 것이다. 오늘
날 그와 같이 이슬 은혜를 내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모든 신을 장악하고 승리하셨다는 징표이기도
한 것이다. 그 동안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신이 나타나지 못한 것은 마귀의 신을 제압하지 못하고 숨어서 힘
을 키우면서 지하운동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세에 이슬 은혜가 내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승리하시어 마귀의 세상은 끝장나고 하나님의 역
사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슬 은혜가 내리는 것은 곧 구세주의 징표이며, 말세의 징
표인 것이다. 말세에 구세진인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모든 경전과 예언서에 미리 예언 명시된
구세주의 징표로써 결판이 나게 되는 것이다.
그 징표란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고, 암행어사의 마패와 같이 하느님의 신으로써 나타내 보여주시게 되
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으로써 응답하시고 이간들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서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성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슬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내리는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만왕의 왕 구세주가 출현하셨으며 마귀세상의 말세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바야
흐로 이 땅에 구세주 새하나님이 출현하시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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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성주님께서 천제단에 향을 드리고 잔을 올리시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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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은혜 사진 중에서 성전에서 찍은 앞 페이지 성화 사진은 하얗게 뭉게구름 같은 이슬 은혜
가 나타나고, 밝은 낮에 산에서 찍은 성화 사진은 검정색으로 이슬 은혜가 나타난 것이다. 어떤 기
둥과 같은 물체가 가까이에서 가렸다면 사진에는 반드시 희뿌옇게 찍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래 사
진에서는 양옆에 아주 진한 검정색과 진한 갈색으로 연기 기둥이 우뚝 솟아오르고 있는 현상이 적
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신의 은혜가 강하게 나타난 현상이다.
‘또 그 때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기둥이라.’(성경, 요엘 2장 28~3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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