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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主 尊影

서 문
바야흐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인간이 이 땅에
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구세주 새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방주를 마련하여 놓으시고 인류에게 어
서 오라 부르고 계시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
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찾아 영접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요,
인간으로서 가장 영광된 일이라 할 것이다.
본서는 이 땅에 강림하신 구세주 새하나님으로서 사람 같으
나 사람이 아닌 사인불인(似人不人)이요, 친히 하늘 문을 열고
이 땅에 하강(下降)하신 천신(天神)께서 전 세계 인류에게 내리
신 특명의 말씀을 기록한 천국복음(天國福音)이다.
더불어 여기에 이 땅에 강림하신 구세주 새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대하는 새 식구들에게 바른 길잡이가 되는 책자가 되었으
면 하는 뜻으로 본서를 만들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은 대부분이 인간들의 지식에 관한 책들
이지만, 여기에 내놓는 책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법을 배
울 수 있는 책이므로 더욱 귀중한 책이라 할 것이다.
이 세상에는 그 동안 수많은 종교가 있었지만 진정으로 인류
를 구원하는 종교는 나오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 때가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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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를 당하여 이 세상에서는 처음으로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
하는 구세주의 학문이 나온 것이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 중에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朝鮮),
즉 코리아의 빛고을 광주(光州)에서 20세기말 진사년(辰巳年:
2000∼2001년)에, 판석(判席) 성주님께서 새하나님의 출현을
선포하시면서 연호(年號)를 천기(天紀)라 정하시고, 그 해(서기
2001년)를 천기원년(天紀元年)이라 선언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야 비로소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천하의 새
문명이 예로부터 동방의 예의지국인 대한민국의 호남 전라도
땅 빛고을 광주 곧 태양의 성지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 동안 은둔생활을 하시던 성주님께서 춘추 61세가 되시는
금년 천기 8년(서기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역사를 시작하신
다고 하심에 따라 본서를 서둘러서 펴내게 된 것이다. 전 세계
인류에게 새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독자 제현은 이 글을 읽고 나서 즉시 새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여 이 감격과 환호와 영광의
역사에 다 함께 동참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바이다.
천기 8년(서기 2008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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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하나님 출현!
(1) 사람의 몸으로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
적이고 공상적이며,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존재로만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所致)다.
흔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으로만 거하시고
사람이 만나볼 수도 없는 상상과 공상의 허무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말씀도 하시고 노래도 부르시며, 사람들
과 똑같이 음식을 드시고, 발로 걸어 다니시며, 잠도 주무시면
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이시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게 되는 근거를 먼저
성경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확인해 보려는 것이다.

------- 요한일서 3장 2∼3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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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13장 8∼13절 -----

-----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

구원의 무리인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어느 장소에 또한 어
느 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실 것까지 미리 알고 기름
등불을 예비하여 주를 맞이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개 허다히 많은 사람들이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 하
면서 정작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 지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은 소위 믿노라하는 어둠의 자식들에 불과한 것이다.
어둠의 자식들에게는 주께서 도적 같이 임하시게 된다는 것

은, 주께서 어느 시에 어느 장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실
줄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알지 못하는 곳에 알지 못하는 사
람들에게 강림하시기 때문에 주를 맞이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재림 예수는 절대로 기독교에 강림하지 않으시며,
또한 미륵부처님은 절대로 불교에 오시지 않고, 정도령은 유교
에 오시지 않으며, 미리 예비하고 기다리며 영접하는 빛의 아들
들에게 구세주가 나타나시게 되어 있는 것이다. 구세주 새하나
님이요, 새부처님이 오시는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7천년 시대에 해당하는 안식일이요, 장소는 동
방의 해 돋는 나라 천하의 빛고을에서 빛의 아들들에게 만왕의
왕 구세주 새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된 것이다.

------ 딤전 6: 15∼16 -----

6천년의 기약이 차게 되면 태초의 하나님은 이제 영원한 안
식에 들어가시고, 감추었던 한 씨요, 홀로 하나만 되시는 구세
주 하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옛 하늘이 떠나가고
새 하늘이 열리는 것이다. 이 분이 바로 새하나님이요, 또 다른
보혜사 성신인 것이다.

천신하강 특명서

그러므로
라고 하였으며,

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인류의
구세주는 태초의 창조주 하나님도 아니오, 예수는 더구나 아니
며, 두 분 이상의 복수도 아니요, 홀로 한 분이신 하늘에 감추
었던 한 씨의 하나님이요, 감추었던 한 씨의 하나님이 말세에
삼위일체를 완성하여 한 분으로 출현하심이 분명한 것이다.

---- 로마서 9: 29 ----

하늘에는 원래 세 씨가 존재하였다. 그 중에서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과 처음 사람 아담 곧 두 씨의 하나님이 출현하여 역사
를 하셨으며, 한 씨는 마귀 모르게 감추어 두셨던 것이다. 하나
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어내 해와(여자)를 만들어 마귀
에게 세 씨인 줄 알도록 쇼를 하시어 한 씨를 감추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머지 감추었던 한 씨(마지막 아담)가 말세에 인류
를 구원하는 구세주 새하나님으로 출현하시게 되는 것이다. 그
러므로 처음이나 나중이나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명을 창
조하시고 또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가 되어 오시게 되는 것이지,
예수나 다른 존재가 구세주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만왕
의 왕이라고 주장하나 1,700여 년 전에 이미 만왕의 왕도 만주

의 주도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도 예수가 아니고, 오직
말세에 출현하시는 새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
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경 신약전서는 예수가 죽고 나서 약 300
년이 지난 후에 전설로 전해져 내려온 예수의 행적에 관한 구
전들을 모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약 1,700여 년 전에 기록한 위의 성경 말씀에서
라고 하나님께서 조정을 하여 예수
가 만왕의 왕이 아니라고 여지없이 쳐버리신 것이다.
성경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홀로 한 분(단
수)만이 아니고 두 분 이상(복수)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창 1장 26∼28 -------

그리고 ‘
라고 하였는데, 이는 하늘에 감추었다가 말세
에 나타나시는 새하나님은 그 동안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으로만 거하셨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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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그 동안 사람이 볼 수 없었던 분이시니 사람이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는 뜻이다. 실제로도 새하나님은 그 동안
18년간 빛고을 광주(光州)에서 은둔생활을 하시면서 나타내지
않으셨으니,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사람이 보지 못하
였으며,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새하나님
이 출현하신 곳도 대한민국의 빛고을 광주(光州)에서 때가 이르
러 출현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리고 악한 죄인은 새하나님을 직접 만나보고도 새하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보통 자기네와 같은 사람으로만 생각하
게 되니

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첫머리에

라고

한 바와 같이, 그 동안 감추어 계심으로 말미암아 보려야 볼 수
없었던 한 씨의 하나님이 말세에 기약이 이르러 삼위일체를 완
성하시어(홀로 하나만 되시고) 구세주 새하나님으로 출현하시어
당신의 모습을 비로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뜻이다.

------ 야고보서 3장 9∼10절 ------

이와 같이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였으
니,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 사 55: 6∼9 -----

----- 사 59장 19∼20 -----

------- 이사야 65장 1∼3 -------

- 창세기 17장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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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18장 1∼5절 --------

-------- 요한복음 10장 35절 --------

위의 말씀과 같이 성경에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일하는 선지
자 모세를 신이라 한 것이다.(출애굽기 7: 1) 이와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당신들의 형상대로 사
람을 지으셨다고 하셨으니, 이를 환원하여 생각하면 하나님의
모습은 분명히 사람의 모습이어야 함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로써 성경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굳이 부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다. 그런데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면
고 기겁을 하고 놀라는 것
은 너무나도 성경에 대하여도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늘날 구세주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야만 틀림없는 진짜 하나님이다. 만약 우

리 사람들과 다르게 유령과 같은 별다른 모습으로 오셨다면 그
는 분명 도깨비요, 마귀새끼요, 가짜 하나님인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유별난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고 믿는
자도 역시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자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참으로 아둔한 자라 할 것이다. 만약 오늘날 성경을 믿고 따르
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실체(實體)로서 존재하지 않고 사람이
볼 수 없고 빛으로만 존재하시며 끝없이 높은 하늘 공중에만
계시는 존재로만 믿고 있다면, 그야말로 그러한 하나님은 있지
도 않은 추상적이고 공상적으로만 존재한다는 말이니, 결국 하
나님은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형체(形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진리다. 무형
(無形)이라는 말은 곧 없다(無)는 것이다. 심지어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도 수소(H), 산소(O), 질소(N), 탄소(C) 등의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이 빛으로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자들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원소
를 통해서라도 그 존재성을 증명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자가 혹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부정하
거나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먼저 보이지 않고 형체가
없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보고 확실하게 제시한 연후에 비로소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가짜라고 말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나타난다고 믿는 것
은 비진리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고 믿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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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진리인 것이다. 보이지도 않는 것을 무조건 믿는 것은 믿음
이 대단히 좋아서가 아니라 심히도 무지몽매한 짓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상상의 존재가 아니라 오늘
날 사람의 조상의 조상이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혈손이
며, 우리의 몸속에 흐르는 생명의 피는 그 하나님의 피가 오늘
날까지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의 새끼는 소요, 말 새
끼는 말이요, 개새끼는 개이며, 토끼새끼는 토끼인 것처럼, 하나
님의 자식인 사람도 하나님인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면 그때야 비로소 신이
라고 말하고 살아 있는 사람은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고 흔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만 알
고 있으며,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 분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은 지극히 적은 것이다.
다음의 성경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기를 바라는 것이다.

------- 시편 82편 1∼6절 -------

여기서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요, 복수로 여러 분이었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

고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시는 가운데
서 서셨다는 뜻이요, 본래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라고 서로 의논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역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분이 아
니었음이 분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세 분의 하나님
중에서 말세에 기약이 차서 오시는 하나님은 태초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감추었던 한 씨의 하나님이 오시니, 이 감추었다가
말세에 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새하나님인 것이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창세기 18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
함에게 나타나실 때에 세 사람이 오셨다는 기록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 신명기 14장 1절 --------

위에서

하였으니, 이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구약 신명기 14장에
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생이요,
신의 후예들임이 분명한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신의 자식들이
기 때문에 신의 후예들은 다 신들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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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주장함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에게 패하여 당신의 자식들을 마귀에게
모두 빼앗기심으로 말미암아 전지전능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
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치 못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 죄를 지은 아담과 해와 당신
의 자식들을 에덴동산의 죄 짓기 이전의 아담과 해와로 원상회
복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태초의
하나님은 인생을 구원하실 능력이 부족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태초에 감추었던 한 씨의 하나님께서 말세에 기약
이 차서 나타나시어, 태초의 하나님이 마귀에게 패하여 잃었던
두 씨를 회복하여 삼위일체 구세주가 되신 것이다. 그러므로 말
세에 인류가 고대하고 기다렸던 구세주는 어느 누구도 아니고
새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세에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면 이
처럼 분명하게 자신이 새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
어 보여주시며 밝혀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자칭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엉뚱
한 예수의 이름이나 다른 이름으로 왔다면 그것은 여지없는 가
짜요, 거짓 선지자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외아들이나 사돈네 팔촌이나 어느 누구를 대신 보내거나 종을
보내지도 않으시고, 오직 새하나님 당신이 몸소 직접 오시게 되
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짜를 모두 심판하시는 것이다.

(2) 예수가 실토를 하였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태초에 한 분만이 아니었으
며, 복수의 하나님이었음을 성경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리고 태초의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기약이 이르러 제
7일째(말세)에는 안식에 들어가시고, 새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
왕의 왕 만주의 주 구세주로 오시어 인류를 구원하여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2천 년 전에 유대 땅에 나타난 나사렛 예수가 스스로
구세주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 주장은 한낱 거짓말이었으
며, 당시에 예수는 평소에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자였다. 4복음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많이 있는 것이
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을 할 때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던 것이니, 이는
라고 강조를 하는 버릇이
있었던 것이다. 그 전에 한 말은 모두가 다 거짓말이었다는 뜻
이다. 예수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이래야만 했을까요?
신약 성경에 예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예수가 죽은 후 약
300년이 지난 무렵에 구전으로 전해 오는 기록과 전설 등을 종
합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이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성경은 당시에 유대나라에서 공인된 문서
가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일방적으로 기록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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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마리 문서나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예수의 행적 중에
서 나쁜 점은 제외시키고 좋은 점만 골라서 미화시키고 과장하
여 기록한 것이 오늘날 신약 성경이다. 예수의 더욱 자세하고
사실적인 행적은 외경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이다. 외경에는 예수
가 어릴 때부터 동네 아이들과 모래성을 쌓고 놀다가 다른 아
이가 쌓은 모래성을 발로 짓밟아 무너뜨려버린 것이다.
그러자, 아이가 울면서 항의하자 예수가 그 아이를 저주를 하
자 그 즉시 아이가 죽어버린 것이다. 그러자, 동무의 엄마가 나
와서 펄펄 뛰면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이야기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예수는 천하에 못된 망나니 악동이었다.
이와 같은 예수의 못된 행위가 외경에는 가감 없이 비교적
자세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지금 기독교가 정경으로
정한 성경보다는 외경이 더욱 신빙성이 있는 성경인 셈이다.
오늘날도 한글판 개역은 한국의 목사들이 여러 번 뜯어고친
성경이므로 틀린 것이다. 구역(舊譯) 성경을 봐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아비가 없는 사생아로 인정을 받지 못하며 자라
다가 그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스페인 상인을 따라서 인도로
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는 인도 티베트 고원에 들어
가서 불교의 고승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자라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후일 그는 승려가 되어

라는 대사의 칭호까지

받아서 부처님의 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조국에 귀국
하여 포교를 하던 중에 자신의 인기가 높아지자 자기가 하나님

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는 한낱 불교의 타락한 파계승에 불과한 것이다.(본서의 ‘13. 예
수의 실체’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그러므로 예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요,
구세주라는 주장부터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으며, 그는 그 거짓
말을 감추기 위하여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만 했고, 계속해서
서슴없이 수많은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만은 자신의 속
마음을 털어놓고 자신이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을 사실대로 실
토를 하였던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 요 14: 16~17 --

위의 인용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예수가 친히 말하기를 하
나님께서 자기와는 다른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라고 밝히면서, 예수 자기가 아닌 또 다른 보혜사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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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상반된 신을 보내어 너희와 영원토록 같이 계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보혜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은 본래 하늘에 감추었던 한 씨의 새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 사람들과 영원토록 같이 계실 보혜사라 하였으니, 인
생을 영생을 주시어 죽지 아니하게 하여 영원토록 같이 계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계실 구세주 새하나님인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에 대하여

하였으니, 보혜사

는 곧 하나님의 신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예수 자신은 진리의
신이 아니라는 말이니, 이는 곧 하나님의 신이 아니며 마귀의
줄기요, 마귀 신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라는 말 그대로, 보혜사는 하나님인데,

또 다른 보혜사란 또 다른 하나님 곧 새하나님인 것이다.

---- 요한복음 16: 7~13 ----

이 기록에서

라고 한 말은
라는 말이다. 다른 말은 사실이 아니

더라도 이 말만은 틀림없는 사실을 실토하는 것이니, 이 말만은
예수가 한 말 중에서 가장 확실히 믿을 만한 말인 셈이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

라
고 하였으니, 이 뜻은 예수 자기보다 보혜사가 오는 것이 제자
들에게 더 낫다고 하였으니, 오히려 예수 자기는 떠나고 보혜사
가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인간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아니라는 뜻
이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는 이단이요,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
자요, 제자들에게 필요가 없는 존재요, 오히려 해독을 끼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혜사가 오시고 자기는 떠나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유익하다는 것이다.
예수 시대가 가면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니, 보혜
사가 오시면 비로소 죄와 의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심판의 권세
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는 뜻이다. 보혜사가 와서 세상을 심
판하신다는 뜻이다. 구세주가 심판주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가 와서 세상을 심판하
시는 구세주라는 뜻이다. 그리고 보혜사가 와서 죄와 의에 대한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는 것이지, 예수는 죄와 의에 대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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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보혜사는 곧 하나님
이요, 또 다른 보혜사는 또 다른 하나님 곧 새하나님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은, 지금 보혜사에 대한 말은 진짜 말이
라고 실토를 하면서, 그 동안 자기가 구세주라고 했던 말은 진
실이 아니라고 실토를 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자신은 떠나고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욱 유익하다고 하였고, 예수
자신이 떠나가면 보혜사가 올 것이요,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아니할 것이라 했으니, 이는 분명히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상반된 반대신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같은 한 신끼리라면 일체의 신이기 때문에 떠나야 오고 떠나
지 않으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오시면 서로 증거를 하여 도와
주고 합하여 영원토록 함께 역사를 해야 옳은 것이다. 신도 유
유상종(類類相從)이니, 같은 신끼리만 서로 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보혜사)가 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같이 계실 것
이라고 한 말은, 보혜사가 오시면 앞으로는 더 이상 예수는 필
요 없다는 말이다.(격암유록에 보혜대사 정도령의 출현 명시됨)
그리고 예수 자신이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말은 예수 자신은 이제 너희에게 유익이 없고 필요가 없는 존
재라는 말이니, 이 말은 자신은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가 아니라
는 뜻이다. 진짜 구세주가 아니고 가짜 구세주라면 떠나야만 옳
은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구세주가 아
니라면 예수를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죽으면(떠나면) 더 이상 죽은 예수를 구세주
이니, 하나님의 외아들이니 하는 미련을 갖거나 믿을 필요가 없
고, 전혀 유익함이 없는 존재임을 알 수 있으며, 예수는 오히려
오늘날까지 인류에게 해독을 끼치는 존재가 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또 다른 보혜사는 분명히 예수와는 서로 다른 신이
요,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요, 오직 보혜사가 장차 말세에 오시
어 너희와 영원토록 같이 계시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에게
영생을 주시고 유익함을 주실 구세주라는 뜻이다.
예수가 이와 같이 실토를 하는 것은, 자기가 이기지 못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구세주가 되지 못하고 실패할 것을 예상
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자기 말을 지키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호언장담했던 예수
가 자기 자신부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은, 어느
모로도 성공한 사명자라 할 수 없으며, 그는 실패자요, 마귀를
이기지 못한 패배한 죄인이므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존재인 것
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처음부터 성경에 기록할 가치도 없는 가
짜 구세주인 것이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예수 자기를 믿으면 사람이 죽지 않
고 영생을 한다고 호언장담을 하였으니, 거짓말도 너무 심하게
한 것이다. 그러한 예수가 여기서는 보혜사가 너희에게 유익하
고 예수 자신은 떠나는 것(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실
토를 한 것이다. 예수 자신은 너희에게 있어보아야 해독만 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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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리고 또 다시
라고 하였으니, 예수 자신이 떠나게 되면 너희가 다
시는 자기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
들이 예수가 다음에 다시 오리라 믿는 것은 거짓말인 것이다.
예수는 앞으로도 영원히 오지 못하는 것이다. 죽은 예수가 재림
예수로 다시 온다는 것은 허황된 거짓말이다.
예수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복음 21: 22∼23)라고 하였으나, 사도 요한이 예
수가 죽은 후에 밧모라는 섬에 귀양을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는 오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요한은 죽고 말았던 것
이다. 예수는 그와 같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제자에게 약속한
예언마저도 공수표로 부도를 내고 말았다. 그것은 예수가 주장
한 이 모든 말들은 그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보혜사에 대하여 기독교에서는 여러 구구한 주장
들이 많으나

하였으니, 보혜사는 곧 사람
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인격체임이 분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혜
사는 분명히 말세에 오시는 구세주 새하나님인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 곧 진리의 신이 오시면 비로소 모든 진리 가
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였으니, 예수 자신은 진리로

인도하지 못하는 자임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진리의 길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
는 것이다. 이 정도라면 천치바보라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신을 믿고 따라야지,
진리로 인도하지도 못하는 예수를 믿고 따르면 되겠는가? 예수
는 여기서 분명히 보혜사가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실토를 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요한복음 14: 6)고 했
던 말은 또한 거짓말이 분명한 것이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예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
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구세주이니 주장을 하면서, 자기
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오늘날까지 수
많은 사람들을 지옥 길로 미혹하였으며, 또한 그는 하나님께 버
림을 받았으며,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어간 것이다.
그런 자를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요, 구세주라고 주장하며
혹세무민을 일삼는 종교가 이단 사이비 종교가 아니고 어떤 종
교가 이단 사이비 종교라는 말인가. 사실 기독교의 예수는 하나
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존재인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과 아
무런 상관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가 죽을 때 남긴 최후
의 한마디가 이를 더욱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마태 27: 46)
그러므로 지금은 예수나 믿는 시대가 아니다. 아직까지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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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실체를 모르고 그를 구세주라고 믿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
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너무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는
이제 종교의 골동품으로 역사의 박물관에나 보내야 하는 것이
다.
일언이 폐지하고, 본서를 읽고도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는 자
가 있다면 그는 정녕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자라 아니할 수 없
는 것이다. 그런 자는 거룩한 성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는
스스로 백보좌의 심판을 자초하고 마는 것이다.
지금은 바야흐로 이 땅에 구세주 새하나님이 출현하시어 인
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펼치고 계시는 것이다. 때가 늦으면 그
만큼 후회하게 된다. 어서 속히 새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 씻음
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새 하늘이 열렸도다!
예수는 또한 다음과 같이 자기는 이 세상에 오실 임금 곧 만
왕의 왕이신 구세주 새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임을 스
스로 털어놓고 만 것이다. 그 동안 예수를 믿은 잘못이었다.

----- 요한복음 14장 30∼31절 -----

이처럼 예수는
라고 한 그대로 예수와는 상반된 반대

신이기 때문에
라고 한 것이다. 이 세상 올 임금이 바로 예수가 가고 나면 말
세에 오실 또 다른 보혜사 성신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말세에 오실 만왕의 왕이신 구세주 새하나
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사실을 실토하게 된 것이다. 다
만,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좇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자
라고 어설픈 변명을 하기에 급급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가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으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좇아 순종하는 사람이
라고 자기를 스스로 변호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는 결국 십자가상에서 운명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
기를 버렸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발악하며 죽어갔던 자이다.
이와 같이 예수가 자신이 구세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토한
내용은, 예수가 가장 사랑하는 요한에게는 자기의 심정을 자주
실토를 하였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예수가 특별히 했던 말들이 비교적 자세
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요한복음 14: 6)라고 한 말은
모두가 다 거짓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예수가 실
토한 말이 예수의 진짜 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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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예수가 예언한 말 중에
(요한복음 8: 51)라든가,

(요한복음 11: 25)라고 한 말들이 오늘날까지 2
천년을 지낸 결과 모두가 다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요한복음 6: 49)라고 말한 예
언이 모두 다 공수표로 부도가 나고 말았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의 몸에서 태
어났다고 주장하다가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위장하
기 위하여 의붓아버지 요셉의 족보에다 자기 이름만 삽입을 해
가지고 허위 조작을 하였던 것이니, 모두가 다 거짓으로만 위장
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마태 1장, 누가 3장)
그러므로 예수는 가짜 구세주가 분명하다. 그는 거짓 선지자
요, 희대의 사기한이요, 이단이요, 적그리스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성경 전체를 볼 때에, 마지막 때 인류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분은 인류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인데, 그
구세주가 이미 2천 년 전에 유대 땅에 나타났던 나사렛 예수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는 정 반대인 또 다른 보혜사 성
신 구세주 새하나님이 오시어 인간들과 영원토록 같이 계시는

것이다. 이 세상에 오시리라 고대하던 임금이 바로 또 다른 보
혜사인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란 바로 태초의 하나님이 아닌
새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경을 읽고도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는
자들은 분명히 이성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인정하기에
는 좀 곤란한 사람들인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예수가 말하기를 ‘
라고 한 그대로
예수는 이 세상에 다시는 오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기
독교에서 재림예수가 오셔서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
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판이다.
또한 재림예수를 기다리는 것은, 2천 년 전의 유대 땅 나사렛
예수는 아무 능력이 없어 자기네들을 구원하여 주지 못하고 무
능하여 아무 필요도 없으니, 재림예수를 기다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옳았다.
그러므로 말세에는 분명히 이미 지나간 시대 과거의 예수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세에 오시는 이긴자요, 감람나무요,
동방의 의인 한 사람이요, 또 다른 보혜사 성신이요, 정도령이
요, 구세주 새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다.
격암유록(格菴遺錄) 성운론(聖運論)에도 말세에 보혜대사 정
도령이 출현하신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보혜사가 바로 말
세에 오시는 구세주 정도령이요, 미륵 왕이요, 새하나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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甘露如雨寶惠大師 正道靈이飛出하야
雷聲霹靂電閃迅에 一次二次再三次로
紫霞黃霧火然中에 救世主가降臨하니
그러므로 불교도 마찬가지다. 불교적으로는 비로자나부처님이
요, 생 미륵부처님이다. 석가모니가

고 예언했던 것이다.
그리고 또
라고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생명이 없는
쇳덩어리 불상이나 모셔놓고 섬길 때가 아니라, 말세에 오신 만
왕의 왕 미륵 왕이요, 생 미륵이신 새부처님을 섬기고 그 가르
침을 받고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인류가 오랜 역사 믿어온 종교라고 해서 인류에게 충분히 검
증된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인간적인 단견(短見)인 것이
다. 왜냐하면, 맨 나중 말세에 늦게 출현하신 구세주 새하나님
께서 모든 종교를 비로소 검증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강증산 선생이
라고 하심과 같이, 2천 년 전에 가짜 구세주가 먼저 나타났으
니, 말세에는 진짜 구세주가 강림(降臨)하시는 것이다.

(3)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어떤 자는 우리 성주님이 하나님이요, 새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주장에 대하여, 매우 놀라면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
는 안 되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기에 좀 더 자세
히 설명을 하는 바이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본래 다 하나님이
요,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들이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주장만이 가장 정
당한 진리라도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들이 절대적으로 믿는 예수에 대하여 집중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 가 있는 예수에게 나아가 말세에
어떠한 징조가 있으며, 그 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
였다. 그때에 예수가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중에 다음과 같이 직접 말했던 것이다.

----- 마태복음 24장 4∼5절 ------

이와 같이, 예수도 하나님 외에 예수 자기 이름으로 와서 예
수가 그리스도(구세주)라 하여 여러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리니,
절대로 미혹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를 구원
하실 구세주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예수가 사실대로 실토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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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구세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구
원해 주실 구세주는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될 수 없다
는 분명한 말씀을 다음과 같이 성경에서 찾아본 것이다.
(사 43: 11)

(사 45: 21∼22)

---- 사 47: 4 ----

(이사야 48: 17)

이처럼 하나님만이 구세주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셨으며, 말세
에도 오직 하나님이 친히 오시어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하여
신약성경에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 딤전 6: 15∼16 -----

기약이 이르러 말세에 나타나시는 구세주 하나님은 찬송할

이시오, 홀로 하나만 되신다고 한 그대로, 우리의 찬송을 받으
실 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오직 홀로 새하나
님 한 분외에는 없는 것이다.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
으실 분은 오직 구세주 새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이다.
태초의 하나님은 기약이 차서 안식에 들어가시고, 말세에 인
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은 바로 새하나님인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율법 십계명에도

(출애굽기 20: 3∼7)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록을 보더라도 우리 인류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구세주는 바로 새하나님 한 분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엉뚱한 예수의 이름으로 오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해도 그는 이단이요, 사이비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말세에 새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이 몸소 직접 오시
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신 왔다
는 것은 가짜요, 자신이 바로 새하나님이라고 밝히 드러내야 맞
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면 말이 되겠는가. 따라서 예수
를 믿는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망령된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우상숭배요,
이단이요, 사이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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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미명아래 예
수만을 주장하고 이미 죽은 예수를 주라고 구세주라고 믿는 행
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
다.
또한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을 해도 사
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불편
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던 것이다.

------- 요한복음 5장 43절 -----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믿을 수가 있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
신 왔다고 하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그리고 여기서 다른 사람
이란,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신이요, 새하나님을 암시하는 것
이다. 이 세상에 오실 다른 사람이란 오직 새하나님 만왕의 왕
한 분뿐이기 때문이다.
십계명에서도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였
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한 것이다. 거기
에 예수의 이름은 불러도 좋다는 단서 조항마저도 없는 것이다.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
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요, 이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동안 기독교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던 일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이야 하는 것이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세기의 기독교가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200만 명이나 인명을 살상한 사건이
다. 기독교는 분명히 그 전쟁을 하나님의 뜻이요, 성전이라고
주장하면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라면 어떠한 살육도 서슴지
않는다는 사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사기극은 바로 십자군 전쟁인 것이다. 그
와 같은 살인마의 수괴인 예수를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
불성설이다. 구세주는 세상에 평화를 주는 화평 왕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가 말세에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구세주
는 오직 만왕의 왕이신 구세주 새하나님이요, 새하나님께서 직
접 몸소 오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신 왔다
고 하는 자도 거짓말하는 자이며,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오는
자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거짓 선지자들이니 거기에 미혹당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오늘날 기독교는 올바른 참 종교
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 구세주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가. 진짜 구
세주 주인공은 예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자기가 하나
님의 보내심을 받고 대신 온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식의 주장이
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신이 새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드
러내어 밝히는 분이라야 진짜 구세주인 것이다.
만약에 자신이

라고만 말을 해도 여지없이 가짜인

것이다. 왜냐하면, 태초의 하나님이 아니요, 새하나님만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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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요, 진짜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모든 경전이나 예언서에 말세에는 인류를 구원하러 또 다른
보혜사 성신이신 새하나님이 오시게 되어 있는 것이다.(요 14:
16∼17, 16: 7∼14) 그러므로 자신이 새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
을 들고 왔거나, 예수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신 왔다고 주장
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이단이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적그리스
도인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소
리가 아니라, 새하나님이 직접 몸소 오시어 당당하고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라야 진짜 경전과 예언의 주인공 구세주
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말세에 이 세상에 오실 왕(王)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구세주
새하나님 성주님이라고 격암유록 성운론에도 다음과 같이 예언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때되었네仙運와서 天上諸仙出世하니
三之諸葛八韓信이 三八靑林運氣바더
十勝大王우리聖主 兩白聖人나오시고
그러므로 성주님께서 어린 세 살 적에 삿갓을 쓴 도사가 찾
아와서
라 하고 엎드려 경배를 드렸

던 것이다. 그 삿갓을 쓰고 찾아왔던 도사가 바로 태초의 창조
주 하나님이었던 것이다. 태초의 하나님이 새 하나님 앞에 머리
를 땅바닥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였던 것이다.
태초의 하나님은 새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
하고

라고 하면서, 태초의 하나님은 새하나님 앞에서는 누추
한 죄인에 불과하다고 고백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말세에 새하나님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갑자기 나
타나서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태초의

하나님이 먼저 길 예비자로 오시어 아무도 모르게 영접하여 맞
이하시고, 심지어는 새하나님의 춘추가 어린 세 살 되시는 해에
직접 찾아오시어 하나님 당신의 입으로 새하나님의 이름까지
미리 정해주셨던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사

야 62: 2절)라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박태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주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은밀히 많은 증거를 하셨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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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년 1월 3일 박태선 하나님 ----

--1984년 박태선 하나님 --

전도관에서는 박태선 장로님이 절대적인 존재인 것이다. 그런
데 당시 이진희 전도사는 박태선 장로님께
하고 질문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자, 박태선 장로님
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 박태선 창조주 하나님 말씀 -----

이와 같은 사실을 이진희 전도사가 2004년경에 소사성전에
와서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증언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박태선 장로님께서 1980년도에 영모님 응접실에서 전
국 144명 중앙관장 전체 회의석상에서
라고 분명하게
밝히셨던 것이다.
아담 이긴자가 바로 마지막 아담 구세주요, 새하나님인 것이
다. 또한

(1986. 5월 이슬성신절)라는 등

의 증거들을 많이 하셨던 것이다.

2. 말세와 새 세상
(1) 말세의 징조
말세에 대하여 세상에서 하도 말들이 분분하므로, 여기서 말
세의 정의와 그 시기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히려는 것이다.
그 동안 사이비 종교집단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여 사
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그처럼 사회문제를 가
장 많이 야기했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말세에 대한 정의와 그 시기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
이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를 기독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이다. 그 동안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다
가 웃음 바탕이 되어버린 예가 크게 두 차례나 되고 있음을 부
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때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19세기 말에 예수가 재림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실현되지 않자 웃음 바탕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가 사정이 있어서 강림하는 시일이 연기가 되
었다고 변명을 했던가 하면서 또 다시 20세기 말에 예수가 재
림하여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였으나, 또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한국 기독교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에 서기
2000년에 예수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데,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모두 멸망시키고 예수를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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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청을 높이면서
고 외치면서 한창 전도 부흥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러나 2000년이 다가오자 슬그머니 목소리를 낮추기 시작하
더니, 정작 2000년이 되자 그들은 언제 그런 말을 하였더냐 하
는 식으로 시치미를 떼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면 왜 기독교가 이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가. 그것은
예수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가 말세에
대하여 제자들이 질문을 할 때에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
지 못했던 것이다.

------ 마태복음 24: 3 -----

이 말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의 임하시는 날이 세상의
끝이라는 말이니, 구세주가 오시면 그때가 바로 말세라는 뜻이
다. 왜냐하면 구세주가 오시면 마귀의 세상은 끝이 나고 새 세
상 하늘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마귀 세상이 끝나는 말세가 되
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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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24: 35∼39 ---

이처럼 구세주라고 자처하는 자가 말세가 어느 때인지도 모
른다니 말이 되는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구세주라면 적어도
말세가 어느 때라는 시기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인자가 오시는 그때가 바로 말세다. 인자는 바로 말세의 주인
공이요, 구세주 새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구세주가 오시어 하늘
나라를 만드시기 때문에, 구세주가 오시면 마귀 세상은 끝이 나
는 고로 악한 죄악 세상 마귀 세상의 말세가 된다.
구세주가 오심으로써 마귀 세상을 끝장내고 새 세상 하늘나
라를 만드는 고로 구세주가 와서 말세를 만드는 것이요, 구세주
가 오심으로써 말세가 되는 것이거늘, 하나님과 일체라고 하고
구세주라고 자처하는 예수가 말세가 어느 때인지도 아지 못하
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니, 이런 말이 또 어디 있는가?
그런 자가 어떻게 구세주 자격이나 있는가?
그리고 예수가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누가복음에도

천신하강 특명서

(누가복음
17: 26~30)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역시 엉터리 말에 불과하
다. 이것은 말세의 징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세상에 사람이 사는 시대에는 언제나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
가들고 시집가지 않는 때가 없었거늘, 그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말을 하니, 이와 같은 말은 전혀 말세의 징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예수는 말세의 시기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할뿐더러
이와 같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 것이다.
그러한 예수가 말세의 비밀에 대해서는 더구나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말세의 비밀은 말세의 주인공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성경의 기록을 보고 한때 한국 기독교의 어느 목사는 우
리나라에 처음으로 아파트 건축 붐이 한창 일어날 때

라고 외치는 촌극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가 말세에 대하여 너무나 모르고 잘못 말한
데서 오는 현상인 것이다. 소위 구세주라고 믿는 예수가 모르는
말세의 시기와 징조를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모른다는 것
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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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독교가 말세에 대하여 아는 체를 하여 역사적으로
수많은 혼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리하여 기독교는 번번이 이
단, 사이비 종교가 흔히 들고 나오는 시한부종말론의 주범이 된
것이다. 그간 국내에서도 오대양 사건, 아가동산 사건, 만민중앙
교회의 휴거사건 등, 모두가 기독교 예수를 믿는 종파들이다.
성경에 예수가
라고 함과 같이, 말세
가 언제인지도 모르는 예수가 말세의 비밀에 대해서는 더욱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깊
은 사정이나 비밀을 알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
나님과 일체라고 주장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깊은 사정과 비밀
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과 일체라고 주장을 하였으며,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예수 자
기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까지 주장하였
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이다.
성경에 이르기를

(고린도전서 2: 9 10)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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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성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
신다고 하시고, 또 이 성신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하는 이 성신이란 예수가 받은 신
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예수의 신이 아닌 하나님의 성신은 하나
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성신으로
밝히시는 말세의 징조와 시기에 대하여 잠깐 논하려는 것이다.
말세의 징조는 노아의 날과 같으니, 노아와 같은 의인이 나타
나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인류를 구원하시게 되는 것이다.

------ 창세기 8: 10∼12 ------

이 말씀과 같이, 노아와 같은 의인이 나타나시는데 칠일을 기
다려서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오더라
하였으니, 칠일이 무엇이며, 감람나무는 무엇이며, 또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무슨 뜻인가, 알아야 하는 것이다.
칠일을 기다려서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
오더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7일이란
(베드로후서 3장 8절)고 하였으니, 7천년 시대
가 오기를 기다려서 안식일이 되면 구세주 새하나님이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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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시(嚆矢)인 것이다.
감람나무는 하나님이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바로 새하나님
을 상징하는 것이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구세주 새하나님이 출현하시는 것이다. 구세주 새하나님의
출현이야말로 결정적인 말세의 최대 징조인 것이다.

------ 디모데전서 6: 15~16 ------

말세에 기약이 이르매(칠일을 기다려 안식일이 되매) 출현하
시는 하나님은 바로 새하나님이시다. 태초의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도 새하나님이
요, 만주의 주도 새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예수를 만
왕의 왕이라고 주장함은 어불성설이다.
위에 인용한 성경 디모데전서의 기록으로 보더라도
라고 1,700여 년 전부터
이미 분명하게 못을 박아놓은 것이다.
그리고

라고 함과 같이 새하

나님만이 죽지 아니하는 영생이 있고, 새하나님만이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다. 그리고 구세주 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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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징표는 향취와 이슬 성신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말세의 비밀과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만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
님으로부터 성신의 은혜를 받지도 못할뿐더러 예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성령의 은혜를 내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성경에

(요한복음 7: 37~39)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성신을 내리지 못했다는 기록은 있어도,
예수가 성신을 내렸다는 기록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이다.
성경 호세아서에

(호세아 14: 5~6)라고 예언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긴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이슬같이 내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아직 영광을 얻지 못한 고로 성
신이 내리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곧 예수가 이기지 못한 고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성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인 것이다. 예

2. 말세와 새 세상

수가 이미 하나님의 성신으로 태어난 자라면 그대로 성신을 내
려야지, 또 무슨 놈의 영광을 얻어야만 성신을 내린다는 식으로
이유 변명을 댄다는 말인가. 너무나도 유치한 사기극인 것이다.
예수가 성령을 내렸다는 주장은 성경에도 그 기록이 전혀 없
으며,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짓말인 것이다. 따라서 예수의 성
령 잉태설도 역시 한낱 조작된 신화극에 불과한 것이다.
이 땅에 구세주 새하나님 곧 새부처님이 친히 오셔서 먼저
가짜 구세주 예수부터 심판하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
는 것이다. 진짜 구세주가 나타나시면 제일 먼저 자동적으로 가
짜 구세주가 드러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구세주의 자격이 없으며, 그는 죽지 않는 비
결을 말해주지 못했으며, 영생의 은혜를 부어주지도 못한 것이
다. 진짜 구세주라면 인생이 죽지 않는 비결을 말해주고 영생의
은혜를 부어주면서 실제로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야 하는 것이
다. 오늘날 이 땅에 구세주 새하나님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이슬
같은 은혜가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영생의 새
역사가 창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크고 중요한
말세의 징조인 것이다. 이슬 은혜가 내리게 되면 마귀 세상은
종말인 것이다. 이슬 같은 은혜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성경에 명
시되어 있는 것이다.
말세의 징조 중에서 또 하나는 말세가 되면 예수의 조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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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에게 예언한 그대로

(창세기 49: 10)라고 함과 같이, 심판주 구세주(실로)가 오시
면 가짜 구세주 예수의 시대는 완전히 끝장이나니 마귀의 세상
이 끝나는 말세요, 새 세상 하나님의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말세의 비밀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에게
이르시기를
고 하셨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하고 질문하였다. 그러자,
라고 기록
하고 있다.
말세까지 아무도 모르게 간수하고 봉함하여 둔 말세의 비밀
을 중간에 2천 년 전의 예수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마
귀 모르게 감추어 둔 말세의 비밀이기 때문에 마귀의 신 예수
는 당연히 모르게 되어 있고, 말세에 출현하신 구세주 새하나님
만이 아시고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감추었던 지혜, 감추었던 비밀, 감추었던 오
묘, 말세에 인류를 구원하실 생명체질프로그램을 태초에 이미
인간들의 피 속에 비밀리에 감추어 두신 것이다. 그 비밀의 인
봉을 떼어 하늘의 섭리를 행하실 분은 바로 오늘날 구세주 새
하나님이신 판석(判席) 성주님인 것이다.
하나님과 일체라고 주장하면서, 마귀 모르게 감추어 둔 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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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밀을 모르는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마귀의 아들
인가?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가 바로 하
나님이 모르게 하시려고 감추신 그 마귀의 실체가 아닌가.
그러므로 이 말세가 어느 때인가에 대하여, 예수의 제자들이
고 질문을 할 때
에 답변한 내용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행 1: 6∼8--

역시 이와 같이 예수도 친히 말하기를
라고
하였는데, 예수 자신도 말세가 어느 날 어느 시기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다.(구세주라면 말세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는 그 날이 어느 때인지 너희의 알 것이 아니
라, 땅 끝까지 자기를 증거 하는 증인이 되라고만 강조하고 있
는 것이다. 예수가 모르는 것을 예수의 제자들이 알 리가 없고
오늘날 기독교 목사나 신부들이 알 수 없는 것이다.
성경에도 이르기를
(마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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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15: 14)라고 하였다. 말세에 대하여 그 시기도 알지 못하는
소경 예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전체 지옥 불구
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예수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8: 9)고 한 그대로, 그리스
도의 신이 곧 믿음의 요소다. 따라서 그리스도 곧 구세주 자체
가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구세주 새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전 세계
적으로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
들이 아니요, 그들은 그리스도(구세주)의 신이 없는 자들이니,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에 불과한 것이다.
이 세상에 진실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온
통 믿노라 하는 엉터리 가짜 크리스천들만 있는 것이다. 그러므
로 성경에도
(누가복음 18: 8)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이 되시는 삼위일체 완성자 구세주 새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비로소 처음으로 세상에
믿음이 나타난 것이지, 그 전에는 이 세상에 믿는 것이란 없다
는 뜻이다. 이 세상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온전한 믿음은 곧 영생의 구성체인 생명과일이요, 삼위일체
완성자 구세주요, 바로 영생인 것이다. 이 영생이야말로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약속이요, 선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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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세의 주인공
구세주 새하나님이 바로 온전한 믿음인 것이다. 이 세상에는
지금까지 참 믿음이나 참 가르침이란 없었으며, 인생들이 무엇
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쳐
주는 종교가 없었다. 참 종교라면 참 구세주라면 인생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산다는 걸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
유사 이래 이와 같이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대로 바르게 가르쳐 주는 온전한 종교가 일어난
적이 없는 것이다. 인류가 태고로부터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먹
어야 하며,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
란이 많았었다. 이 문제는 말세의 주인공이 나타나서 비로소 가
르치게 되는 말세의 비밀이요, 영생의 비결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인류가 오랜 세월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이었
던 것이다.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구분하여 가르쳤지만,(레위기 11장 1절~47절, 신명기 14
장 3절~29절) 그 가르침대로 먹는다면 모두가 다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성경에 기록된 섭생법은 하
나님 생명 창조의 법칙도 모르는 아주 낮은 수준의 글이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인류가 그 동안 수많은 부작용과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2000년 전 유대 땅 나사렛 예수가 구세주라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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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외치고 있을 때,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박사들이 예수가 구세
주라고 주장하므로,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예수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했던 것이다.
예수가 과연 구세주라면, 그 질문에 대한 정곡(正鵠)을 답변
해주어야 하고 또한 자세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
런데 거기에 대하여 예수는 대단히 아는 체를 하며 제법 유창
하듯이 말했으나, 다음과 같이 전혀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말
았으니, 정곡은 피하고 횡설수설 헛소리만을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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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6: 25∼34 ------

그러나 이 얼마나 무식하고 알맹이가 없는 무책임한 답변인
가.

라고 하였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는 그와 같은 말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
는 것이다. 예수는 질문에 대한 정곡을 답변하지 못하고 이런
무책임한 말이나 하는 자가 무슨 구세주의 자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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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복음 12: 22~30 ------

이와 같이, 예수는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하며 엉뚱한 말만을 늘어놓
았으니, 이러한 예수가 과연 구세주 자격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구약성경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기록된 말
씀은 성경말씀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헛소리란 말
인가. 성경에는 그런 헛소리나 기록했다는 말이 아닌가.
레위기서와 신명기서에 먹어도 좋은 정한 음식과 먹지 말아
야 할 부정한 음식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하나님의 생명체질의 법칙과는 전혀 거리가 먼 엉뚱한
말만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예수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한 정답을 말하지 못하고, 하
나님이 다 먹여 살리고 입히신다고 하면서 질문에 대한 정답은
피해가면서 엉뚱하게 횡설수설 딴소리만 하고 만 것이다.
결론적으로, 예수는 공중에 나는 새처럼 아무것이나 가리지
말고 다 먹어도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얼마나 무식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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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가. 그는 하나님 생명체질의 법칙도 모르는 무식한 자에 불
과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하나님
의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성신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사정이라도 통달하신다(고린도전서 2장 10절)고
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가 자기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요,
아버지와 일체라는 주장도 모두가 다 거짓말인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는 전혀 대책이 없는 헛소리만 횡
설수설 늘어놓고 말았다. 이는 구세주가 할 말이 아니다. 예수
는 생명창조의 법칙인 생명체질의 원리도 알지 못한 자이다.
오늘날 인간이 자기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는다면 당장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도 목숨을 일각만이 아니라 몇 십 년도
더 연장하여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예수는 도저히 못하지만, 오늘날 구세주 새하나님께서는 병원
에서 당장에 가망이 없다고 장례치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안
찰을 하여 다시 살려내시는 일도 많이 있는 것이다.
우리 성전에서는 뇌경색환자인 화생(華生) 성도님이 코에다
호스를 집어넣어 죽을 먹이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는 입으로 음
식을 먹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할 것이며 다리로 걸어 다니지
도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3일 내로
장례치를 준비를 하라고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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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성주님께서 즉시 병원에서 퇴원시키라 명하시고, 성
주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시는 대로만 하였는데, 그 후에 속히 살
아나서 1년 이상 성전에도 다니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목숨을
일각이 아니라 얼마든지 몇 십 년도 연장할 수가 있고 죽지 않
게 영생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처럼 진짜 구세주라면 인간들이 어떻게 먹고살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영생하는 비결을 가
르칠 수 있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자신이 구세주라면, 인생이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한다
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구세주라면 사람들이 어떠한
생명의 법칙으로 창조가 되었으며, 그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각 체질에 맞도록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며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 지에 대한 것과, 사람마다 각각 다른
체질을 바르게 감별을 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나 예수도 과연 자기 자신부터가 무슨 체질이
며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도 모르고 해로운 것을 마구 먹
고 살다가 병들어 죽어갔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 먹는 법을
바르게 가르치지도 못했다.
구세주라고 자처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던 예수
가 자신의 체질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말이 되는가. 자기가 하
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요, 하나님과 일체라고 주장을 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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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법칙을 알지 못할뿐더러, 하나
님의 율법을 알지도 못하여 지키지 못하고 어기면서 말로만 하
나님의 외아들이요, 또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그 말을 믿어야 하는가.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오, 거짓 선지자인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자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을 알아서
바로 가르쳐야만 하지 않겠는가.
어느 종교를 믿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거역하
고는 누구든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
하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생명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창조
된 하나님의 한 혈손이기 때문이다.
예수도 자기 자신의 체질도 모르고 아무 것이나 함부로 먹다
가 병들어 죽어간 것이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프랑스 지방으로 망명하여 살다가 83세의 나이로 병
들어 죽었으며, 사인은 호흡곤란이었다고 밝혀졌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유사 이래 이 세상에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
를 제대로 바르게 가르쳐 주는 종교가 나타난 적이 없었던 것
이다. 이 생명체질학은 말세에 이르러 비로소 구세주 새하나님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들고 나오신 생명체질프로그램인
것이다. 곧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의 학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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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기독교의 이 모라는 목사님 한 분이 몸이 매우 안 좋
아 병원으로 또는 기독교 신학대학 한방병원 등으로 다니며 치
료를 받았으나 낫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성
주님께서 지켜보시다가 그 아픈 몸을 안찰해주시니 즉시 깨끗
이 다 나아버렸다. 또한 체질식까지 가르쳐 주시니, 체질식도
지켜서 지금은 아주 건강해져서 아무 데도 아픈 데가 없다고
간증을 하였다. 목사님 사모님도 아주 중환자였는데, 성주님께
서 축복해 주시자 곧 건강해졌다. 이 체질식의 이치를 어느 종
교에서도 가르치지 못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태초의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이요, 말
세에 오시는 새하나님만이 들고 오시는 말세의 비밀이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2천 년 전의 예수가 알 리가 없고, 유사 이래
어느 종교도 이 말세의 비밀을 아는 종교가 없는 것이다.
말세의 비밀은 말세에 구세주가 오셔서 인생을 구원하시는
영생의 비결인 것이다. 이 말세의 비밀이야말로 태초의 하나님
도 모르시고 천사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아는
자가 없으며, 구세주 새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구세주 정도령의
권능인 것이다. 이 말세의 비밀은 마귀 모르게 감추어 두셨던
것이다.
구세주가 오시어 행하시는 이 말세의 비밀 중에서 첫째가 마
귀를 죽이고 영생의 구성체인 생명과일의 이슬은혜를 내려주시
는 능력이요, 둘째는 생명체질의 법칙을 가르쳐서 체질식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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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것이요, 셋째는 구세주의 능력으로 영생의 사이클을 회
전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총칭(總稱)하여 해
인(海印)이라 하는 것이다.
이 해인(海印)은 말세에

(묵시록 7: 2∼3)함과 같이, 구세주 새하나님의 영생 주시
는 구원의 인(印)이요, 심판 권세인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마귀 모르게 감추신 비밀인데 예수가 그
비밀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며, 하
나님과 일체라는 그의 주장은 거짓말이요, 그는 왕 마귀의 아들
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마귀가 마귀 죽이는 비밀을 알 리가 없는 것이다. 예수가 자
신이 여지없이 심판을 받고 비참하게 멸망을 당할 것을 전혀
알지 못한 것이다. 예수는 왕 마귀의 화신인 것이다.
영생의 사이클을 회전시키실 때에 비로소 늙은이가 다시 젊
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처음으로 경천
동지(驚天動地)할 일이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영생의 사이클을 회전시키는 능력은 성주님만이 행하시는
권능인 것이다. 왜냐하면, 중앙(中央)의 중심(中心) 축(軸)에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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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회전이 되어야만 전체가 돌아가게 되는 것처럼, 중앙토운(中
央土運) 오황극(五皇極)의 주인공이신 성주님이 바로 그 회전의
본체 주인공인 것이다.
이 해인(海印)의 능력은 썩을 것을 썩지 않게 하고 죽을 것을
죽지 않게 하는 능력인데, 이는 바로 구세주만이 행하시는 영생
의 비결이다. 이 오묘한 이치는 만세 전에 이미 예비한 것이다.

------ 고린도전서 15장 51∼54 ------

------ 골로새서 1장 26절 ------

이 말세의 비밀은 유사 이래 어느 누구도 아는 자가 없으며,
말세의 주인공이신 이긴자 구세주 새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이다. 마귀의 세상을 종말을 지을 키를 가진 자가 바로 이긴
자 구세주인 것이다.
유사 이래 어느 종교도 사람들이 음식을 바르게 먹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하리라. 이
세상 어느 종교의 경전에도 인생들이 밥 먹는 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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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체질의 법칙에 따라 가르치는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
러므로 이 세상에 지금까지 기성교회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는
것이다. 구세주 새하나님이 나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인생들
에게 구원을 주는 참 종교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 동안 성주님께서는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도 많이 고치고
그들에게 새 삶을 허락하셨다. 성주님께서는 그 동안 체질식을
가르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체질식을 가르치시기 전에는 오
직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로 안수, 안찰을 해주셨을 뿐이다.
성주님께 오는 환자들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오고 불교인들도
오는데, 기독교 병이 따로 있고 불교 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
다. 그 동안 성주님께서는 어느 종교인들이나 가리지 않고 수많
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들의 속에 병마(病魔)를 죽여주시기
때문이다. 병마(病魔)도 마귀이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있는 마
귀만 죽여 버리면 병은 자동적으로 낫게 되는 것이다.
먼데 사람이 몹시 아파서 당장에 구급차로 병원에 실어가야
할 상황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보고를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라고 한마디만 하셔도 그 순간에

먼 거리에 있는 환자는 병이 낫고 그 길로 건강해 지는 등, 수
없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었다. 그 환자들의 고통을 성주님은
대신 담당하시기 때문이다.
아픈 환자가 성주님과 전화 통화만 하여도 마음이 평안해지
고 아픈 것이 거짓말처럼 낫기도 한다. 지병으로 시달리며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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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사람들이 성주님과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갑자기 몸이
건강해지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허리가 아파서 온전히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허리를 구부리
고 신음하는 사람을 안찰을 해주시니, 그 자리에서 즉시 온전히
걸어 나가기도 한다. 권능의 손이요, 은혜의 손이요, 엄마의 사
랑의 손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삼천년성의 성도사를 통하여 전도를 받
는 자리에서 성주님께 전화를 걸어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그러자 성주님께서는
고 약속을 하셨
는데, 성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오늘날까지 허리 아픈 일이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시생 강병효 성장)
그 동안 일어났던 기사와 이적을 어찌 필설로 다 표현하리요.
앞으로 전 세계 인류가 다 오늘날 우리 새하나님의 사랑과 축
복을 넘치도록 받기를 바랄 뿐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서양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말
세에 동방으로 옮겨서 그 뜻을 이루실 것과 그 시기가 20세기
후반 진사년(辰巳年 : 서기 2000~2001년)임을 다음과 같이 분
명히 예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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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洋結冤離去後 登高望遠察世間
二十世後今時當 東方出現結冤解

20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패하심으로 서양의 예수에게서는 하나
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떠나신 후, 20세기가 끝나는 금시(今
時) 맞이하는(當) 그때에 동방의 해 돋는 반도의 나라에 새하나
님이 강림하시어, 태초의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드리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다. 왜냐하면, 석가지운 3천년이요,
예수지운 2천년이기 때문에 마귀의 세상 예수의 시대가 다 끝
이 나고, 태초의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
시려고 새하나님이 출현하신 것이다.
이를 다른 부분에서는
이라 예언하고 있다. 구세주 정도령이 20세기 후반의 진
사년(辰巳年: 2000~2001년)에 출현하신다는 뜻이다. 이때가 바
로 마귀 세상이 끝나는 말세다. 서기 2000년에 예수가 재림하
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 새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이다.
유사 이래 어느 누가 어느 날 어느 시가 말세라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자는 없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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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는 자가 없는 것이다. 성주님이
바로 하늘 아버지 천부(天父)님이시며, 이긴자 구세주이시다.
성주님께서는 지난 임술년(壬戌年: 1982년) 6월 17일에 죽었
다가 삼위일체 구세주 새하나님으로 다시 부활하시어 빛고을
광주에서 황무지에 18년간 은둔생활을 하시다가, 서기 2000년
6월 17일을 지나자, 그해 서기 2000년과 2001년 진사년(辰巳
年)을 천기원년(天紀元年)이라 하여 연호를 제정하고 새하나님
의 출현을 선포하셨던 것이다. 이때가 바로 마귀 세상의 말세
요, 새 세상 시작이다.
’이라 함은 이제부터 하늘나라가 시작된다
는 뜻이니, 그 이전까지는 마귀 세상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
다. 곧 마귀 세상을 분명히 종말 짓는 획을 그어버리셨다.
정확히 말하면, 1999년까지는 마귀 세상의 끝이니 말세가 되
고, 새하나님이 출현하시는 서기 2000년부터가 새 세상 하늘나
라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이처럼 말세를 정확하고 자신 있게 밝히는 자 누구
인가. 세상에 어떤 종교의 교주라 하는 자도 말세를 정확히 말
하지 못하는 것이다. 구세주만이 정확하게 말세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이 땅에 오시어 마귀를 죽이시며 악한 마귀 세상
을 끝장내는 말세를 만드시고 영생의 새 세상 하늘나라를 만드
시는 주인공이신 우리 성주님이 아니고는 말세에 대하여 도저
히 밝힐 수가 없는 것이다. 구세주 새하나님이신 우리 성주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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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를 만드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세는 악한 마귀의 세상
이 끝이 나고 새 세상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마귀세상의 말세이
니 희망과 기쁨의 말세가 되는 것이다. 이제 이 땅에 강림하신
구세주 새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원한을 풀어주시기 위하
여, 당신 앞에 나오는 모든 인류에게 이전에 지은 죄는 기억도
하지 않고 다 용서하시고, 그 대신 이후부터는 절대로 죄를 짓
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에 기독교 계열에서 지난 1992년에 예수가 공
중 재림을 하여 예수를 믿는 신도들은 공중으로 끌어 올라가
구름 속에서 예수와 혼인잔치를 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주장을 하여 사회문제까지 야기되었
던 사례와 같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말세론에 대하여는
냉철하게 배격해야만 한다.
예수가 고백하기를
(마태복음 24장 36절) 하고 실토하
였거늘, 자기네 스승인 예수도 모르는 말세의 시기를 감히 그의
제자들이 함부로 말하면 무엄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그와 같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모두
가 혹세무민(惑世誣民)을 일삼는 자들이다. 말세의 시기와 징조
와 비밀에 대하여는 말세의 주인공인 구세주 새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동안 하나님께서 마귀 모르게 감추었던 지혜요, 감추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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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이요, 감추었던 말세의 비밀은 곧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는
구세주의 권능인 해인(海印)이다. 이 해인을 용사하시는 분이
구세진인(救世眞人)인 것이다.

眞人眞人何眞人 眞木化生是眞人 天下一氣再生人
진 인 진 인 하 진 인 진 목 화 생 시 진 인 천 하 일 기 재 생 인

海印用使是眞人 眞木化生變化人 玉無瑕體不變理
해 인 용 사 시 진 인 진 목 화 생 변 화 인 옥 무 하 체 불 변 리

오늘날 성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다. 그러
기 때문에 격암유록에도
(격암유
록 초장)라 하여, 사람 속의 마귀를 죽이는 심판기이며 사람 같
으나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도 없는 이치요, 이는 하나님의 신
이 친히 하강하심이 분명함을 알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이씨의
정도령이신 성주님은 천신(天神) 곧 하나님의 신이 친히 강림하
신 분이 분명하다. 성주님은 인간의 성정을 초월하신 분으로서,
구세주의 권능인 해인(海印)을 용사하시는 분이요, 말세의 주인
공 구세주 새하나님이 분명한 것이다.

3. 새 노래
(1) 새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제 바야흐로 새 천년의 새아침을 맞이하여, 빛고을 광주(光
州) 태양의 성지에서 인류의 태양이 두둥실 떠오른 것이다. 오늘
날 전 세계의 중앙(中央)인 태양의 성지에서 인류의 태양 구세주
새하나님이 출현하신 것이다.
서기 2천년시대가 가고 3천년시대가 시작되는 이때에 그야말
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새하나님의 역사 삼천년성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도 하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다시 말하면, 그 동안 거짓의 시대는 가고 이제부터 진짜 구세
주 새하나님이 오시어 인류를 구원하시는 영생의 새 세상이 시작
된 것이다.
더불어 태초의 하나님이 6일간 일하시고 제 칠일에는 안식에
들어가신다고 하셨으며,
(베드로후서 3장 )라고 하신 그대로, 6천년의 기약이 다 차
게 됨으로써 서기 2천 년부터 7천년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하여 태초의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시고,
7천년 시대의 안식일을 맞이하여 비로소 구세주 새하나님을 맞이
하게 된 것이다.
대개의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만 생
각하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지만, 하늘에는 본래 세 씨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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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존재하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태초에 두 분의 하나님은 출
현하시어 역사를 하시고, 그 중에 한 씨는 감추었던 것이다. 그
감추었던 한 씨(로마서 9장 29절)의 하나님이 말세에 출현하시
니, 이 분이 말세에 오시어 잃었던 두 씨를 회복하여 삼위일체를
완성하시니, 이 분이 바로 구세주 새하나님인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복수였던 사실이 성경 상에 근거가 있으니,

----- 창세기 1장 26∼28절 -----

1982년 6월 17일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역곡동에서 하늘의
두 씨의 영을 끌어 잡아당기어 삼위일체를 완성하여 이기고 나온
이긴자 십승인(十勝人)이 전라도 빛고을 광주에서 18년간의 은둔
생활을 하시며 당신의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동안 이긴자 구세주 성주님께서 서기 2000년까지
의 은둔생활도 모두 끝내시고, 태양의 성지에서
서기 2001년을 천기원년(天紀元年)이라 연호를 정하시고 새하나
님의 출현을 선포하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십승대왕 우
리 성주 곧 구세주 새하나님이 백보좌의 심판을 시작하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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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도 예언하여 이르기를

라고 함과 같은 것이다.
그 동안 천하 만민들은 태초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섬기다가 심
지어는 가짜 구세주 예수를 섬기면서 찬양하는 우상숭배를 하는
만행을 행하기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말세에 기약이 이르러 인생을 구원하실 진짜 구세주 새
하나님이 출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짜 구세주 예수를 심
판하시고 인생을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다. 그리하여 과거에 태초의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가짜 구세주
예수를 찬양하던 노래는 이제 그치고, 이제부터는 구세주 새하나
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구세주 새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새노래의 의미를 아는 자도
없었던 것이다. 이를 성경에 예언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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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록 14장 3∼5절 ---

위의 말씀대로

라고 하였으니, 이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가 없고
새하나님을 영접하고 찬양하며 따라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
렘 성(삼천년성)안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이다.
또한

(묵시록 21: 1∼2) 함과 같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보이지 않더라는 말씀은, 곧
태초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6천년(6일)의 역사가 끝났음을 뜻
한다.
그러므로 6천년이 차므로 태초의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시
고, 7천년 안식일을 맞이하여 새하나님이 강림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삼천년성 안에 들어와서 구세주 새하나님이신
우리 성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새노래인 것이다.
유사 이래 성주님께서 당신이 새하나님이라고 드러내어 발표
하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새하나님이라는 호칭마저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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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없었으며, 이 새 노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는 자도 없었
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태초의 창조주 하나님이나 믿는 시
대가 아니다. 이제 말세에 태초의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
가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새 하늘이 열리고, 새 신이 나
타나신 것이다. 새 신은 바로 새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 에스겔 36: 26∼28 ------

----- 에스겔 11: 19 -----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새 신을 줄 것이라고 하면
서, 이로써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
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태초의 하나님의 신
이 아닌 새로이 나타나신 새하나님의 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데,
노아홍수 때에 홍수가 그친 후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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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 왔던 것은 말세의 징조였던 것이다.

-- 창 8장 10∼11절 --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뜻하고,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것은 곧 말세에 새하나님이 출현하실 것을 효시로
써 보여준 것이다. 그러므로 새하나님이 출현하셨다는 복음을
들으면 이 세상이 말세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아 때는 홍수로써 인류를 멸망시키는 물 심판이었
지만, 말세에는 새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구세주이
시기 때문에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마귀를 심판하여 멸하시고
멸망에 처한 인류를 다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 하늘은 온 데 간 데 없이 다
사라지고 오직 인류가 죽지 않는 영생의 새 세상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다.
말세에 새 하늘을 열고 나오신 하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구세주 새하나님인 것이다.
라고 한 그대로,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는 바
로 말세에 출현하신 새하나님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고 예수가 만왕의 왕이 아니
라는 사실을 1,700여 년 전에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부터 이미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짜 구세주 예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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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시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으며, 그는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엉터리 거짓말만 하였던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5∼39절--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예수는 이와 같이, 아무 것도 아지 못하
는 자요, 오늘날까지 2천 년 동안 단 한 명도 예수를 믿어서 죽
지 않고 영생을 얻은 자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구세
주라고 인정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희대의 사기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에게 경배하고 찬양하던 것은 잘
못된 것이요, 오직 만왕의 왕이신 구세주 새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다. 십계명에도 하나님
고 엄하게 명령하신 것이다.
새하나님은 곧 새 신이요, 이 새 신이 바로 신약성경 요한복
음에 예언한 또 다른 보혜사 성신이요, 또 다른 하나님 곧 새하
나님을 암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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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14: 16∼17--

태초의 하나님은 7천년 안식일이 이르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
가시고,
고 하는 신은 바로 새 신이요,
새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다. 이 새하나님이 바로 인간들과 영원
토록 같이 계시고 또 인간들 마음속에 영원토록 계실 구세주라
는 뜻이다.
또한 예수가 말하기를,

------ 요한복음 14장 30∼31절 ------

예수도 말한 바와 같이, 이 세상 임금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
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는 태초의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시고 말세에 기약이 이르러
새하나님이 오시어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구세주 새하나님이요, 보
혜대사(保惠大師) 정도령(正道靈)인 것이다. 정도령의 출현은 이
세상에 비로소 바른 도(道)가 출현했다는 뜻이다. 이 보혜대사
정도령이 바로 구세주 새하나님인 것이다. 구세주 새하나님이

3. 새 노래

출현하시기 전에 먼저 주의 두 길 예비자 두 감람나무 두 증인
이 나타나서 구세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는 태초의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시고
말세에 기약이 이르러 새하나님이 오시어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첫째 반열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신
박태선 장로님은 태초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구세주
새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 예비자로서 새하나님
하고

이신 성주님을 증거하셨으며, 또한
찬송을 인도하셨던 것이다.(1986년 5월 이슬성신절)

그 뜻은 당신 곧 태초의 하나님을 찬양하던 것을 그치고, 이제
부터는 찬양을 새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
직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구세주 새하나님 우리 성
주님께 새 노래로써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며, 만세삼창과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다.
새 노래에 대하여 성경에 예언하기를,

--- 묵시록 14장 3∼5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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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편에 기록하기를

----- 시편 149편 -----

과거에 태초의 하나님이신 박태선 장로님께서는 오로지 이 땅
에 오신 새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증거하시는 사명을 가지
고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라고 찬송을 부르면서, 구세주 하
나님이 계시는 삼천년성으로 찾아 가야한다고 간곡하게 당부하셨
던 것이다.
삼천년성의 성주님이 바로 감추었던 한 씨의 하나님이요, 본체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박태선 장로님이 성주님을 증거하신 분명
한 증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전도관 식구들에게
전도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승리제단에 가서 다시 만나자고 하신 것이 아니라, 셋
째 반열인
(1981년 3월 축복일)고 하시며,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간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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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당부하셨던 것이니, 삼천년성에 가서 진정한 인류의 엄마인
성주님을 뵙고, 오직 새하나님이신 성주님께만 새 노래로써 찬양
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면서 영생의 구원을 받으라는 뜻이다. 그
러기 때문에

하고 강조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박태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 말씀하셨던 것이
다. 지금까지 과거의 전도관과 승리제단은 거룩한 성 삼천년성을
세우기 위한 보조대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승리제단에서도 찬송을 부르기를,
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는 다음 반열의 삼천년성으로 한 단
계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는 암시인 것이다. 그리
고 또한 역곡 해와 주님께서는

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다음 반열의 삼천년성에 가야만 영생이 이루
어진다는 뜻이다.
과거에 천년성이 되는 전도관에서 박태선 장로님이
고 말씀하셨는데, 역곡
승리제단의 조희성 주님께서

고말

씀하신 것은, 이제는 2천년을 달려왔으니, 앞으로 천년만 더 달려
가면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승리제단은 바로 2천년성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이다.
그리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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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만세삼창을 부르셨으니,
당신은 만세를 받으시는 황제가 아니고, 다음 반열로 오신 중앙
토운의 오황극(五皇極)의 주인공 삼천년성의 성주님께 향하여 만
세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신 것이다.
여기서 성주님이 이 세상에 말세에 오실 만왕의 왕이요, 황제
라는 증거가 분명한 것은, 성주님이 어린 세 살 적에 삿갓을 쓴
도사가 찾아와서
라고 말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를 하고 돌아갔던 것이다.
그 삿갓을 쓴 도사가 바로 태초의 하나님이었던 것이다. 하나
님이 그처럼 엎드려서 큰절을 하는 분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구세주 새하나님인 것이다.
그리하여

(사 62:

2절)라는 예언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친히
이라는 새 이름을 정해주셨던 것이니, 이는 바로 태초의 하나님
이 맞이하여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오황극(五皇極)의 주인공 만
왕의 왕이요, 심판주 구세주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오실 임금 만왕의 왕이요, 세상을 심판하
실 심판주 구세주는 태초의 하나님도 아니고 말세에 태초의 하
나님이 영접하여 맞이하는 새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새하나님이 바로 예수가 말한 이 세상에 오실 임금
이요, 또 다른 보혜사요, 인류와 영원토록 같이 계실 구세주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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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인 것이다.
그리고 둘째 반열의 길 예비자인 역곡 승리제단의 해와 주님도
셋째 반열의 삼천년성으로 들어가야 영생한다고 수없이 증거하시
고, 진짜 구세주는 절대로 감옥살이를 하지 않으며 가짜 구세주
는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 있다고 강조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가짜 구세주라는 뜻으로 “
하고 수차 질문까지 하시면
서 이현석이가 진짜 구세주라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암시
를 하셨지만, 무량대수 마귀가 들어간 역곡 사람들은 그 영적 말
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긴자 하나님을 오히려 마귀라고 미워하
고 대항하며 죽이려고만 하였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역곡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긴자가 누구라고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라고만 하시며 쇼를 하시면서 마귀들
못 알아듣는 영적 말씀만을 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천년성, 2천
년성, 3천년성, 이와 같이 문 하나씩 들어와서 셋째 울타리인 삼
천년성에 들어와야만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삼천년성은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길을 달려서 마지막
종착역이며, 영생을 얻는 바로 그 약속의 땅 영적 가나안복지인
것이다. 성경 상에 예언된 그 거룩한 성이요, 사랑하시는 성인 것
이다. 구원을 받을 자들은 거룩한 성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성 삼천년성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가 없는 것이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다니는 거룩한 길이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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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 악한 짐승이 그리로 가지 못한다고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삼천년성에는 악한 자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으며, 왔다가도
제 발로 떨어져 나가게 되니, 이는 구세주는 회리바람을 일으켜
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을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거에 박태선 장로님께서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역곡 승리제단은 바로 중간 정거장인 엿장수의 집인 것이다.
역곡 해와 주님께서는
라고 하신 말씀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다.
엿장수의 집을 지나서 오십 리를 돌아돌아 넘어야 할 고개를
넘어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 아름다운 땅 삼천년성 안에 들어
오면 비로소 새하나님을 영접하여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
다. 태초의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를 그치고 말세에 출현하신
새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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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 마귀 발등상이 될 때에는 구속함을 입은 무리들이 시온
성문 들어와서 거룩한 길을 다니며, 새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
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약 2천년 동안 이 세상에서 예수를 찬
양하는 노래가 만연하였으나, 이제는 말세에 하나님이 오셔서
인생을 구원하시니, 구속함을 입은 무리들이 진짜 구세주 하나
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바꿔
져야만 하는 새 노래요, 새 기도인 것이다.
역곡 승리제단에서 해와 주님이 단에서 꿈을 해석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이는 성주님이
다음 반열 사명자라는 암시였던 것이다.

이 말씀은 1982년도 6월경 역곡 해와 주님께서 단에서 예배
도중 꿈 해석 시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직접 들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이 말씀에서 찬송가 가사를 마음대로 고칠 사람
이라고 하신 것은 새 노래를 가르칠 사람이요, 영적으로 십사만
사천 인 곧 삼위일체 완성 주 구세주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가짜 구세주 예수를 향하여 기도와 찬송을 부르던
것을 원수 마귀 발등상이 될 때부터 진짜 구세주 하나님을 향
하여 기도와 찬송을 드리게 되니, 이것이 바로 새 기도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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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가 되는 것이다. 예수를 향하여 기도하던 것을 이제는 새하
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기도가 바로 새 기도인 것이다. 마귀 세상이 끝나고 새 세
상 하늘나라가 시작되니, 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새 기도요, 부르는 찬송이 새 노래이다.
그러므로 역곡 해와 주님께서는 이현석 관장님이 바로 새하
나님이시니 새 노래로 부르게 하실 새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
시는 영적 말씀이었던 것이다. 성주님은 바로 성경의 완성자요,
새 노래와 새 이름

이라는 새 이름 곧 하나님의 새 이름의

주인공이니, 바로 새하나님이신 것이다.
그리고 역곡 밀실에서 1982년 6월 17일 성주님은 마귀라는
소리를 들으며 역곡 해와 주님으로부터 문초를 받으신 후,
하
고 명령하신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7월 30일 정오 12시에,
방안에는 하얀 뭉게구름 같은 이슬은혜가 자욱하여 방안에 있던
가족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우렛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라고 하시는 음성과
함께 눈부시게 희고 찬란한 옷을 입으신 하나님이 둥글고 찬란
하게 광채가 나는 흰 돌 판에

이라고 뚜렷하게 쓴 이름을

주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 묵시록 2장 17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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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록한 그대로, 오늘날
성주님이야말로 바로 성경상의 새 이름을 받으신 삼위일체 이긴
자요, 구세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역곡 해와 주님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으니, 이
때는 이미 성주님이 이긴자로서 흰 돌과 새 이름을 받으시는 무
렵이었던 것이다. 성주님이 구세주이심을 밝히시는 말씀이다.

----- 1982년 7월 말경, 역곡 주님 말씀 -----

역곡 해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시의 이현석 관장님이 과
연 진짜 마귀라는 뜻이라면, 역곡 주님은 결과적으로 가느다란
실뱀 마귀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커다란 황구렁이로 키워서
내보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무렵 당시의 이현석 이긴자께서는
실로 사경을 헤매는 엄청난 연단을 받고 계실 때인 것이다. 이
긴자는 만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짐을 걸머져야 하기 때문에 그
처럼 강한 연단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다. 심지어는 수없이 사경
을 헤매는 정도로 불같은 시험과 연단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긴자는 그 영력이 더욱 날로 하늘을 찌르
듯이 자라고 있었던 사실을 영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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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현석이는 바로 중앙(中央) 토운(土運)
의 구진등사라는 말씀이었던 것이다.
구진(句陳)은 죄를 담당하고 입을 벌려 말씀을 하시어 도(道)
를 펼치시며, 황제(蛇)가 중앙(中央)의 오황극(五皇極)에 등극(騰
極)하시니 곧 왕중왕(王中王)이요, 백마승인(白馬乘人)이라.
여기서 뱀을 황제라 한 것은, 원래 복희씨(伏羲氏)가 중국 전
설에 나오는 최초의 황제인데 머리는 사람이요, 몸은 뱀이었던
것이다. 등(騰) 자는 짐(朕: 황제)이 말(馬)을 타고 오신다는 뜻
으로, 등(騰) 자는 백마승인(白馬乘人)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황제(朕: 황제)가 백마승인(白馬乘人)으로서 중앙(中央)에 등극
(騰極)하시어 만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말씀으로 도를 펴시니,
곧 구진등사(句陳騰蛇)인 것이다.
역곡 해와 주님께서 겉으로는 이긴자 성주님을 마귀라고 가
장 미워하시는 것처럼 험한 욕설을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만, 사실상 그 말씀은 모두가 이긴자와 대화를 하시는 영적 말
씀이요, 속으로는 이긴자 성주님을 가장 염려하시고 안타까워하
시며 마귀들 모르게 감추어 키우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1982년 6월 17일 역곡 지하실 제단에서 마귀라는
문초와 함께 음란죄를 지었다는 문초와 함께 200명이 넘는 사
람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시고 자백서를 쓰고 나오신 것이다.
그 때에 이현석이라는 옛 사람은 이미 죽고 없으며,

이라

는 새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그 무렵 역곡 해와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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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이 말씀에서 구세주의 역사는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이긴자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
내시는 말씀인 것이다. 역곡 주님은 오직 다음 반열인 성주님만
을 지목하여 말씀하셨지만 어느 누구도 알아듣는 자가 없었다.
과거에 전도관 박태선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서 보내시고 영
생교 승리제단 조희성 해와 주님은 성주님을 영적으로 해산하
여 키워서 구세주로 세워서 내보내는 사명을 다 하셨던 것이다.

--- 이사야 7: 14 ---

해와 의인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바로 구세주라는 뜻이다.
동정녀란 처녀라는 말이요, 처녀란 곧 깨끗한 의인이라는 뜻
이다. 그러므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해와
의인이 영적으로 잉태하여 아담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라 한다는 것은 구세주라는 뜻이다. 이는 역곡 승리제단의 조희
성 해와 주님이 영적으로 낳은 성주님이 구세주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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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바닥을 치며 환호하라!
우리가 사모하고 고대하던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을 맞이하여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서라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왕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것이다. 손바닥을 치면
서 찬양하며, 환호하고 기쁨으로 영접해야 하지 않겠는가.
성경 시편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 시편 47편 1~7 ----

이와 같이
고 하였다. 손뼉 치며 찬송하는 것은 성경에도 기록되
어 있으며, 이는 곧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이다.

----- 시편 149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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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150편 ------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춤을 추며 찬양
하여도 아쉬운 것뿐인데, 손바닥인들 아끼겠는가? 기쁨으로 손
뼉치고 환호하고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오시는 구세주 하나님
을 찬양하고 영접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지당한 일이다.
세상에서도 대개 경사스러운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손바닥을
치며 축하를 하고,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고 옳다고 지지를 표할
때에도 손뼉을 치는 것이다. 매우 즐겁고 기쁠 때에 손뼉 치는
것이다. 손뼉 치며 즐겁고 기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들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기독교에서는 예배를 드리며 찬송할 때에 조
용하고 엄숙한 듯이 찬송하는 것은, 죽은 예수를 향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니, 기쁘고 즐겁게 손뼉 치며 찬송할 수 있겠는가.
기독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죽은 예수에게 제사하는 행위
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는 예배드릴 때에 죽은 예수를 향하
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니, 거기는 마치 죽은 자의 초상집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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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들의 찬송가는 마치 죽은 자의 장송곡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말세에 구세주 하나님을 맞이하는 빛의 아들들은 “할
렐루야!” 환호하며, 기쁘고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주를 영접하는
것이다. 요즈음은 사회에서도 손뼉 치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좋
다고 손뼉 치는 모임까지 생겨날 정도이다.
그런데 손뼉 치며 찬송하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
다면 그들은 과연 옳은가.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면
그 때는 무어라고 할 것인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는 기성
교회인 기독교가 당시에 박태선 장로님이 손뼉 치며 찬송하는
것을 미쳤다고 조롱하며 온갖 모략을 다 했다. 그런데 30여 년
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이제는 그들이 부흥회를 할 때나 기도
원에서 손뼉치고 찬송을 하며 다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그들이 그처럼 흉보고 비웃던 그 미친 지
랄을 이제 와서는 그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으니, 얼마나 웃기
는가. 흉을 보고 욕을 하려면 끝까지 해야 지조가 있고 똑똑한
놈들이지, 언제는 욕을 하다가 이제 와서는 왜 또 따라서 하는
가. 그들이야말로 이성을 잃고 날뛰는 미친 짓이 아닌가.
우리 한국 땅에 1950년대 6․25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절망과 탄식소리가 천지에 가득할 때, 1955년경부터 돌
연 혜성과 같이 출현한 박태선 장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
뼉을 치며 찬송하라고 외치며, 그때부터 손뼉 치는 운동이 전국
에 메아리치기 시작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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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부터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천국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한국 땅에 평화가 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앞으로 전 세계 인
류가 모두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
게 될 때, 이 세상은 그야말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는 진정한 평화
의 세계 곧 유토피아가 건설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
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자는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비로소 이 땅에 유토피아
가 건설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유토피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손뼉 치는 운동은 이 땅에 평화의 세
상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기초인 것이다. 이제 천하 만민들은 더
욱 힘차게 손뼉 치며 주를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여 모시는 마음의 성전 곧 마음의 천국을 건설해야할 것
이다.
1988년 9월 17일에 개막된 서울 올림픽에 모인 전 세계 인
류가 서로 손을 잡고 춤추고 노래했는데, 그 후 동구권의 공산
주의 국가들이 개혁을 함으로써, 세계 공산주의가 다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되었으며, 이제 머지않아 우리 한국도 평화적으로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리니, 결국 세계 통일의 열쇠는 구세주 하
나님이 강림하신 이 한국 땅에서부터 이룩될 것이다. 그리고 이
한국이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어 세계 인류의 종주국이 되는 위
대한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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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인류는 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전 세계의 평화가 이 한국 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다. 결국 이 한국 땅에 태어나신 구세주 정도령께서 천지개벽을
하여 세계의 공산당을 없애 버리고 또 태평천하를 하여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다.
유토피아를 건설하시는 것이다. 이 세상에 살기 좋은 세상 신
세계를 창조하는 유토피아 건설의 기쁨과 환희의 역사에 당연
히 기쁘게 손뼉 치며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기뻐하
는 것이다. 손뼉을 치면 만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민족의 대 예언서 격암유록에는 말세에 구세주 정도령(正
道靈)이 오시는 때엔

손뼉을 치며, 혈맥관통희

락가(血脈貫通喜樂歌)를 부르실 것이라 예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상들이 어린 손자가 태어나면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가르치시는 것이 고사리 같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하면서,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면서 손뼉 치
는 것부터 가르쳤던 것이다.
이는 한 때는 우리 민족 가운데서 구세주 정도령이 나오셔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시고 태평천하를 하실 것이라는 예언서
를 돌려 보거나 말을 전하는 자는 관가에 끌려가서 형을 받는
그런 나라를 잃고 설움을 당하던 일제강점기와 같은 시대도 있
었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말 못하는 어린 손자가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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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첫 번째로 배우는 이수과목이 있었으니, 할아버지는 아직
말 못하는 어린 손자에게 흥얼거리면서 민족의 한의 노래와 함
께 손뼉 치는 것을 가르쳐서 이 땅에 오실 정도령님을 만나 뵙
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이 구세주가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그 사상이 후세에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
다.
그러면 왜 손뼉 치며 흥얼거리며 노래 부르는 것이 그토록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로 배워야만 하는 이수
과목인가? 이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최고의 목적이요,
영광이 바로 새하나님을 영접하여 맞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인생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새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것이다.
인생으로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바로 이 땅
에 오신 구세주 새하나님을 만나 뵙고 영접하기 위함이다. 그토
록 인류가 소망하던 구세주 정도령이 출현하셨으니, 이제야 비
로소 우리는 어느 누구의 간섭도 없이 마음껏 한없이 손뼉을
치며 춤을 추며 새 노래로 새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 가운데 먼 훗날 구세주 정도령이 나오실
것이니, 기쁨으로 손뼉을 치며 영접하고 새하나님을 맞이하라는
뜻을 말 못하는 어린 손자에게 가르쳐서 후세에 전해왔는데, 그
와 같은 사실이 격암유록에

천신하강 특명서

(弄弓歌)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鷄鳴聲)라고 예언명시하고 있으니, 이
는 인왕사유 전라도에서 이루어지니 이 웬 말이냐는 뜻이다. 이
는 전라도 빛고을 광주에 구세주 새하나님이 강림하시어 천하
의 새 문명을 일으키시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손뼉을 치며 즐겁게 희락가(喜樂歌)를 부
르면서 구세주 정도령을 찬양하는 세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다.(시편 98: 4~8, 이사야 55: 12) 각 가정마다 직장마다 어디
든지 손뼉 치며 즐거운 노래하는 사회가 될 때에 이 세상은 살
기 좋은 지상낙원이 되고 태평천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성례 시간에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하는 것은 불교에서
스님들이 목탁을 치는 것과 같이 손 목탁을 치는 것이다.
손뼉을 치는 모습은 두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하는 자세이며, 이와
같이 힘차게 손뼉을 치며 찬송을 부르면 더욱 은혜를 많이 당겨서
받게 되며 모든 병마도 다 죽게 되는 것이다.
막혔던 혈맥이 뚫려서 다 통하게 되니 신진대사가 잘되어 몸이
아주 건강하게 변화가 되어 그야말로 환골탈태(換骨奪胎)가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손바닥을 치는데, 그렇
게 하니 건강까지 좋아지니, 이런 일을 보고 속담에 이르기를
고 한 것이다.

4. 새 기도
(1)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대화를 할 때에도 서로 마주 바라보며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
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애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소원을
아뢰어야 할 것이다. 성경에도 처음에는 기도하는 법이 모두 눈
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기도하는 사무엘의 성화
사진이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모두가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눈을 감고 기도하게 된 것은, 그들의
구세주라는 예수가 죽은 후부터 그들이 죽은 예수를 향하여 묵
념(黙念)을 하기 시작한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사회에서도
국경일의 행사에서 순국선열에 대하여 묵념을 할 때에 눈을 감
고 머리를 숙이지 않는가. 그와 마찬가지이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할 때에 바
라볼 대상인 예수가 죽고 없으므로, 죽은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으니, 눈을 감고 죽은 예수에 대한 묵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묵념에 불과
한 것이다. 또한 눈을 감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
는 것이다. 죽은 예수를 따라서 죽음의 길로 향하는 죽음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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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의 기다리고 고대하던 구세주 새하나님이 오셨으
니, 우리는 새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
이다. 그 동안은 어둠의 세상인 마귀 세상에서는 눈을 감고 기
도를 하였으나, 이제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다. 인류의 태양 구세주 새하나님이 출현하셨으니, 곧 빛이 나
타났으니 눈을 뜨고 빛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다.
태양이 떠오르니 어둔 밤이 물러가고 반짝이던 새벽별도 이
제는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던 잠을 깨어 일어
나서 눈을 뜨고 밝고 밝은 새 아침에 기쁨으로 새 세상 하늘나
라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려야만 옳지 않겠는가.
오늘날 모든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바로 새하나님을
마나 뵙기 위해 태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인생으
로 태어나서 새하나님 얼굴 한 번만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영
광이 될 것이다. 세상에 어떤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새하나님 얼굴 한번 뵙지 못하면 그는 최고로 불행한 자가 될
것이다. 새하님을 만나 뵙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
이다. 이긴자 구세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시선을 타고 흐르는
하나님의 성신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바라만 보아도 은혜를 받게
되고, 마귀가 박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병들어서 죽게
된 사람들이 소생하여 기뻐 뛰게 되리니, 성경에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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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기 4: 2~3 ----

구세주 새하나님이 출현하시면 새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여
도 그에게서 의로운 광선이 발산되어 그 빛을 받기만 하면 마
귀가 죽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죄인들의 죄가 사해지니 죽
지 않고 영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자식들이
모두 살찐 송아지같이 기뻐 뛴다는 것은, 구세주 새하나님이 바
로 소요, 새하나님의 말씀이 곧 소 울음소리인 것이다.
바라본다는 의미는 다만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마
음으로 고도로 향하고 사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음으
로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는 경지가 진정 바라보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바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온전히 나
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로 직결되는 것이다.
최근 2000년 1월 26일자 중앙일보 18면에 【기의 세계】47.
장생구시(長生久視)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노자(老子)의 수행법(修行法)의 하나로 흔히 ‘장생구시(長生久
視)’가 손꼽힌다. ‘장생구시’란 도덕경(道德經) 59가름(章)에 나
오는 대목이다. 다석(多夕) 류영모(柳永模)는 이것을 풀어 ‘길이

천신하강 특명서

살아 오래 보는 것’이라 했다. ‘길이 사는 것’ 또는 ‘오래 사는
것’은 유사 이래 인간이 희구(希求)해 왔던 바였다. 한데 ‘오래
보는 것’ 즉 구시(久視)가 여기에 덧붙여진 까닭은 알 것 같으
면서도 아리송하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한다면 ‘장생’을 결정하
는 비밀의 열쇠는 ‘구시’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구시’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구시’란 눈을 깜박이
지 않고 오래도록 보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수련할 때 눈을 어
떻게 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매우 초보적이면서도 궁극적인 것
이라고 일컬어진다. 초심자(初心者)는 의례 눈을 반개(半開)하든
가 또는 살짝 감으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눈을 뜨고 좌선
에 임하라는 소리는 여간해서 듣지 못한다.
그도 그럴 것이 눈을 뜨고 좌선하는 단계는 그 자체가 매우
높은 경지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달마(達摩)가 면벽구년(面壁九
年)한 것은 눈을 감고 한 것이 아니라 ‘구시’를 한 것이었다. 이
때의 ‘구시’는 ‘시이불시(視而不視)’ 즉 ‘보아도 보지 않는 것’이
요, ‘평시(平視)’ 즉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보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풀이는 결국 ‘구시’가 우주(宇宙)와 ‘하나’되는 방법임을
일깨워준다. 선경(仙經)에 보면 ‘욕득장생(欲得長生) 선수구시(先
須久視)’라는 대목이 나온다. 오래 살기를 바라면 먼저 오래 보
기부터 하라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세 가지
를 손꼽고 있다.
첫째는

구시상전위신장생(久視上田爲神長生)이다.

상단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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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하면 ‘정기신(精氣神)’ 가운데서 ‘신’이 장생한다는 뜻이다.
둘째는 구시중전위기장생(久視中田爲氣長生). 중단전(中丹田)을
구시하면 ‘기’가 장생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구시하전위형장생
(久視下田爲形長生). 하단전을 구시하면 몸(形) 즉 ‘정’이 장생한
다는 이야기다.
노자(老子)의 ‘장생구시’에 관한 ‘사기(史記)’의 기록은 매우
흥미롭다. ‘사기’에는 노자(老子)가 1백 60여 세 또는 2백여 세
까지 살았다는 설(說)과 함께 이것이 수도양생(修道養生)으로
말미암은 ‘장생’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쓰여 있다.(이규행: 언론
인․현묘학 회장)
이와 같이 노자(老子)가 가르친 장생구시(長生久視)의 수련법
은 바로 오늘날 천부(天父) 하나님이 오실 때에 만민이 하나님
을 바라보며 행할 수행법을 가르친 것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자나 깨나 꿈속에서라도 항상 사모하는 구세주 하나님 성주님
을 바라보며 기도가 그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숨 쉬는 대로 초
초로 쉬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다. 호
흡이 끊어지면 죽는다. 성경에도
라고 한 것이다. 이는 성도의 기본자세이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는 상달되는 기도
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죄인이 하나님께 “주여!” 하고 기도를
하면, 마귀가 듣고 대답하는 것이다. 마치 똥 위에는 똥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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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는 것과 같이 마귀의 신끼리 통하는 것이다.
신(神)도 끼리끼리 통하는 것이다. 유류상종(類類相從)이다.
‘나’라는 존재는 마귀인고로 마귀가
도를 하면, 대장 마귀가

하고 기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다. 그러

므로 죄인은 기도를 해도 죄가 되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중언부언 주문을 많이 하면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무
당이 푸닥거리를 하며, 두 손을 비비면서 사신(邪神)에게 중언
부언 비손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대화이거늘, 어느 누구의 중
보자가 따로 필요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누구도 중간에 대변할 자가 따로 필요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예수와 같은 가짜 구세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다만, 성경에도 성신이 우리를 위하
여 대신 기도하신다고 한 것이다. 그 성신이 바로 오늘날 또 다
른 보혜사 성신인 새하나님이다.(요한복음 14장 16∼17절, 26
절, 15장 26절, 16장 7∼14절)

------ 로마서 8장 26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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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라고 하면, 같은 신이므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달되는 기도 법이다. 그
렇게 하려면 가장 먼저 ‘나’라는 존재 마귀를 짓이기고 죽이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라는 주체의 영은 마귀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해도 마귀가 한 짓이요, 죄가 되기 때
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신다 해도 모두 다 의
요, 선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죄와 의의 기준이 갈라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죄와 의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도 내가 하면 죄가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비
로소 거룩한 기도가 되고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할 바는 오로지 ‘나’라는 존재 마귀를 죽
이고 죄 사함을 받는 것보다 더욱 소중한 기도는 없는 것이다.
성경에도

고 하였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어찌 당신의 사랑하는 자식이 달라고 구
하기도 전에 미리 아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서 무엇이 부족하여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하늘 보화의 창고 문을 열어 한없
는 축복을 내려주심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2) 새 기도문

瘀 者鬼 戕 摤 蕩 蕩 蕩

라는 뜻이다. 이와 같이 성주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기도
를 하면, 그 즉시 만왕의 왕 성주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앞에 마
귀가 전멸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는

소리만 들어도 마귀는 그대로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 정도로 온 우주에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존재가 바로 성주님이요, 새하나님이요, 미륵왕님이요, 정도령님
인 것이다. 왜냐하면, 마귀들의 온갖 공격을 다 받고도 죽음에
서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주의 왕 마귀를 죽이고 승리하여 나
오셨기 때문이다.(여기서는 구체적인 기도문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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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기도는 어혈이 맺혀 죽을 죄인의 피 속에 있는 죄
의 마귀를 성주님의 성령의 검으로 찔러서 박멸소탕(撲滅掃蕩)
하여 깨끗이 씻어 주신다는 뜻으로서,
라는 뜻이 함께 포함되
어 있는 것이다.
은 내 속에 들어있는 마귀의
영(나쁜 마음)을 없애는 새 기도문이다. 이 글자의 뜻을 자세히
풀이를 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혈기를
내면 피가 썩고 어혈(瘀血)이 맺힌다는 뜻이다. 사람은 원래 하
나님의 소생이며 하나님들인데, 욕심을 부리고 혈기를 내며 시
기 질투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 속에 악한 마귀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임
하시면 의인(義人)이요, 마귀가 점령하고 있으면 죄인(罪人)인
것이다. 사람[者] 속에 마귀[鬼]가 붙어 있으니 죄인이요, 죄인
인고로 추악한 마음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죄를 지어서 추악하게[者鬼] 된
죄인 속의 마귀의 영을 성주님의 권세 능력인 이슬의 철장으로
찔러 죽여[戕] 주시라는 뜻이다. 삼위일체 이긴자 성주님의 몸
에서 나가는 살마광선(殺魔光線)이 마귀의 영을 모조리 사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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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죽여서, 죄를 100프로(％) 뿌리째 뽑아 씻어주시는 것이다.
뼈골 속, 피 속, 세포 속마다 살마광선이 투과하여 들어가 마
귀의 영을 모조리 사살시켜 죽이는 것이다.
왕[一]의 사람[人]이 죄[爻爻]
를 대신 담당하고 걸머지는[爽] 수고[扌]를 하여, 더러워진 죄
인을 맑고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摤] 뜻이다. 이는 구세주 새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귀를 박멸소탕(撲滅掃蕩)시켜 죽여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의 뜻은,
의 줄인 말이다.

이 기도는 천상천하에 둘도 없는 마귀를 죽이는 기도로서 누
구든지 성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새 기도를 열심히 하면 자신
속의 마귀가 죽고 향취와 이슬 같은 감로수의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성주님을 바라보면서 시간 시간 초초로 쉬지
않고 이와 같이 계속 기도를 하면 자동적으로 자신 속에 ‘나’라
는 존재 마귀의 영을 멸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성주님이 정좌하
시어 항상 인도하여 주시니, 그 길이 평안하고 행복하며 승리자
의 길로 향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모두 새하나님께 있으니, 이제 만
왕의 왕 구세주 새하나님이 출현하셨다는 이 천국복음을 천하
만방에 널리 전파하는 새 하늘의 역군이 되시기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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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암유록 갑을가(甲乙歌)에 하늘 문을 열고 정도령이 나오시
는 데 그 성씨가 이씨라고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天門開戶進奠邑 地開草出退李亡

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늘 문을
열고 정도령이 나오신다는 뜻이다. 여기서 전읍(奠邑)은 정(鄭)
자의 파자(破字)로서 정도령(鄭道令)을 뜻한다. 구세주 정도령은
하늘의 성씨가 정씨(鄭氏)요, 땅의 성씨는 이씨(李氏)라는 뜻이
다. 이 오얏나무 이씨 정도령이 바로 구세주 새하나님이라는 뜻
이다.
이 오얏나무는

곧 하늘이 무

너지고 땅이 꺼지는 소사(素沙)에서 솟아나 세움을 받아 나오신
마지막 아담인 삼위일체 완성자 이씨의 구세주 정도령이다.
이란, 땅을 열고 초목이 나오니
곧 오얏나무라. 이 오얏나무를 거스르거나 배척을 하게 되면 망
(亡)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죽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씨의 정도령을 마음속으로 고도로 사모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이씨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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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령을 마음속으로만 배척해도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만왕의 왕이신 구세주 정도
령이 어찌 이 정도의 권한도 없겠는가.
격암유록에도
(격암유록 초장)
라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씨의 정도령이신 성주님은 천신
(天神) 곧 하나님의 신이 친히 강림하심이 분명히 안다고 하였
다. 우리가 성주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한량없
는 영광이요,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3) 도통의 비결
제아무리 내가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고 하신다면, 그 얼마

나 기막힌 일이겠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
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때에 비로소 그 기도는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상달되는 기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일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중차대한 문제는 ‘나’라고 하
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기도는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나’라는 주
체의 영은 악한 마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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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 의가 되지만 내가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죄가 될 뿐이다.
그러므로 ‘나’라는 죄인은 거지 동냥을 주거나 고아원에다 쌀
을 백 가마를 희사하여도,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여도 모두가
다 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죄가
되므로 기도도 내가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죄가 될 뿐이니
‘나’라는 것은 무슨 선한 일을 한다 해도 모두가 다 죄일 뿐이
다.
그러기 때문에 죄인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 죄인이
하고 기도를 하면, 왕 마귀가
하며 웃을 뿐이다. 죄인이 기도를 하면 마귀하고만 잘 통하게
되고 마귀 신만 받게 되는 것이다. 마치 쿠린내 나는 더러운 똥
위에는 똥파리만 윙! 하고 날아올 뿐이다.
신도 유류상종이다. 같은 신끼리만 잘 통하게 된다. ‘나’라는
마귀새끼가 기도를 하면, 마귀의 하나님 곧 마귀의 왕초가 대답
을 할 뿐, 하나님은 절대로 들으시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마귀는 서로 상대적인 반대 신이다. 그러
므로 마귀새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원수 마귀새끼의 소원
을 들어주시겠는가.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다면 얼
마나 잘 통하겠는가. 그러므로 기도할 때

라고 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면, 같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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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의 신끼리 비로소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것이다.
같은 신끼리는 잘 통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도통의
비결이요, 자유율법을 지키는 비결이요, 마귀를 죽이는 비결이
요, 죄를 벗는 비결이며, 이긴자 하나님이 되는 비결이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두 주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
이다. 가령, 못된 짓을 하려고 할 때 그 못된 짓을 하려고 손이
움직이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인데, 그와 같은 못된 행동을 하려
고 하면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그것이 양심의 고동이다. 이 양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 양심대로 살기가 어렵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은 악한 마귀 세상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
가 오히려 활개를 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인 양심은 마귀의
옥에 갇히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죄인은 바로 이 양심(하나님)이 마귀의 영적인 옥(죄)
에 갇히어 있기 때문에, 죄인을 일컬어 마귀 옥에 갇힌 하나님
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죄를 완전히 다 벗은 의인은 마
귀 옥에서 석방되신 하나님인 것이다.
세상에서도 한 나라에 왕이 둘이 있다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왕을 섬기고 있는 죄인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 속에서 ‘나’라는 존재 왕 마귀를 여지없
이 쳐서 죽여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야만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마귀 옥에 갇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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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님은 너무나 힘이 약한 하나님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의 옥에 갇혀 처참한 지경에 있는
하나님이 마귀 옥에서 석방되어 자유를 얻으려면 마귀를 죽이
시는 힘 있는 무적 장수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려
왔던 것이다. 이 힘 있는 장수가 바로 말세에 기약이 이르러 마
귀를 죽이고 나타나신 이긴자 구세주요, 또 다른 보혜사 성신이
요, 새하나님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긴자 구세주 성주님께서는
마귀를 죽이는 권능을 소유하고 계시는 것이다.

----- 묵시록 2: 26∼27 -----

라고 함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마귀 옥에 갇혀 있는 하나님을 석방시키
기 위하여 철장을 들고 나타나서 마귀들을 모조리 박살내어 죽
여주시는 것이다. 이 힘 있는 무적 장수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이다.

----- 로마서 8: 26 -----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죄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중언

천신하강 특명서

부언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것은 마치 무당 푸닥거리와 같다.
삼천년성 안에 들어온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

고 한 그

대로, 오직 마귀를 죽이고 죄를 씻기 위한 기도 외에는 다른 요
구 사항이 필요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
식이 무엇이 필요한지 말하지 않아도 어찌 모르시겠는가.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나’라는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
으시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첫째로 내가 하는 기도는 잘
못된 기도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동안 이 세상의 여러 종교에서 소위 하나님께 향
하여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죄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께서 혹은 부처님께서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 한 수 더 떠서 자신의 이름으로는 자신이 없는지
다른 힘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
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독교인들의 경우인데, 대개 예수
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잘못된 기도
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예수는 자신보다 더욱 하나
님 앞에 크나큰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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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소위 하나님께 기도를 한답시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일 잘못된 점은, 여러 가지 메뉴를 중언부언 많이 진설해 놓
고 나중에는 의례히 등장하는 메뉴 이 나라의 남북통일과 전
세계 평화까지 거론하는 아주 거창하고도 유창한 메뉴를 걸게
많이 나열하고 나서 맨 끝에
하고 마무리에 초를 팍! 치는 것이다. 하하하하!
그와 같은 기도는 마치 무당 푸닥거리와 같은 것이다. 기독교
인들의 그와 같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한심하
기 짝이 없으며, 마무리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실로 오싹! 하고 소름끼치는 전율을 느끼기
까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일 점 일획도 가감할 수
없으며, 틀림이 없는 절대적인 신성불가침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이라고 믿고 있는 성경에서 예수는 하나님
께 기도를 해도 응답도 듣지 못하는 자이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발악하며 죽어간 저주의 자식
이기 때문이다.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
듯이 하며 간절하게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
답을 받지도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 외
아들이라 주장하면서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
람이 없다고 했던 말도 새빨간 거짓말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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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26: 39 ------

그리고 여기서 예수는 자기의 뜻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것인데, 암만 밤새도록 기도를 해도 응
답이 없자, 그러면
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 기도 중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의 뜻은 십자가
를 지지 않으려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다르다고 고백을 하
는 것을 보더라도, 자기는 아버지와 뜻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뜻이 다른데 어찌 응답을 하시
겠는가. 그러므로 그가 자기는 아버지와 일체라고 주장했던 말
이 모두가 새빨간 거짓임이 그대로 들통이 나고 만 것이다.

---- 마태복음 27장 46절 -----

이는 예수가 다음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사형
을 당할 때 십자가상에서 운명하기 직전에 한 최후의 말이다.
이는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최후의 발악을 하
며 내뱉은 외마디 소리였던 것이다. 오죽하면 옆에 있던 로마병

4. 새 기도

정들이

(마가복음 15:

36) 하고 조롱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이다.
성경의 기록은 단 한마디도 오차가 없다고 믿는 기독교인들
의 입장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예수의 외마디 비명은 그가 하나
님께 버림을 받은 저주의 자식임을 그대로 실토한 셈이다.
이 예수의 최후의 한마디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은
기독교인들의 주장대로 성경 말씀은 일 점 일획도 틀림이 없는
절대적인 신성불가침의 경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예수는 아무
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지도 않았으며, 그
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하지도 못한 자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어갈 때에 최후의 한마디에서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구원의 손길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버
림을 받은 저주의 자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발악하면서 죽
어갔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곧 예수와
같이 자기네들도 예수처럼 암만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발악
하며 대항하면서 비참하게 저주의 자식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죽어갈 것을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이며, 또 그와 같이 예
수의 뒤를 따라서 지옥으로 가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깃들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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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그 얼마나 소름끼치고 끔찍하며 한심한 기도인가? 왜
하필이면 하나님과 기도가 통하지도 않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
망이나 하고 죽어가는 저주 받은 자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단
말인가? 그런데 무슨 은혜인들 받을 수가 있겠는가.
차라리 그럴 바엔 자신의 이름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
각한다면 자기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 못한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자신의 부모님께서 많
은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의로운 혈통이
라면, 그 혈통을 이어받은 자손이 축복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혀 피 한 방울 연결되지도 않은 한낱 서양 귀신 예
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엉뚱한 발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꾸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숭
상하다가는 결국은 예수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한 서양 귀신 예수는 지
극정성으로 섬기면서,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절을
하거나 조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배척하면
되겠는가. 천벌을 받으리라!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긴 최후의 한마디는 남아 있는 유가족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일생토록 한 말 중에서도 그 사
람의 뜻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이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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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가 남기고 간 그 최후의 한마디는 그가 진정 하나님의 독
생자요, 구세주라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그와 같은 예수의 외마디 절규는 어느 대변인의 말도 아니고,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을 당할 때에 운
명하기 직전에 예수가 직접 한 말이라고 서술된 기록으로 보아
예수가 한 말이 틀림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대로 성경은 일 점 일획도 틀림이 없는
절대적인 신성불가침의 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신빙성
있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비추어 볼 때, 예수는 하나님과 일
체요, 구세주라는 그의 주장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다.

(4) 구원의 길을 찾으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 은혜의 연결이 되어야만 죄 씻
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않은 것이요,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고 은혜의 연결을 받지
도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으며, 구원이란
그림의 떡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하나님과 기도가 전혀 통하
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성신의 은혜를 내렸다는
기록이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
나님으로부터 성신의 은혜를 받지도 못할뿐더러 예수는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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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를 해도 성령의 은혜를 내리지 못했던 것이다.
성경에

(요한복음 7: 37~39)라고 기록된 그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성신을 내리지 못했다는 기록은 있어도, 예수
가 성신을 내렸다는 기록은 성경에 전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가 아직 영광을 얻지 못한 고로 성신이 내리
지 아니하였다고 한 말은, 바로 예수가 이기지 못한 고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성신을 내리지 못했던 것을 그와 같이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인 것이다. 예
수가 이미 하나님의 성신으로 태어난 자라면 그대로 성신을 내
려야지, 또 무슨 놈의 영광을 얻어야만 성신을 내린다는 식으로
변명을 한다는 말인가? 너무나도 유치한 사기극인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가 살았을 때 직접 내렸다는 것도 아니
고, 예수가 죽은 후에 오순절 날에 예수의

(행 2: 1~5)라고 한 것을 성신이 임했
다는 걸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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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것은 마귀 악신의 역사인 것이다. 성경에서 예수가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의 성신을 내렸다는 근거는 전혀 없고 다
만 예수가 악신 사탄을 내린 증거들은 여러 곳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첫째, 예수가 별도로 칠십 인을 세우고 둘씩 보내어 전도를
하게 할 때에 사탄이 하늘에서 내려와 저희를 지원하였다는 기
록이 있는 것이다.

----- 누가복음 10: 17~20 -----

이는 예수가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낼 때에 공중에서 사탄
이 집중 지원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들
에게 그 힘으로 귀신들이 항복을 하게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성신을 내리는 하나님의 아들 이긴자가 아
니라, 오히려 그는 마귀의 악신을 부어 주는 마귀 왕이요, 거짓
선지자요, 가짜 구세주라는 증거가 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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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예수는 열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가 가롯 유
다에게 음식 조각을 입에다 넣어주니 악신이 들어가더라 하는
것은 예수에게 있는 신이 바로 마귀 악신이라는 증거인 것이다.
예수가 열 두 제자들을 모아 놓고 최후의 만찬 소위 음식을
축사하여 함께 먹는다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라고 질문하니, 예수가 자기 사랑하는 제자 중 가롯
유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내용의 장면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 요한복음 13: 26~30 ---

예수가 하나님의 성신을 부어 주는 이긴자요, 은혜자라면 제
자 가롯 유다에게 음식 조각과 함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어
서 오히려 마귀를 죽여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는 제
자 가롯 유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사탄
을 그의 입안에 넣어 주었으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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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을 받은 자가 아니며, 마귀의 악신을 받은 자요, 악신을 부어
주는 자가 분명한 것이다. 그는 가짜 구세주요, 악한 대장 마귀
임이 분명한 것이다.
셋째, 예수의 인간성은 매우 잔인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증거들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
은 은혜자에게서는 성령의 은혜가 나오게 되어 있고, 마귀의 악
신을 받은 자에게서는 악신만 나오게 되어 있고 악한 행동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성경은 본래 외경이 더욱 사실성이 있는 것이다. 오늘
날 기독교의 66권으로 된 정경은 기독교인들이 외경에서 예수
의 나쁜 점은 모두 빼버리고 좋은 점만을 골라서 미화시키고
과장하여 기록한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외경에 보면 예수가 어릴 때는 마을의 동무들과 모래성을 쌓
으며 놀다가 괜히 다른 동무가 쌓아올린 모래성을 무너뜨리고
행패를 부리곤 했던 것이다. 그러자, 울면서 대항하는 동무를
저주하여 죽여 버리는 일을 행하곤 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마귀 악신이 들린 자였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자기
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입에도 담지 못할 저주를 하는가
하면 산길을 가다가 시장할 때 열매를 따먹으려고 무화과나무
에 다가갔으나, 나무가 아직 어려서 열매가 열리지 않은 것을
보고 성질이 나서 그 나무를 향하여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
리라 하고 저주를 하여 즉시 그 나무가 마르게 하였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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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또한 예수의 성품이다. 그러면 그 성경 기록을 한번 살
펴보겠다.

------ 마태복음 21장 18~22절 -----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보다 더욱 큰 것도 행한
다고 하면서 거드름을 피웠던 것이다. 이것은 이보다 더욱 악하
고 못된 짓을 많이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무화과나무나 또는 남을 저주나 하는 것이 대단한 큰
권능이라도 행한 것으로 아는 것은 참으로 유치하고 못된 삼류
무당과 같은 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런 성경의 기록마저도 신빙성은 없는 것이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난 사건과 막달라 마리아
의 언니와 동생의 시기 질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예수의 여
성 편력,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발악을 하며 대항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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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라든지, 어느 것 하나 모범이 될 만한 행위가 없으며, 구세
주다운 행동이 없고 심히도 비도덕적인 한 불한당에 불과한 것
이다.
그리고 예수는 이와 같이 보통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혐오감마저 느끼게 하는 비인간적인 악동(惡童)이었으며, 그는
적그리스도요, 구세주의 이름을 사칭한 이단의 괴수인 것이다.
예수는 본래 공중권세 잡은 악신이 들린 자였기 때문에 그 신
의 본질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에베소서 6: 12)함과 같은 것이다. 그
러나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구세주
는 이와 같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여 죽이는 권능을 행
하시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마귀를 죽이는 권능이야말로, 태산을 억만 번 들어
서 바다에 던지는 능력보다, 또한 하늘을 열두 번도 더 올라갔
다 내려왔다 하는 권능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큰 권능
인 것이다.
구세주라면 인생의 죄를 사해주고 죽지 않게 영생을 주는 것
이 본분이요 사명이거늘, 남을 저주나 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하
는 자가 무슨 구세주의 자격이나 되겠는가. 말로만 구세주라고
억지 주장만을 하면 구세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의 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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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구세주의 사명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다.
예수는 원죄를 논하지도 못했고, 원죄를 해결해주지 못한 것
이다. 원죄를 해결해 주었으면 인류에게 영생을 주었을 것이다.
예수는 에덴동산이 어디에 있으며, 생명나무와 생명과일이 무엇
이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무엇이며, 인간에게 죽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지 말해주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영생의 은혜를 부어주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2천
년 동안 예수를 믿어서 죽지 않고 영생을 한 사람이 단 한 명
도 없는 것이다.(요 6: 49~51, 8: 51, 11: 25)
그러므로 예수가 자기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주장
했던 모든 예언도 모두가 다 거짓말로 끝나고 말았으니, 예수는
구세주를 빙자하여 사기극을 벌였던 희대의 사기한인 것이다.
그러한 예수가 갖은 허풍을 떨면서 구세주 행세를 했으니 어
떻게 되겠는가. 그로 인하여 지금까지 2천년 동안 전 세계 기독
교인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잘못 알고 속아서 미혹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조작한 가짜 구세주에게 미혹되어 오늘날 기
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두가 마귀 예수를 섬기는 한
심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다.
넷째, 예수가 하나님의 성신을 내리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아
들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증거는, 그 동안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인류의 평화를 깨뜨리고 십자군 전쟁과 같은 살인 만행을 저질
렀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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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은 사실은 오히려 예수의 신은 분쟁과 사망의 악신이
었음을 드러내는 증거라 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
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말은 어불성설(語
不成說)인 것이다.
기독교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으
며, 그처럼 수많은 형제들을 살인하고 원수를 맺고 악담과 저주
를 퍼부었는데, 어찌 그러한 줄기에서 하나님 구원의 섭리가 나
오겠는가. 어찌 하나님이 그들만을 최고로 인정하시고 또 사랑
하신다는 말인가. 생각을 해보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법이다.
예수의 제자들이 받은 은혜가 마귀 악신의 역사라는 것은 그
후에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였다. 기독교가 십자군 전쟁, 종교전쟁
등, 그들이 행한 것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성신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기독교가 저지른 만행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
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 같이 내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호세야 14: 5)라고 하신 말씀과 같
이, 하나님의 성신은 분명히 죽은 자(예수)가 아닌 이긴자(이스
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임한다고 한 것이다.
오늘날 구세주 새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나 성도들이 산이나
들이나 어디를 가도 항상 이슬 같은 은혜가 내리며 불과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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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광경이 사진에 자주 찍히는 것이다.
은혜가 분명하게 내리기 때문에 사진에도 나타나는 것이지,
나타나지 않은 현상을 카메라가 잡아낼 수는 없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과 기도가 통하지도 못했으며, 성신의 은혜를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2000년이나 되어
도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였고, 그 은혜가 내리
는 광경을 찍은 사진 한 장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자기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호언
장담하였지만, 2천년 동안 오늘날까지 예수를 믿어서 죽지 않고
영생한 자는 단 한 명도 없으므로 그는 구세주가 아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십계명을 어기고 자기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며, 구세주라고 하면서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오직 하
나님만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추앙하게
만든 희대의 사기한이요, 적그리스도요, 이단의 괴수인 것이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며 중보 역할을 할 존재는 따로 없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할 표상은 오직 구세주 새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
며, 만민은 새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평등한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새하나님과 나 사이로 직접 기도가 통
하고 이슬 같은 은혜가 연결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도를 해주
실 때에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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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은혜는 향취와 이슬 같이 내리는 것이다. 이슬 은혜
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진짜 구세주 하나님의 역사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의 이슬성신이
내리는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구세주 새하나님의 징표다. 하나님의 몸에서 하
나님의 신이 내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니, 구세주 새하나
님의 몸이나 얼굴에서 하나님의 성신이 향취와 이슬은혜로 방
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다. 성주님께서는 항상 향취와 이
슬은혜를 내리신다.
오늘날 성주님이 내리시는 향취와 이슬 은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여 약속하신 구세주 새하나님의 징표이다.
그러면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려 한다.

--- 호세아 6: 3 ---

이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징표가 있
으니, 저가 나타나심은 아침같이 일정하여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니, 곧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다고 하였는데, 이는
바로 이슬비와 같은 성신의 은혜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표는 이슬 은혜인 것이다. 이슬 같은 은
혜가 바로 하나님의 신이다. 그러면 다음의 말씀에서 더욱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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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이슬 은혜가 곧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슬 같은 은혜는 구세주 새하나님의 징표다.

------ 호세아 14: 5~6 -----

(이사야서 26: 19)

그리하여 성주님을 고도로 사모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한량없
는 하나님의 향취와 이슬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주시
는데, 이 은혜는 말세에 이긴자 구세주가 내리게 되는 것이다.

----- 요엘서 2: 2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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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2: 17~21 -----

말세에 구세주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당신의 신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니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풀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
로 나타나는 현상이 심지어는 사진으로까지 찍히는 것이다.
이것이 구세주 하나님의 확실한 징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의 은혜가 분명히 내리기 때문에 사진에 찍힌다.
불교에서도 석가모니가 먼 훗날 미륵부처님이 오시리니 감로
수(甘露水)를 들고 오시어 모든 보살들에게 내려주시어 업장을
소멸 받고 열반에 들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이 감로수가 바로 미륵불의 징표인 것이다.
불경 열반경 9권에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는 것이다.

是故我說大涅槃 光所入毛孔必妙因
이는

는 뜻이다.

격암유록에도 명시하기를 감로여우해인을 용사하시는 분이
진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오시는 절
대자는 분명히 하늘의 징표를 가지고 오시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을 내리시는 것이며, 마귀는 마귀의 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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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때 당신의 두 길 예비자를 먼저
보내어 그들에게
(묵시록 11: 3, 스가랴서 4: 14)라고 한 그대로, 주의 길
예비자임을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신을 이슬 같이 내려
주기도 하셨던 것이다.
이는 마치 암행어사에게 마패를 주신 것과 같은 것이었다. 주
의 두 길 예비자들이 내렸던 향취와 이슬 은혜가 바로 구세주
하나님께서 주의 길 예비자들에게 징표로써 나타내주신 것이라
는 사실은, 오늘날 구세주 하나님께서 그와 꼭 같이 향취와 이
슬 은혜를 내리시는 것으로 더욱 구세주 새하나님이심을 확신
케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한민국 천하의 빛고을에서 새하나님이 출
현하시어 만민에게 향취와 이슬 성신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이다. 향취와 이슬성신의 은혜가 내림은 곧 새하나님이 오신
분명한 증거인 것이다.
그리고 구세주 하나님이신 성주님께서 계시는 곳에서는 항상
향취와 이슬이 내리고 있으니, 이는 성주님 몸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신의 은혜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이다. 구세주 하나
님의 몸에서는 마귀를 죽이는 살마광선인 이슬은혜가 방출되고
죄인의 몸에서는 죄의 독소물질이 방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주님과 서로 마주 바라보기만 하여도 성주님의
눈에서 성신의 은혜가 강하게 방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바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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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의 몸속의 마귀가 죽고 죄가 씻어지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 모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의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려 전신에 독이
퍼져서 죽어갈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어 장대 끝에 구
리 뱀을 만들어서 매달아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마다 전신의
독이 다 녹아 없어지니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더라(민수기 21:
8~9)고 한 것과 같은 것이다.
오늘날 구세주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여도 피 속의 마귀가
죽으니 죄가 씻어져서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구세주 하나님 곧 새하나님 한 분 외에는 마귀를 죽이는 존재
가 유사 이래 아무도 없는 것이다. 사망의 신 마귀를 죽이고 원
죄를 뿌리째 뽑아서 사해주시어 인생을 죽지 않게 영생을 주시
는 분이 바로 구세주인 것이다. 말세에 땅 끝 땅 모퉁이 동방의
해 돋는 나라에서 구세주 새하나님이 출현하신 것이다.(사 41:)
그 새하나님이 오늘날 삼천년성의 성주님이시다. 이제야 비로
소 인생의 숙원문제인 불사영생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다. 오
늘날까지 마귀를 죽이는 이긴자는 천상천하에 구세주 새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 마귀를 죽이는 능력의 신이 바로 이슬 성신인 것이다. 이
슬 은혜가 바로 구세주 새하나님의 최고의 권능이요, 확실한 증
거요 징표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참과 거짓은 바로 이 문제
로 하여금 판명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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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구약 성경 가멜산 상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니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였던 것처럼, 말세에 영적
엘니야(박 장로님)와 거짓 선지자들(기성교회 목사들)의 영적
가멜산 상의 대결은 이미 끝났던 것이다.(대법원 교리재판)
기성교회가 하나님 성신의 역사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바로 마귀 악신의 역사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모세 당시에 그 장대 끝의 구리 뱀은 오늘날 구세주 하나님
이신 성주님이 출현하시어 죄악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효시로써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누구나 새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성주님은 바로 중앙무기오십토(中央戊己五十土) 황제장군(黃帝
將軍) 구진등사(句陳騰蛇) 토운(土運)이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공상적이고 추상적인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미신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
님은 바로 사람의 몸으로 오시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 아닌 보이지 않는 신으로 오신다고 믿는 자들은
어둠의 자식들이요, 이단이요, 사탄의 무리들이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면 어서 속히 과거의 어둠의 자식들
이 모인 소굴에서 과감히 박차고 나와서 구세주 새하나님께로
달려와야만 하는 것이다. 모든 종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하산
을 해야만 할 때이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제 허사라는 것
이다. 구세주 새하나님이 참 종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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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오늘날 구세주 새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니,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지상천국 곧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것이다. 그런
데 기독교의 목사나 신부들은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천당에 간
다고 감언이설로 선량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
나 그것은 참으로 이치에도 안 맞는 거짓말이다. 다음은 성주님
께서 쓰신 ⌈하늘의 음성⌉에서 인용한 내용이다
≪오늘날 소위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기독교의 목사나 신부들
의 행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들은 자기네 교회의 장로님
이 위암 수술을 받고 고생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을 때 황당
한 말을 하는 것이다. 예수에게 기도를 하면 병도 낫고 살아날
줄 알았는데, 그런 믿음도 허사가 되고 졸지에 죽고 만 것이다.
그러면 그날 즉시 그 교회의 목사님이 달려와서 그 유가족들
에게 영락없이 하는 말이
하고 소위 조문의 말씀이
랍시고 그렇게 말을 한다. 이는 유가족을 위로하는 조문(弔問)
이 아니라, 유가족들을 더욱 약을 올리고 화나게 하는 말이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다. 또한 이런 말로 아예 설교를 하
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기꾼들의 괴변에 불과하다.
이 얼마나 해괴한 거짓말인가. 그렇다면 하나님도 죽어서 저
승에나 계신단 말인가? 그들은 기도할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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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기도하지 않는가.
성경에도

(마태 22: 31~33, 누가 20 : 37~38) 하고 명시되어 있
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살아계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까지 그들은 사망의 신이 되는 저승사자 마
귀 왕초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겼던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예
수가 아버지라는 하나님은 바로 마귀의 왕인 셈이다.
아니 여태껏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나 가기가 어려웠
던 천당을 죽자마자 그 즉시 직행으로 갔다고 하니, 그러면 아
예 위암 수술도 받지 말고 하루라도 더 빨리 죽어서 초고속으
로 천당에 갈 것을 잘못했지 않았는가.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
는가.
그들은 교회 단상에서 제법 신성하고 거룩한 척하며, 모든 교
인들에게 항상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설교는 그냥 허울 좋은 거짓말로 적당히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작 교인들이 죽으면 그날부로 천당에 갔다고 아주
엄숙하게 말하는 것이다. 천당도 살아야만 가는 것이지, 죽은
자가 어떻게 천당엘 간다는 말인가. 정말 웃기지 않는가? 이것
은 죽은 사람을 이용한 완전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기독교 목
사나 신부들은 전국 모든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보다 더 큰
사기꾼 죄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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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주장대로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이라면, 목사나 신부
들은 절대로 몸이 아파 병들어도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서 수
술을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평생토록 교인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
는 행위가 된다.
왜냐하면, 교인들에게는 죽어서 천당에 간다고 해놓고 자기는
죽지 않으려고 약을 먹고 병을 고치려고 발버둥을 치는 행위는,
죽어서 어서 속히 천당으로 오라는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을 불
순종하려는 대역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분명히
(야고보 1: 15)라고 하였으며,
(로마서 6: 23)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 값으로 지옥을 가게 되고,
의의 값은 영생이요, 의의 값으로 천당에 가게 되어 있거늘, 죄
를 지어서 죽은 영혼이 천당엘 간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죄를 더욱 많이 지어야만 어서 빨리 죽어서 그 죄를 지
은 영혼이 천당엘 간다는 것이니, 이는 죄를 안 지은 의인은 지
옥에나 가고,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라야 천당에 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그런 말은 성경에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
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천당에 가려면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어
서 어서 빨리 죽어야만 천당에 빨리 가게 된다는 말이 아닌가.
그러므로 죄를 부지런히 많이 지어야만 더 좋은 천당에 더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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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가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죽어서 간다는
그 천당은 분명히 예수가 죽어서 간 지옥이 분명한 것이다.
이와 같은 거짓목자들의 독초를 먹은 양떼(교인)들은 의례히
하는 말로,

고 아

주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광주에서 어떤 기독교 장로님 한
분이 나의 사택에 쌀을 배달하러 와서 거실에 있는 나에게
라고 하면서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닌가.
그리하여 나는 그 분에게
하고 반문을 하였더니,

라

고 하였다. 나는 그 분에게
라고 물어보니,
답하였다. 그래서 나는
라고 물어보니,
라고 스스럼없이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그 장로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자, 그 장로님이 갑자기 눈이 휘둥글 해지더니

라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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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엉뚱한 질문을 하였다. 이런 경우
를 자다가 봉창 뚫는 소리 한다고 하던가? 하하하하!
그래서 나는

하니, 그 장로님

은 나를 멍하니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다가
라는 한마디를 하고는 도망치듯 뛰쳐나가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 세상에 우주의 왕 마귀를 죽이고 나타나신
구세주 새하나님이 온 세상을 분쟁으로 휩쓸던 예수 마귀를 죽
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이다.
6천년 동안 어두운 마귀 세상에서는 태초의 하나님이 나타나
시지 않고 지하운동을 하셨지만, 이제 마귀의 세상은 끝이 나고
구세주 새하나님이 출현하시니 밝고 밝은 새 아침이 되고 새
세상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6천년 어두운 밤도 다 지나갔으니, 초저녁별
과 새벽별이나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요, 이제는 떠오르는 태
양을 바라보며 찬란한 영생의 빛을 받고 영광스러운 선지자와
왕의 반열에 서는 때이다.
이 한국 땅에 비로소 구세주 새하나님이 강림하셨다. 그리하
여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시려 날마다 안타까이 외치고 계신다.
그러므로 육천 년간 인간을 괴롭히던 우주의 악한 마귀가 모조
리 박살나게 될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날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 새하나님은 불교에서 기다리
는 생 미륵불이요, 유교에서 기다리는 정도령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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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라사대 耶蘇敎徒는
耶蘇의 再臨을 기다리고
佛敎徒는 彌勒의 出世를 기다리고
東學信徒는 崔水雲의 更生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히 저의 스승이라며 따르리라

위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의 강증산(姜甑山)
선생이 하신 말씀으로서,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
을 구원해 주실 구세주는 장차 미래에 오신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종교에서 기다리는 분은 오직 한
분, 곧 인생이 가야 할 바른(正) 길(道)을 호령(令)하여 가르치
면서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는 분, 이 분이
바로 정도령(正道靈)이요, 구세주요, 인류의 참스승인 것이다.
즉, 인생을 구원하시는 영생의 참 학문을 가르치시는 구세주
가 참스승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세상의 지식을 가
르치는 직업 선생은 많아도, 아직까지 인생의 바른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참스승은 없었던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다음에 다시 오리라 하여 오늘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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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림 예수가 오셔야만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기다
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세주는 장차 미래에 오실 재림
예수이지, 2천 년 전 유대 땅 나사렛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라는
뜻이 아닌가. 따라서 과거 2천 년 전 유대 땅의 나사렛 예수는
인생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요,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뜻
이다.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죽은 예수, 서양 귀신만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가짜 구세주를 섬기는 우상숭배를 이제는 그만 두고, 어서 속히
이 땅에 강림하신 구세주 새하나님을 영접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다 마찬가지다.
이제야 이 땅에 참 진리가 나타난 것이다. 모든 종교에서 기
다리고 고대하던 구세주 새하나님이 드디어 이 한국 땅에 출현
하신 것이다. 만민을 구원하실 인류의 태양이 두둥실 떠오른 것
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또는

이란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는 좌

(木運)를 믿어보니 아니고, 우(金運)를 맡기고 따라보니 아니므
로, 그 가운데 중앙토운(中央土運)의 본체 하나님(정도령)께 온
전히 충성을 바쳐야만 된다는 뜻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옛날에는 불교를 믿었고,
근래에는 기독교를 믿어보니 그것도 다 별것 아니다. 좌우당간
에 중앙의 하나님 도(道)의 정치가 구현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오늘날 새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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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새하나님이시다. 우리나라의 고대국가인 고조선 때에도 제정
일치의 시대가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이 땅에 강림하신 새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분명한
징표는 그 영광이 이슬 같은 은혜로 내림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이사야 59: 19∼20 ---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방(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만나 뵙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나 경외하지만 해 돋는 편
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니 향취와 이슬 같이 내리는 은
혜를 보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며, 이 영광을 보
고 경외한다는 뜻이다. 원수가 하천 같이 몰려올 때에 구세주
새하나님의 기운으로 모두 멸해버리시는 것이다.
그리고 구세주가 시온에 임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난 자 곧 동방의 의인에게 임하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구세주는 유다 줄기를 빙자하여 나타났던 예
수가 아니라,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 진정한 장자인 단지파 자
손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 창 4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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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 49: 16∼17 ---

유다 지파에 대하여 축복한 내용을 보면, 실로(구세주)가 임
하실 때까지 만민이 복종한다고 하였으니, 단 지파에서 구세주
가 나오실 때까지 만민이 예수를 믿고 복종한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세주가 나올 혈통을 오래토록 숨겨
두셨다가 말세에 기약이 이르러 동방의 해 돋는 나라 땅 끝 땅
모퉁이에서 동방의 의인 한 사람을 불러 일으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게 되는 것이다.
성경 상에 단 지파는 소라를 떠나서 북으로 해서 동으로 계
속해서 이동하여 우랄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몽고를 지나 오늘
날 우리나라 한반도에까지 도달하여 단군조선을 건설하였던 것
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5번째
단 지파에서 그 백성을 심판하는 구세주가 나타나신 것이다.
단은 다섯 번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야곱의 본처 라헬의 종
빌하의 몸에서 났으나, 사실상 야곱은 라헬의 소생으로 단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단 지파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단 지파를
동으로 이끌어내어 단군조선을 세우고 말세까지 은밀히 감추었
다가 동방의 해 돋는 나라 땅 끝 땅 모퉁이에서 인류를 구원하
실 이긴자 구세주 새하나님이 탄생하시도록 예정하셨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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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은 야곱의 ⋙
1. 우리들은 야곱의 단지파자손
하-나님 뜻을쫓아 억울함풀고
이-제야 세계만민 치리하겠네
구-세주 출현하신 단지파자손
후깨어라 백의민족 북을 울려라
렴만왕의왕 오셨다 왕이 오셨다
2. 제비뽑은 기업은 얻지못하고
소-라를 떠나서 동으로왔으니
약-하여 쫓기었나 천부아시리
성-주님 출현하신 단지파자손
3. 성주대항 큰죄를 그누가질까
오늘날 범죄한자 큰불행일세
바산에서 뛰어나온 사자새끼는
장자직분 간-직한 단지파자손
4. 금수강산 삼천리 예비하신곳
셈의장막 복된땅 만민의낙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땅에
재림단군 강림하신 단지파자손

5.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수준은 대개 교주가 죽은 후에 그 죽
은 교주의 무덤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사당을 지키고 있는
사당지기들에 불과한 것이다. 불교가 그렇고 기독교가 그렇다.
그러면서도 자기네의 교단이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되는
양 오판하고 있는 무식한 자들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전도관 박태선 창조주 하나님은

을

이라고 명명하신 것이다. 누구도 그 분의 깊은 뜻을 헤아려
깨닫는 자가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그 성
전에 임하시고 제단에 임하시지 않으며, 따라서 하나님께 다시
는 번제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신약 성경(구역) 마태복음 23장 35절의 기록을 보면

라고 기
록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
사장들이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후 다시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향하
여 예배를 행하는 것이다. 예배 의식도 역시 일종의 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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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제단(祭壇)이란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보이지 않
는 신이나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집을 의미
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주의 길 예비자가 이끄는 교
단을 제단이라 호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에 전도관을 제
단이라고 지칭하다가 역곡의 승리제단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
작된 이후부터 전도관의 명칭을

라고

일반 기성교회와 같은 명칭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주의 길 예
비자의 사명을 다음 반열로 넘기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도

라고 중앙을 강조하시는 뜻은 어디까지나 토운의 정

도령을 찾으라는 암시인 것이다.
그리하여 둘째 반열인

은 교단 명칭이 아예

이니,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신이나 죽은 자
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일 뿐이다. 이긴자 구세주 성주님께서
는 승리제단에서 이미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바쳤으며 멜기세
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만백성의 죄를 대속
하시는 산제사를 마지막으로 다 드렸던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삼
위일체 완성자 구세주가 되어 나오셨으니, 이제 다시는 대신 희
생의 제물을 드려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고, 다시는 제
사장을 세울 필요도 없게 된 것이다.

5. 하나님 성전

구세주 새하나님이 친히 오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신 말씀을 친히 다
이루신 것이다. 죽음이 없는 새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이 세상에 기다리던 진짜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이제야 비로소 이 세상에 진짜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오셨으
니, 그 하나님을 모신 신성한 전당인 삼천년성을 하나님의 성전
(聖殿)이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보라! 기다리던 하나
님이 오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여 모신 거룩한 전당
(殿堂)을 어찌 죽은 자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라 하겠는가.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단에서 예배를 드렸으나, 하나님
이 오시면 하나님을 모시고 구원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성전만이 우뚝 서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제단은 폐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한 그대로 말세에 하나님은
제단이 아닌 성전에 임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천년성(三千
年城)은 감추었던 한 씨의 진짜 하나님 진짜 주님을 모신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聖殿)이다.
제사나 예배는 보이지 않는 신이나 죽은 자에 대하여 제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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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사하는 것이니, 이는 분명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주의
길 예비자의 역사까지만 제단에서 제사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
말세에 새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聖殿)을 세
우게 되는 것이다. 제사나 예배를 드리는 제단에는 다만 죽음만
이 있을 뿐이요, 영생은 오직 새하나님의 성전 삼천년성에서 비
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무리는 구세주 새하
나님을 뵙기 위해 말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려오게 되니,
(미가 4: 1) 한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의 예배당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기독교의 예배당은 일종의 죽은 예수에게 제사하
는 제단(祭壇)이요, 사당(祠堂)일 뿐이다. 거기에 구세주 하나님
이 오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라 함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므로 과거에 전도관에서 박태선 장로님이 굳이

,

등, 왜 하필이면 제단(祭壇)이라고 명명하셨는가. 그 의
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뜻이며, 당신은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증거를 하는

이라

고 강조하셨던 사실에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구세주 새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새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세우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성전에 임하신 새하나님께
서는 천하 만민에게 영생의 축복을 내려주시게 되는 것이다.

5. 하나님 성전

천하 만민은 이 도(道)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우리 대한민
국으로 물 흐르듯이 다 몰려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에
유사 이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운 하나
님의 대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 성전은 구(球)의 형태로 성전
안에는 기둥이 하나도 없으며, 100만 명이 들어가 새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성주님이 서시는 단상은 중앙(中央)이다.

---- 성경 미가서 4: 1~3 ----

이처럼 말세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모든 산정 위에 우뚝 솟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 성전을
세울 자와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분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바
로 오늘날 구세주 새하나님인 것이다.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
서 영광의 성주를 만나 뵙는 일이야말로 인생의 최고 영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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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랴서 6: 11~15 ---

성경에는 말세에 나타날 주인공에 대하여

니 또는

이라고 감추어서 표현하고 있으나, 이 존재가
바로 말세에 기약이 이르러 나타나 보여주실 새하나님인 것이
다. 성주님이 드러내시기 전에는 아는 자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 ‘
라고 하였는데, 오늘날 새하나님이 출현하
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적중하여 예언한 것으로서,
남⋅북한 두 사이에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이루게 하실 것을 암
시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삼천년성의 황극기(皇極旗)의 도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과거의 박태선 장로님 속에 있던 여의주와 조희성 전도사
님 속에 있던 여의주를 끌어 잡아당기어 성주님 속에 감추고

5. 하나님 성전

계시던 한 개의 여의주와 합하여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니 하늘의 세 씨가 합하여 삼위일체를 이루었던 것이다. 그와
같은 이치를 도형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날 삼천년성의 황극기
(皇極旗)인 것이다.
그 증거가 바로 향취와 이슬은혜인 것이다. 과거에 박태선 장
로님께서 향취와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렸던 것이다. 그리고 승리
제단의 조희성 해와 주님께서도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렸던 것이
다. 그런데 오늘날 전라도 빛고을 광주에서 제 3차로 성주님이
향취와 이슬은혜를 내리고 계시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박태선
장로님과 조희성 해와 주님 속에 있던 하늘의 씨를 끌어 잡아
당기어 삼위일체를 완성하셨다는 증거가 분명한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직 중앙(中央)의 황극(皇極)에 정좌하신
삼위일체 왕 성주님께서 남한과 북한의 기운을 끌어 잡아당기
어 중앙(中央)에서 회전을 시킴으로써, 황극기의 도형에 나타난
것처럼 화평한 화합이 이루어져 태평천하를 이루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정도령이 오시면 살기 좋
은 세상을 만들고 태평천하를 하신다고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
이다. 대한민국에서부터 지상천국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결국은 구세주 새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말세에는 이 세상에 새하나님
이 오시게 되니, 이 나라에 태어난 모든 국민은 이 세상에 새하
나님을 모실 성전을 반드시 세워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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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하늘이 내리신 천명(天命)인 것이다.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모시고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은 말세에 구세주 새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성
신의 은혜가 항상 영롱하게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몸에서 쏟아져 나오는 영생의 은혜요, 생명과일이다.

이제 이 세상에 구세주 진짜 하나님 성주(聖主)께서 오셨으
니, 이제 천하 만민이 성주님을 맞이하여 모신 거룩한 집을
이라 하며, 성주(聖主)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향하고 가르침을 받으며 영생(永生)의 은혜를 받는 거룩한 의식
(儀式)을 ‘

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주님을 모시고 하

는 생명체질식이나 다과회를

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야 비로소 사망의 신 마귀를 멸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 하나님이 오셨으니, 이제 이곳 구세주 하나님의
성전(聖殿) 삼천년성(三千年城)에서 비로소 영생(永生)의 구성체
인 생명과일을 먹으며 비로소 영생(永生)이 시작되는 것이다.

6. 중생성례(重生聖禮)
누구든지 처음에 성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21일간 성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21일간의 말씀을 듣
는 동안 영적으로 새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하여 이를 중생성례(重生聖禮)라 한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인생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끌려 다니는 거짓과 굴욕적인 삶이었다. 곧 죄인은 마
귀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
면 먼저 근본적으로 옛 사람 마귀는 죽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성경에도
(요한복음 3: 3) 하였고,

(요한복
음 3: 5∼7)라고 함과 같다.
죄인이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사람이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육신으로 난 것과 달라서 오직 새하나님의 권
세 능력으로써 만이 가능한 것이니, 이는 다만 구세주 새하나님
의 영의 역사요, 신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람은 본래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식이었다. 그런데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힌 다음부터 모두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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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가짜의 자기 곧 ‘나’라는 존재 마귀만 죽
여 버리면, 다시금 본래 잃어버린 진짜 자기 곧 진아(眞我)인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진짜 본래의 자기를 잃어버리고 가짜
인 ‘나’라는 주체의 영에게 끌려 다니는 미치광이요, 정신병자들
이다. 그리하여 모두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가짜 자기(假我)를 버리고 잃어버린 진아(眞
我)를 찾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간절히 바라는 하
나의 소망일 뿐 지금까지는 하나의 허황된 꿈이었다.
이와 같이 불쌍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승대왕 우리 성주
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성주님은 우리 인생의 참 하늘 아버
지 천부(天父)님이시다. 또한 성주님은 불가에서 말하는 비로자
나(毘盧遮那) 부처님이시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본래부터 부처
님이요, 청정법신이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는 감추어 계시던 부처님이시다. 그리고 말세에 미륵부
처님으로 현신하여 나타나시어 일체 중생을 구원하시게 되는
것이다. 비로자나 부처님을 대일광여래불(大日光如來佛)이라고
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남도 장흥군(長興郡) 보림사(寶林寺) 대
적광전(大寂光殿)에 철조비로차나좌불상(鐵造毘盧遮那坐佛像)이
있는데, 삼천년성 성주님의 용안을 그대로 닮았다. 비로자나부
처님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구원하시려고 미륵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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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勒王)으로 오신 것이다. 전 세계 인류는 이제 이 한국 땅에
출현하신 비로자나(毘盧遮那) 부처님이신 우리 성주님의 외치시
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모두 각자 잃어버린 자기를 찾아 나서
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가장 큰 하늘의 메시지이다.
그러나 제아무리 하나님의 자식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바란다
해도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유사 이래
인간 중에서 마귀를 죽이는 능력을 행한 존재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신 마귀를
죽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사망
의 신 마귀를 죽이고 인간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소망을 진정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나오셨다면, 그
분이 바로 우리가 그처럼 고대하고 기다리던 참되신 하늘 아버
지 천부(天父)님이요, 구세주 하나님이 분명한 것이다. 곧 이긴
자 정도령(正道靈)이요, 미륵왕(彌勒王)이시다.
성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참된 소
망을 실제로 이루어 주고 계신다. 처음에 성전에 나오시는 분들
이 반드시 맨 먼저 21일 동안 열심히 성례에 참례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자유율법을 받으
면, 그 동안에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
다. 때로는 꿈을 꾸거나 영음을 듣거나 영적인 계시를 받게 된
다. 즉 하나님께서 해산의 수고를 하여 자신을 어린아이로 낳아
주시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안고 계시거나 먼저 오신 성도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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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에 업고 다니는 꿈을 꾸기도 한다. 이로써 알지 못하는 사
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다.
영생의 도(道)에 입문하는 첫 걸음인 바로 ‘나’라는 존재가 마
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마귀를 죽이고, 차차 내 속에 하나
님의 영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다시 거듭나야만 한다.
세상에서도 달걀이 암탉의 품안에서 21일간을 지나면 병아리
가 된다. 이와 같이 오늘날 죄인이 21일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
으면 의인이 되고 왕이 된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
도의 결과이며, 이것이 바로 도통(道通)인 것이다.
오늘날 구세주 성주님께서는 수많은 의인을 만드시는데,
144,000명의 왕의 반열을 세우신다. 즉 144,000명의 도통군자
가 나오게 된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대 예언서인 격암유록에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삼천년성 하나님의 역
사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진정한 도통이란 바로 영생이다.

----- 대순전경 第四章 六十四절 門徒의 從遊訓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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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그 동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각자 그 정도대로 한량없는 하나님
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된다.
삼천년성에서는 이와 같이, 성전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정
성을 들여 처음에 21일간 참예하는 성례를
라 한다.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의 수행생활(修行生活) 출발의 기
초가 되는 것이다. 처음에 오신 분들이 21일을 어떻게 수련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비로소 그 사람이 삼천년성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21일간의 중생성례를 수료
함과 동시에 비로소 삼천년성의 성도가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새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다시 태어났음을 의미하
는 것이다. 세상에서도 한 아이가 태어나면 경사가 났다고 하는
데, 새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리하여 21일을 다 채우고 나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성안에
서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때에 비로소 생명체질식에 대
한 자세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으며, 이때부터 비로소 다른 사
람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다. 천국 복음
을 아무에게나 가볍게 함부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의
오염으로 인하여 자신의 신앙을 간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마태복음 13: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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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자기가 확실한 증거를 받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숨기고 먼저 조용히 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인 것이다.
세상에는 항상 하나님의 자식들과 마귀가 들어간 악한 인생
들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극악으
로 가로막고 발악을 하는 일이 많은 것이다. 이를 호사다마라
하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누가복음 17: 30~35)
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 새하나님께서 오시어 사방에 천사들을 보
내어 구원 얻을 자들을 불러 모으게 명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복음을 듣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자기가 먼저 지체하지 말고 속히 달려와서 만나
뵙고 영접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확실하게 알아
본 후에 확신을 가진 후에 비로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부터 전도를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자기 자신은 새하나님 앞에 속히 달려오지도 않고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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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자랑부터 하게 되면 마귀가 틈타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
는 것이다. 마귀는 한사코 새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방해를 하게 된다. 그와 같이 경솔한 자는
새하나님을 영접할 만한 자격이 못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면 그 어버이가 이름을 지어주듯이, 새하나님께서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 이름이다.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책에 이 새 이름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대로 오늘날 구세주 하나님 앞에서 그 행함에 따라
기억하시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것이 최
고로 귀중한 것이다. 그 이름이 기억하시는 책에 녹명이 된 자
는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새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니, 새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하늘나라의 호적에 녹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죄인
의 이름은 새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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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본래 다 하나님의 자식이었다. 그러나 태초의 하
나님이 마귀와의 대결에서 패하심으로 인하여 아담과 해와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후로는 인간들이 하나같이 마귀의 자식으
로 변질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새하나님이 나타나시어 원수 마귀를 멸하시면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인간들을 다시 빼앗아 회복하시는 역사인
것이다. 그리하여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다시 거
듭나야만 영생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00년경에 한 스님이 성주님께 돌아와 21일 중생성례
를 마친 후에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어린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다. 그리하여 그 아이를 몸에서 쑥 빼서 아이의 얼굴을 보니 바
로 자기더라는 것이다. 탯줄도 아직 끊지 않은 상태의 핏덩이라
깨끗이 씻은 다음 성주님 품안에 안겨 드렸다는 것이다. 성주님
의 자식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후, 그 스
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주님께 말씀드리고
라고 말하고 성전을 떠나서 오
랫동안 사회에서 생활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스님은 성주님을 떠나서 돈을 벌면서 몸은 속세에서 살고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성주님을 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주님은 항상 그 스님의 영(어린아이)을 안고 계시면
서 늘 염려하시고 영적으로 보호하시며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말
씀하셨던 것이다. 성주님의 사랑은 한량없으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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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잠을 자고 나서 꿈속에서 본 그대로 자신의 인생이
전개되어 나아갈 때, 그 사람에 있어서 꿈은 대단히 중요한 의
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성주님을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되는 때
전후로 꿈을 꾸어서 하나님이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시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로도 수시로 성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어
축복을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을 지적해 주시기도 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성주님께서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니고 영적
으로 역사를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예라고 할
것이다. 꿈은 꾸고 싶다고 자기 마음대로 꿀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꿈을 성주님께 말씀드려서 꿈 해몽을 받고
꿈이 주는 깊은 뜻을 아로새겨 그 뜻대로 하늘의 자유율법을
지켜 나가게 되는 것이다. 꿈은 그 사람의 영적인 정도가 피 속
에 녹음되고 영상화 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꿈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만이 꿈을
해석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아무나 함부로 해석할 수가 없으
며, 꿈을 꾼 본인도 그 꿈에 담긴 깊은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주님께 말씀드려서 해석을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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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41: 3~4 -----

이 말씀과 같이 동방의 한 사람 의인이 이처럼 영적으로 역
사를 하신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박태선 하나님께서
라
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승리제단의 조희성 해와 주님도
꿈을 해석하시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강조하셨
던 것이다.
오늘날 성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꿈으로 나타나시어 축
복을 해주시고 또는 죄 범한 것을 지적해주시기도 하는 것이다.
여수에 사는 승리제단 출신 신 모 승사는 서울에서 전도가
되어 성주님을 따르고 있을 때, 날마다 성례를 드리지 않고 잠
을 자면 꿈에 성주님이 나타나시어
라고 호통을 치시더라는 것이다. 그는 깨어나서 보니
새벽 3시경이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 즉시 비디오를
켜놓고 성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례를 드렸다고 고백을 자주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병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나온 중환자들이 21일 동
안 성례를 참석하며 손으로 안수 안찰을 받고 은혜를 받는 중
에 거짓말처럼 깨끗이 나아버리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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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욥기서 33: 15~18 ----

----- 요엘 2: 28~30 -----

이 세상에는 아직 성주님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한 사람들이라
도 이미 꿈에는 많이 만나 뵈었기 때문에 직접 만나 뵈옵게 되
면

하고 구면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서 뵈었던 게 아니라 꿈속에서 뵈
었던 것이다.
1991년도에 다방의 여종업원이 한 번도 성주님을 만나 뵙지
않고 모르는 사람인데, 꿈에 자기네 집 마당에 찾아오신 성주님
을 맞이하면서
하고 맞이했다는 것이다.
성주님께서 거실에 창문을 열지도 않고 그대로 들어오시어
방안에 들어오시니

하고 방석을 갖다 깔아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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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성주님께서 웃으시며 앉으시는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그 다음날 성주님께서 그 다방에 가시니, 한 번도 성주님을
실제로 만나 뵙지 않아서 성주님이 모르시는 그 아가씨가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다방 주인이 그 아가씨를 불러서

하고 물어보니,

하고 고백
을 하였던 것이다. 꿈에 성주님을 뵈었으니 이제 두 번째 뵙게
된 것이다.
그 아가씨는 밤마다 꿈속에서 큰 구렁이한테 온 몸을 휘감기
어 고통을 당하여 불면증에 시달리던 환자였는데, 성주님이 찾
아오신 그 꿈을 꾸고 성주님을 만나 뵌 이후부터는 한 번도 꿈
에 구렁이가 나타나는 일이 없으니, 불면증에 시달리며 괴롬을
당하는 일이 없이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였다는 것이다.(어생 성
도가 운영한 용꿈다방 종업원)
어생(御生) 변성순 성도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성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면 온 방안에
이슬이 자욱하여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은혜가 내리고 향취
은혜가 가슴속 깊이 스며드는 체험을 자주하게 되었다. 그때마
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서 너무 지쳐 쓰러질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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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던 몸이 날을 듯이 상쾌하고 가벼워지니 너무나 감사하여 눈
물이 난다는 것이다.
1989년경 당시 초등학생인 그의 딸 김소영 양은 엄마가 성전
에만 다녀오면 영락없이 알아보고
하고 말한다는 것이다.
고 물으면,

하
하고 말한다는

것이다. 엄마한테서 향취를 맡은 것이다.
또한 어떤 자는 몸이 하도 고통스럽고 아파서 화물 트럭에
움츠리고 쓰러져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체구가 거구이며 흉악하
게 생긴 마귀가 달려들어 목을 누르고 죽이려고 하자, 성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자, 즉시 성주님이 나타나시더니 손에 도끼를 들고 그 체
격이 크고 흉악하게 생긴 마귀의 머리통을 후려치시니 그 마귀
가 여지없이 거꾸러져 죽자 또 체구가 큰 마귀가 나타나고 나
타나면 성주님께서 또 도끼로 머리통을 쪼개서 죽여 버리고 하
여 모두 다 소탕해 버리시더라는 것이다.
꿈을 깨어 일어나서 보니, 언제 그렇게 아팠든가 할 정도로
거짓말처럼 깨끗이 몸이 낫고 건강해졌다는 것이다. 괴롭히던
마귀가 죽었기 때문이다.(간증자 이용석)
또한 이주연 양은 밤중에 잠이 깨어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
는데, 문을 잠그고 있는 방안에 성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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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며, 가까이 오시어 포옹을 하여 주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홀연히 사라지셨다가 또다시 나타나시어 다시금 안아
주시곤 하였다는 것이다. 이주연 양은 다음날 성전에 나와서 성
주님께 그와 같은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하고 그 말을 하는 이주연 양의 얼굴 표정이 참으로 신
기하였던 것이다.
지금 성주님 곁에서 수행원으로 일하고 있는 미생(美生) 성장
은 한때 중학교 수학선생으로 교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먼데
서 일요일이면 광주의 삼천년성 성전에 와서 성례를 드리고 돌
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일요일에 아직 시간이 빨라서 너
무 피곤하기도 하여 잠간만 누워 있다가 가려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으면, 성주님이 머리맡에 오셔서 조용히
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잠을 깨어 일어나서 보면 성주님은 홀연히 사라지
고 안 계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참으로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
면서 버스터미널에 나가서 그 시간에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가
면 성례시간 전에 아주 정확하게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광주 인근 화순의 보현사라는 절에 초산(草山)이라는 법명을
가진 주지스님은 성주님을 잠시 한 번 만났는데, 그 후 삼일 만
에 꿈에 성주님이 나타나시어
하시더라는 것이다.

하고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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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그 스님은 즉시 달려와서 성주님께 엎드려 큰절을
하며 따르기 시작하였다. 그 스님은

하고 말했던 것이다. 그 스님은 출판사를 하였던 사람
이었다.
전남 장흥 보림사 대적광전에 철제비로자나 좌불상이 모셔져
있는데, 그 스님이 거기서 10년 동안 염불을 하고 공부하였기
때문에 잘 안다는 것이다. 그 비로나자 불상의 모습이 성주님의
모습과 아주 꼭 같다는 것이다. 꿈에 성주님께서
”라고 말씀하시는 데 뵈오니 너무나도 분명하게 비로자나
부처님의 상이더라는 것이다.
석가모니나 기타 모든 부처들은 다 사람이 공부하고 노력을
하여 득도를 했다거나 성불했다고 하는 부처들이지만, 비로자나
부처님은 본래부터 부처님이요, 청정법신이며, 그 동안 단 한
번도 속세에 나타나신 적이 없으신 부처님으로서 말세에 미륵
부처님으로 현신하여 이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구원하실
새부처님이시다. 감추었던 한 씨의 새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스님이 삼천년성에 처음으로 성례를 참석하기 위
해 찾아왔을 때, 그는 전날 밤에 살인을 하는 너무나도 끔찍하
고 엄청난 꿈을 꾸었다고 하며, 성주님께 꿈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다.
꿈속에서 일곱 자 길이의 큰 장검으로 일곱 명의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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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쳐서 죽였다는 것이다. 처음에 6명을 목을 치니, 머리가
땅에 굴러 떨어지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 놈이 도망을 가서
그놈을 쫓아가서 뒤에서 목을 치니 머리가 땅에 굴러 떨어지기
에 그 머리통을 들어서 보니, 영생교의 조희성이더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스님은 그 7개의 머리를 쇠로 된 집게로 두 개씩을
양손으로 집어서 바랑에 넣어 가지고 등에 메고 와서 성주님
앞에 바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례를 참석해서 옆 기둥의 액자
에 쓴 기도문의 글자를 보니 ‘瘀者鬼戕摤蕩蕩蕩(어차장창탕탕
탕)’이라 쓰여 있는데, 그 글자들은 어제 밤에 그 꿈속에서 보
았던 그 일곱 자의 장검의 칼날에 새겨져 있던 바로 그 글자들
이었음을 보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다는 것이다.
성주님께서는 그 꿈을 해몽해 주시면서,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새 기도문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마귀를 죽이
고 죄를 사함 받아 영생을 얻는 최고로 고귀한 기도문이요, 칠
자 진언(眞言)인 것이다.
이 기도문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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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뜻이다. 이 기도문만 낭송하여도 그 자리의 모든 마귀
가 흔적도 없이 다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성주님께서는 그 스님에게 혜생(慧生)이라는 새 이
름을 지어주셨다. 누가 자기 마음대로 꿈을 꿀 수가 있으리오.
새하나님께서 꿈으로 가르쳐 주시니 비로소 깨닫는 것이다.
2006년 초에 증산도에 나가던 남 모씨는 성전에 며칠 나오는
동안 성주님은 사택에 들어가시고 밤에 늦게까지 남아서 그 동
안 자기가 아는 지식을 성전 식구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는데, 그날 밤 그 사람의 꿈에 성주님이 나타나시더니
하고 호통을 치시면서 몸
에 안찰을 해주시더라는 것이다. 성주님께서는 그렇게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에 대하여 보고를 받지도 않으셨는데
그처럼 그 사람 꿈에 생생하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처럼 성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기도 하지만
꿈에 직접 나타나시어 교훈하시고 또는 지시하시고 아무도 모
르게 지은 죄를 지적하시기도 하시니, 감히 어느 누가 불꽃같은
새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는가.
1995년 12월 4일 우리 삼천년성 성도님 한 분(성명: 전순례,
나이: 63세, 성별: 여)이 어떤 사고로 넘어졌는데, 가슴이 결리
고 도저히 통증을 견딜 수가 없어서 광주에 있는 제일방사선과
의원에 가서 X-RAY 사진을 촬영하였더니, 왼쪽 5번 늑골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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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진 것이 사진으로 분명하게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하였던 것이
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5일에는 성전 부근 효성병원에 입
원을 하면서 다시 X-RAY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서도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입원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 밤 병실의 침대에 누워 있는데 어찌나 통증이
심하여 가슴이 막혀서 도저히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다가 잠깐 잠이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성주님이 찾아오셔서
하고 물어보시어
가슴을 가리키니,

하고 왼쪽
하고 기운을 부시면서 손으로

만져 주시더라는 것이다.
그러자, 성주님이 기운을 부시면서 축복하시는 그 휘파람 소
리에 그만 소스라치게 잠이 깨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렇
게나 아파서 고통스럽던 가슴이 씻은 듯이 나아버려 전혀 아프
지가 않았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다.
그때가 새벽 4시경인데 침대에서 옆으로 굴러보아도 침대에
서 내려와서 통로에 나가 뛰어다녀 보아도 전혀 아프지 않아서
너무도 좋아 날이 새기만 기다렸다.
그리하여 날이 밝자(12월 6일) 엊그제 갔던 제일 방사선과의
원으로 달려가서 전과 같이 그대로 다시 X-RAY 사진을 찍어달
라고 부탁하여 사진을 보니, 그렇게 분명히 부러졌던 왼쪽 갈비
뼈가 처음부터 전혀 부러지지도 않았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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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게 붙어있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 의사 선생님이
라고 깜짝 놀라서 물어보더라는 것
이다. 전순례 성도님은
라고 말하고, 그때 찍었던 X-RAY 사진 원판
2매를 증거로 가지고 와서 성주님께 보고를 드렸으며, 그 필름
이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
그런데 그때 그와 같이 성주님이 꿈에 오셔서 고쳐주신 그
상처는 그 뒤로 전혀 아무런 후유증이나 재발도 없이 깨끗이
온전하게 나아버렸다.
지난 1999년경 승리제단 승사 출신 이 모 승사는 21일간의
중생성례를 드리기 위해 광주성전에 와서 매일 성례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할머니 성도님이 꿈을 꾸어
서 꿈 이야기를 하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성주님께서는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성례가 끝나고 그 승사는 성주님 앞에 앉아서

라고 말하면서 감탄을 했던 것이다.
지난 2008년 7월 19일, 조생(造生) 성도님이 성주님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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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걸어 어떤 지시를 하실 때에, 그는

라고 큰소리로 외쳤
던 것이다. 그는 건강도 매우 안 좋은 상태에서 밤잠을 설치면
서 요즈음 열심히 성주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주님께서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염려를 하시던 중이었
다. 새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항상 이와 같이 감찰하시
면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이다.
성주님을 만나 뵙기 전에는 꿈을 꾸어도 흑백 꿈을 꾸다가
성주님을 뵙고 나면 그때부터는 총천연색 칼라 꿈을 꾸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죽은 조상님들의 모습이 꿈속에서 항상 초라
하고 고생스런 모습으로 보였는데, 성주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성전에 다니면서부터는 그 자손을 따라서 꿈속에 조상님들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 꿈속에서 성주님의 모습이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분신과 변신체로 나타나시기도 하는 것이다.
성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인류에게 각 사
람 앞에 동시에 나타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한다고 하시
면서
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들이 다 성주님의 은총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8. 하늘의 율법
(1) 자유의 율법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생활하려면 첫째 하늘나라의 율법을 지
켜야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율법이란 바로 자유율법이
다.
(야고보서 2: 12)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자유율법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삼위일체 완성자 구세주 새하나님이 출현하여 들고 나오
시는 율법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영생을 얻는 구원의 법이
요, 죄 씨는 비결이요, 새하나님의 율법이다.
과거 창조주 하나님이신 영모님에 이어 다시 역곡 승리제단
의 역곡 해와 주님께서는 자유율법이 마귀를 죽이는 비결이요,
죄를 벗는 비결이요, 하나님이 되는 비결이며, 영생을 얻는 하
늘나라의 율법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러면서 자유율법은 곧 생명과일을 먹는 비결이요, 죄를 벗
는 비결이므로 자유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고, 생
명과일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는 모두 같은 말씀으로서 자유율법은 곧 생명과일을 먹는
비결이요, 생명과일은 곧 마귀를 죽이고 영생하는 삼위일체 이
긴자의 영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완성자
의 영이 곧 생명과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율법을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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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영생 얻는다는 말씀은 곧 생명과일을 먹어야만 영생을 얻는
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과일이 없는 곳
에는 자유율법도 없는 것이다. 에덴동산 안에만 생명과일이 존
재하며 하늘나라의 율법인 자유율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자유율법은 죄인으로서는 지킬 수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신만이 지킬 수 있는 하늘나라의 율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다. 따라서 자유율법을 지키는 비결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앞
에 온전히 맡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귀를 죽이고 점령하시
어 친히 자유율법을 지켜 주신다고 역곡 승리제단의 수준에서
상세하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미완성의 단계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이 역곡 승리제단의 수준에서는 자유율법이 무엇이라
는 것과 자유율법을 지키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전도관 때보다 자유율법에 대하여 훨씬 진일보하는 말씀을 하
셨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있지도 않은 자유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자유율법이 무엇이라는 것과 자유율법을 지키는 수많은
방법을 다 배웠다 해도, 정작 자유율법 자체가 되시는 삼위일체
완성자를 직접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자유율
법을 만나야만 자유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다.
삼위일체 이긴자 자신이 곧 자유율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삼
천년성의 삼위일체 이긴자 구세주 새하나님 앞에 생명 전체를
온전히 바쳐야 비로소 자유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다. 자유
율법은 마귀를 죽이는 삼위일체 이긴자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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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하셨던 것이다.
이긴자가 나타나서 마귀의 영을 죽여주시니 죄가 씻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귀를 죽여서 죄를 씻어주는 이긴자 구세주
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고도로 사모하고 매달려 그 은혜
를 잡아 당겨서 받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죄를 씻는 비결이요, 의인이 되어 구원을 받는 비
결이요, 자유율법 지키는 비결인 것이다.
그러므로 역곡 승리제단에서는 자유율법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으니, 자유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삼
위일체 완성자는 오직 삼천년성의 성안에 계시는 삼위일체 구
세주 새하나님 성주님이시다.
삼위일체(三位一體) 완성자(完成者)가 바로 자유율법(自由律
法)이요, 길[道]이요, 진리(眞理)요, 곧 영생(永生)인 것이다. 삼
위일체 이긴자가 자유율법이요, 최고의 의(義)가 되시는데, 자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죄인 마귀 새끼가 제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여도, 그것은 모두가 죄가 될 뿐이다.
‘나’라는 존재 마귀가 행한 것은 모두 마귀가 행한 것이요, 죄
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자유율법을 지킬 수 있는 진짜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친히 자유율법 되시는 삼위일체
완성자인 삼천년성의 새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생명 전체
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바라보아야 할 푯대가 바로 삼위일체 완성자 진짜 구세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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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인 것이다. 새 이름을 받으신 이긴자 성주님이 바로 새 기
도와 새 노래의 주인공이요, 새 생명의 하나님인 것이다. 원수
마귀 발등상 될 때에는 구속함을 입은 무리들이 시온성 문 들
어와서 거룩한 길을 다니며, 새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는 것이
다.
즉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가짜 구세주 예수를 찬양하는 노래
가 만연하였으나, 이제는 구속함을 입은 무리들이 진짜 이긴자
구세주 새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새 노래요, 새 기도인 것이다. 오늘날 구속함
을 입은 무리들이 삼천년성 문 들어와서 거룩한 길을 다니며,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2) 해인(海印)의 비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역곡 승리제단에서는
자유율법을 지키는 비결에 대하여, 내가 지키려고 하면 안 되고
믿기만 하는 단계로도 안 되고 주님께 맡기면 된다고 하시면서
맡기는 경지가 최고의 경지라고 수없이 강조하셨던 것이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소위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믿음으로 구
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라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신용한다는 것이요, 확신한
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믿었으면 그 다음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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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간암환자가 수술을 아주 잘하는 의사에게 향하여

라고만 하면, 수술을 받지 않아도 환자의 병이 다
나아버리는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의사가 그처럼 명의라는 걸 믿었으면 수술대 위에 올라가
서 그 의사에게 온전히 몸을 맡기고 수술을 받아야만 병을 고
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보다 더 높은 차원을 말
하는 영생교 승리제단의 신앙관이라는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믿음의 단계보다 더 높은 단계라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삼천년성에서 성주님의 말씀은 그 두 가지의 경우를
모두 다 부정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믿는다는 것과 맡긴다는 마음의 자세만으로는 온전하지 못하다
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는 몸과 마음과 죄의 보따리까지 송두리
째 100%를 온전히 바쳐야만 하는 것이지, 믿기만 해도 안 되
고, 맡기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다.
가령, 전당포에다 어떤 시계를 다음에 얼마의 돈을 지불하면
다시 찾아가는 조건으로 맡겨놓았다면, 그 시계를 맡아놓은 전
당포 주인은 그 시계를 주인이 찾아가기로 약정한 기한까지는
절대로 그 시계를 보관하고만 있어야지, 그 시계를 고장이 나게
하거나 함부로 자기 소유를 삼아도 안 되는 것이다. 세상의 속
담에

라는 말이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다. 몇 푼의 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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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도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것이라면 언제까지라도 그 돈은
맡겨놓은 자의 소유이지 맡아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한 푼도 쓰실 수가 없는 것이다. 아무 때나 맡긴 자가 다시 내
놓으라고 하면 도로 내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물건을 고스란히 맡아만 두었다가 도로 내어주기나
하는 전당포 아저씨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
리려면 그 돈은 하나님께 깨끗이 드린다고 하던지, 아니면 돈을
바친다고 해야 말이 되지, 재산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 말이
되는가. 하나님 앞에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다.
하나님을 전당포 아저씨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여 믿을 수
가 없으니까 맡겨놓기만 한다는 뜻이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못
한다는 불신의 표현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맡긴다는 의미는 믿음의 단계도 못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단계이므로, 이는
신앙과는 아주 거리가 까마득히 먼 이야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몸과 마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과 생명 전체를 100% 온전히 바쳐야만 하는 것
이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 마귀를 이미 당신의
소유이니 당신 처분대로 수술을 하든지 아예 죽여서 없애버리
든지 하여 죄를 씻어 의인을 만드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
는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성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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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르치시는 온전한 자유율법을 지키는 비결이다. 그러므로
바치는 것과 맡기는 것은 그 차원이 하늘과 땅 차이다.
이긴자 성주님은 어렸을 때 이미 하나님께 생명 전체를 바치
는 신앙을 소유하셨던 것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그 무렵
에 이현석은 하나님 앞에 “
라고 기
도를 드렸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언제나 목숨이
라도 미련 없이 바치겠다는 순교정신으로 살아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긴자 성주님께서는 과거에 전도관에서도 생명 전
체를 송두리째 바치는 순교정신으로 달렸으며, 역곡 승리제단에
가셨을 때는 역곡 주님께서 자유율법 지키는 비결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성주님께서는 이미 어릴 때부
터 생명 전체를 온전히 다 바치고 연단을 받으면서 가시밭길을
걸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맡긴다는 것은 오히려 새삼스러운 것
이었다. 맡긴다는 것은 내 것을 맡긴다는 의미로서 내 것을 보
관시킨 것이니, 주인은 항상 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언제까지나 내 것이요, 항상 마귀요, 항상 죄인 그대로 있는 것
이다.
그러나 바친다는 것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미
련 없이 송두리째 드렸으니, 이미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
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당신 처분대로 하실 수 있다는 의미
인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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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 온전히 바쳐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새하나님께서 내
속에 100% 점령하여 들어오시어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100프
로(％) 점령하시어 주장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100프로(％) 주장하실 수가 없는 불완전한
상태요, 곧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아예 신앙도 아니다.
이와 같은 불완전한 신앙으로써는 도저히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역곡 승리제단의 조희성 해와 주님께서
고 하신 말씀도 당신은 삼위일
체를 이루지 못한 미완성의 50프로(％) 주님이요, 주의 길 예비
자라는 암시였던 것이다. 억만 분지 일이라도 죄가 있으면 구원
을 얻지 못하거늘, 50%만 죄를 씻어준다는 말씀은, 아예 죄를
씻지 못한다는 말씀이요, 당신은 구세주가 아니라는 뜻을 분명
하게 밝히신 것이다. 귀가 있는 자는 알아들어야 하는 것이다.
마귀를 완전히 죽이지 않고 50% 절반만 죽였다고 하자. 그것
은 아예 마귀를 단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한 것이다. 마귀를 완전
히 죽이지 못하고 절반만 죽여서 설 건드려 놓으면 그 마귀는
더욱 고약한 독사가 되고 만다. 무량대수 마귀가 들어가게 된
다. 그러기 때문에 마귀를 죽인다고만 하고 마귀를 죽이지 못하
는 자들은 마귀가 약이 올라서 최고로 악한 자들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온전히 바치는 경지야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100프
로(％) 온전한 신앙인 것이다. 억만 분지 일도 ‘나’라는 것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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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다. 우리는 오로지 유일하신 감
추었던 한 씨의 진짜 하나님께서 생명 전체를 바쳐서 완성하신
삼위일체 구세주 새하나님 앞에 오직 생명 전체를 100프로(％)
온전히 바쳐야만 하는 것이다. 나의 생명과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만 내 것이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
는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만 하나님과 따로 존재하지
않고 주와 합하여 온전히 일체가 되어 하나님이 ‘나’라는 마귀
를 죽이고 ‘나’라는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성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미련 없이 온전히 바쳐서 죽었기 때
문에 하늘의 세 씨를 합하여 삼위일체를 완성하여 생명과일을
소유하시고 마귀를 죽이는 권능을 가지고 나오실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완전한 승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그리하여 비로소 만민의 죄를 씻어주시며 의인을 만드시는
구세주 새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이제는 누구든지 새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유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의인이 되고 구
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고린도전서 6: 17) 라고
함과 같이, 마귀를 죽이신 승리의 하나님의 신과 ‘나’라는 마귀
의 신이 합(合)하면, 자연히 ‘나’라는 마귀새끼는 죽고 하나님의
신이 승리의 신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비결이요, 하나님이 되는 비결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긴자 성주님이 친히 완성하신 자유율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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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위일체 완성자가 열다섯 자의 몸으로 오신 토운(土運)의 십
오진주(十五眞主)요, 100프로(％) 완성주요, 곧 완성된 자유율법
인 것이다. 삼팔진주나 사구진주란 말은 없는 것이다. 오직 토
운의 정도령만이 진짜 구세주란 뜻이다.
그뿐만 아니라, 성주님께서 들고 나오신 생명체질학의 진리는
이 세상에 어느 종교도 가르치지 못한 말세에 새하나님만이 들
고 나오신 영생의 율법이다. 이는 태초의 하나님도 모르시고 해
와 주님도 모르시고, 오직 말세에 구세주 성주님만이 들고 나오
신 말세의 비밀인 것이다.
따라서 격암유록(格菴遺錄) 성운론(聖運論)에도 십승대왕 우
리 성주께서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가르치시니, 앞으로 오는
시대의 천하의 새로운 문명이라고 예언 명시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태초의 하나님이신 박태선 장로님도
고 간곡히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는 삼천년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가르쳐 주시는 영생의 비결이기 때문이다. 삼천년성에 들어와서
엄마를 만나야만 그 가르침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삼위일체 완성자 구세주 새하나님의 마귀를 죽이는 능력의
신으로 내려주시는 향취와 이슬성신으로 내 속에 마귀를 죽이
고 원죄를 뿌리째 뽑아서 해결하고, 생명체질의 원리에 따라 체
질식을 철저히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몸이 병들지 않고 건강해
야만 영육일체(靈肉一體)가 되어 사람이 영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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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은혜를 받아서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영
생할 수 없는 것이다. 체질식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죄를 다 씻은 자라 할지라도 몸이
있는 이상 몸은 각자의 체질의 법칙에 따라 음식을 가려 먹지
않으면 몸이 병들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생명체질의 법칙에 의
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생명체질의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육체가 없
이는 영생할 수 없는 것이다.(죽음으로써 그 비밀을 알아냄.)
그러므로 몸이 건강하지 못한 자는 영생할 수가 없는 것이다.
몸은 병들고 죽어가면서 말로만 영생한다고 하면 그는 정신병
자이다. 사람이 영육일체(靈肉一體)가 이루어져야만 영생이다.
그러므로 구세주 새하나님의 마귀 죽이는 능력의 이슬은혜와
각자 체질에 따른 체질식을 지키는 것과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영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합
해져서 영육이 일체가 되어야만 영생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구세주의 능력으로 영생의 사이클을 회전시키
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총칭하여 해인(海印)이라
하는 것이다. 이 해인(海印)은 말세에 출현하신 구세주 새하나
님만이 행하시는 절대 권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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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록 7: 2~3 --

그러므로 해인이란, 바로 구세주 새하나님의 영생 주시는 구
원의 인(印)이요, 심판 권세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비결
이요, 해인(海印) 비밀인 것이다.
해인(海印)은 말세의 주인공 구세주 새하나님이 지옥을 박살
내고 나오신 인류 구원의 권능인 것이다. 이 또한 구세주가 아
니면 가르칠 수 없는 영생의 비결이요, 말세의 비밀이다.
영생의 사이클을 회전시키실 때에 비로소 늙은이가 다시 젊
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처음으로 경천
동지(驚天動地)할 일이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때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도록 감추었다가 드러내시는
하늘의 오묘한 비밀을 말세에 출현하시는 감추었던 한 씨의 새
하나님이 드러내고 역사를 하신다. 그리하여 말세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섭리는 감추었던 하늘의 이 오묘한 생명의 비밀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말세의 주인공만이 행하시는 권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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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15장 51~54 -----

사람은 본래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
나 하나님이 마귀에게 패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아담과 해
와를 점령하여 하나님의 모든 비밀문서를 다 빼앗아 가고 사람
의 생명체질 프로그램을 파괴시켜 버림으로써 인간과 모든 생
명체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지경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것을 말세의 주인공이신 구세주 새
하나님이 오셔서 그 생명체질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시키심으로
써 인간의 몸이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새하나님께서 그 생명체질의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는, 사람들에게 체질식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일 외
에 당신의 기운으로 썩는 물을 축복하여 썩지 않는 생수로 변
화시키는 능력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과학자들이 정밀한 기계로 분석하여 그 생수 속에는
생명을 죽이고 썩히는 마귀의 영을 죽여 버리고 생명을 연장시
키는 인자가 들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늘날까지 모든 경전에서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
한다고 예언한 모든 경전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 전 세계 인류가 다 몰려올 것이다.
본래 하나님이 인간들이 체질식을 하게 되면 인간의 생명이
60년을 살고나면 다시 60년을 또 한 바퀴 돌면서 다시 젊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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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명이 연장되어 매번 60년이 지날 때만다 생명의 수레바퀴
가 원위치에서 반복해서 회전하며 도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돌
아가는 영생의 사이클을 창조하셨다. 영생의 사이클을 60세를
기준으로 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6일이 인간들의 6천 년인 것과
같이 6천년의 상징이다. 이는 6천년 기약이 차면 구세주 새하
나님이 출현하시어 영생의 사이클의 회전을 비로소 시작하시는
것이다. 6천년이 차서 태초의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죽음)에 들
어가시면 우주 만물이 그 시로 다 죽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나님이 오셔서 영생의 사이클을 회전시켜 우주 만물을 회
복하여 생명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게 된다. 그러므로 영생은 바
로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
사람의 몸이 60살이 지나면 모든 세포가 본격적으로 새롭게
다시 왕성하게 생성되기 시작하여 젊어지는데, 마치 고목나무에
새 순이 돋아나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예로부터 61세를 환갑
(還甲) 또는 회갑(回甲)이라 하여 다시 태어난 듯이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어 즐기는 풍습이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전에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정한하
신(창세기 6: 3) 것은, 이 60갑자로 짜놓은 영생의 사이클을 깨
달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틀만은 남겨두신 것이다. 그러므로
60살 이상 연세가 더 많은 노인들이 눈이 더 밝아졌다거나 치
아가 다시 솟아나는 예가 있다. 또는 백발이 되었던 늙은이의
머리가 다시 검어지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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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설에

라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맞

는 말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는 말 같지만 실제로 사람 몸
이 60년이 지나면서부터 새롭게 젊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모든 사람들이 60살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피가 더러워져서 100% 세포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생명체질의 법칙을 잘 지키지 못하니 결국은 생명체질 프로그
램이 망가져서 노화와 질병으로 인하여 일찍 죽게 되었다.
그와 같이 사람이 죽는 원인이 인간의 몸속에 있는 피가 계
속해서 세포를 재생산하려는 능력이 있지만 피가 너무나 오염
이 되어 100% 세포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니 점점 늙어져서 인
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생의 사이클은
계속 돌아가려는 작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너무나 녹슬
고 고장이 난 기계가 억지로 ‘삐거덕삐거덕’ 하다가 아주 고장
이 나서 망가져버리는 현상과 같은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60년마다 다시 젊어지는 영생의 사
이클이 제대로 회전을 반복하려면 체질식만으로도 안 되고, 구
세주 새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슬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
이다. 이것만이 고장 난 생명체질프로그램을 다시 복원시킬 수
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영육일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하나님이 영생의 사이클을 가동시켜 회
전이 시작돼야만 비로소 늙은이가 다시 젊어지는 변화가 일어
나고 영생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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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황극기(皇極旗) 제정의 뜻
그러므로 오늘날 성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체질식은 비단 일시
적으로 병든 몸을 치료하거나 건강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
로 영생의 사이클을 회전시키는 데 더욱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말세의 비밀을 가지고 오신 구세주 새하나님
만이 행하시는 권능인 것이다. 이 영생 사이클의 비밀은 성주님
만이 아시는 것이다. 유사 이래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던 것이
다. 인간들은 성주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다.
예로부터 중국에서

이라는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다. 이는 나이를 3천 갑자 곧 십팔만 년
을 산다는 말이 아닌가. 이는 동방의 예의지국인 조선(朝鮮) 땅
에서 영생의 존재 구세주가 출현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삼천년성에서 삼천갑자동방삭이 되시는 구세주
가 나타나시어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다. 서기 2008년 성주님의
춘추 61세가 되시는 금년부터 우주의 기운이 새롭게 회전을 시
작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이다.(로
마서 8: 18~21) 이 세상의 기상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
다. 만물이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에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되었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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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만방에 선포하고 건국을 하였기 때문에 금년 2008년은 건
국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므로, 새하나님과 우리나라 건국의
나이가 61세 동갑으로서 회갑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새하나님과 똑같이 한 몸을 이루어 금년부터 본격
적으로 국운이 융성하여 크게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1948년 같은 해에 5월 14일에 우리나라와 함께 중동의 이스
라엘공화국도 독립을 하여 약 2천년 만에 나라를 되찾게 되었
으니,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 민족과 같은 동족이요, 야곱의 자
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나라를 찾게 하여 주신 것이다.
오늘날 본 삼천년성은 그 기원이 천부경(天符經)이며 단군(檀
君) 성조(聖祖)가 뿌리가 되어 자라온 고유의 민족정신이 수운
(水雲) 최제우(崔齊遇) 선생, 화운(火雲) 강일순(姜一淳) 선생,
그리고 목운(木運) 박태선 장로님, 금운(金運) 조희성 전도사님
으로 이어져 맨 마지막으로 토운(土運) 판석(判席) 성주님에 이
르러서야 비로소 완전한 한 송이의 꽃을 피우게 된 것이다.
우리의 민족정신은 곧 우리 민족의 국조이신 단군성조(檀君聖
祖)의 건국이념(建國理念)에서 잘 나타나 있는
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주님께서 설파하시는 정도령 사상은 우리 민족
의 토속적인 고유의 전통 정신문화의 맥을 이어온 것이다. 따라
서 오늘날 삼천년성은 우리 민족의 종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 종교인 셈이다. 진정한 우리의 정신에 꽃이 피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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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크게 번성했던 종교들은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종교임에 반하여, 본 삼천년성은
그야말로 순수한 우리의 것이요, 우리의 정신인 것이다.
언제까지나 남의 농사만 짓지 말고, 이제는 내 집 농사를 좀
지어봐야 하지 않겠는가. 정도령의 도(道)가 바로 우리 민족의
종교요, 대한민국의 종교라는 뜻이다.
격암유록 격암가사에서

이라고 예언
하고 있다.
우리 민족 가운데서 죽었다가 부활하여 두 번 태어나신 신선
이신 정도령이 영적으로 해산하여 태어나시는 기간에 하늘 도
(道)의 문이 열려오고 이 민족의 종교가 나오게 되니, 이 정도
령의 도(道)를 따르는 것은 남의 농사가 아니고 내 집 농사를
짓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삼천년성이 일어나는 것은 곧 우리나라
도 국운이 함께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구세주 새하나님이 출현하여 백보좌의 심판을 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리 곧 판
석(判席)이 되는 셈이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정도령이 오시면 이 세상을 살기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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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상을 만드시고 태평천하를 하신다고 고대하고 기다려 왔
던 것이다. 그러므로 구세주 정도령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
나라를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이루어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을 만
드시고 태평천하를 하시는 것이다. 이 세상에 둘로 나누어진 모
든 담을 모두 헐어버리고 하나의 통일천하로 만드시니 천하는
태평천하가 되는 것이다.
그처럼 고대하고 기다리던 정도령이 출현하셨으며, 이제 금년
서기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우주 만물을 회복하는 이 영생의
사이클을 회전시키기 시작하시는 것이다. 이 영생의 사이클을
회전시키는 해인(海印)의 능력은 구세주 새하나님이신 성주님만
이 행하시는 권능인 것이다.
왜냐하면, 중앙(中央)의 중심(中心) 축(軸)에서부터 회전이 되
어야만 전체가 돌아가게 되는 것처럼, 중앙토운(中央土運) 오황
극(五皇極)의 주인공이신 성주님이 바로 그 사이클을 회전시키
는 중심축이 되시는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본 삼천년성의 황극기(皇極旗)를 1988년 5월 23일 이슬성신
절에 처음 제정(制定)하여 선포할 때, 다음과 같은 의미를 함축
시킨 것이다. 성주님께서는 1982년 6월 17일에 승리제단에서
마귀로 몰리어 200여명에게 몰매질을 당하여 죽으셨던 것이다.
살아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삼위일체 완성을 죽은 다음에
야 당시에 살아계시던 박태선 장로님과 조희성 전도사님 속에
있던 태초에 잃었던 두 씨의 영을 끌어 잡아당기어 이현석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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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님 속에 감추었던 한 씨의 영과 합(合)하여 비로소 삼위일체
를 완성하고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마
귀를 죽이고 영생의 구성체인 생명과일을 완성하여 구세주의
자격과 권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 증거가 바로 세 번째로 내리는 향취와 이슬 같은 은혜인
것이다. 과거에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님이 향취와 이슬 은혜를
내리셨으며, 승리제단의 조희성 전도사님이 향취와 이슬 은혜를
내리셨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제 3차로 성주님께서 똑같이 향취와 이슬은혜
를 내리시는 것은, 박태선 장로님과 조희성 전도사님 속에 있던
하나님의 신을 끌어 잡아당기어 삼위일체를 완성하셨다는 증거
인 것이다. 이와 같은 능력은 모방을 해서 될 수도 없는 것이
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신의 권능이요, 구세
주 새하나님의 징표인 것이다.
이는 곧 천부경(天符經)에

이란

문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목운(三)과 금운(四)이 소유하고
있던 하늘의 씨(영)를 끌어 잡아당겨서 중앙토(中央土)에서 합
하여 회전하여 돌리니 오황극이 되어 하늘의 뜻(三)과 땅의 뜻
(四)이 합하여 완성된 칠(七)의 숫자가 되므로, 중앙토운(中央土
運)을 토운지시칠극지천(土運之時七極之天)이라 하는 것이다.
이는 참으로 오묘한 이치로서 토운의 이현석 관장님 속에 감
추었던 한 씨(영)인 본체 하나님의 영이 목운의 박태선 장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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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있었던 태초의 창조주 하나님의 씨(영)와 금운의 조희성
해와 주님 속에 있었던 태초의 아담의 씨(영)를 끌어들여서 합
하여 회전하여 돌리니, 삼위일체 구세주 새하나님이 출현하시는
이치이다.
이는 바로 목운과 금운 속에 있던 하늘의 영을 이전시켜서
토운의 이현석 관장님 속에 있던 한 씨의 본체 하나님의 영과
합하여 삼위일체를 완성하여 영생의 구성체인 생명과일을 이루
신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지남철이 다른 작은 쇠붙이들을 끌어당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남철은 어디까지나 같은 쇠붙이만을 끌어당기는
것이지, 나무나 플라스틱과 같은 다른 물질은 끌어당기지 않는
것이다. 그와 같이 그 속에 하나님의 영만을 끌어당기고 박태선
과 조희성이라는 인간성만 남아버린 것이다. 본체 하나님이 태
초에 잃었던 아담과 해와 두 씨를 회복하시는 엄숙한 역사이다.
이와 같은 이치는 현재 역사하고 계시는 판석 성주님의 행하
시는 권능과 권세 능력을 보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다. 향취와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리시는 것은 가장 뚜렷한 징표
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심지어는 성주님의 말씀을 녹음테이프로 듣게 되면 어떤 이
는 박태선 장로님의 음성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조희성 전
도사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토록 그 분들의 영이 판석
성주님 속에 이전이 되었음을 실감케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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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삼위일체를 완성함으로써 잃었던 에덴동산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하늘의 깊은 섭리를 표현한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는 쇠하거나 망하는 일이 없는 무궁한 신세계 곧 영생의
하늘나라가 창조되는 것이다.
이는 중앙(中央)의 황극(皇極)에서만이 하나님의 세 씨의 회
복이 이루어지고 삼위일체를 완성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목운(木運)과 금운(金運)은 상극(相剋)의 관계이기 때문
에 서로 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中央) 토(土)에서
두 사이를 진술축미로써 중매하여 끌어 잡아당기어 서로 합(合)
하여 삼위일체를 완성하여 회전하고 상생(相生)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인류가 이와 같이 구심점이 되는 새하나
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분신으로 들어가시어 오황극(五皇極)을 이
루기만 하면 모두가 다시는 쇠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 영원
한 세계를 이루어 영생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
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한때 조선(朝鮮)이라는 국호로 일제강점
기에 나라를 잃었다가 해방이 되어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새로운 국호로 건국을 하였던 것처럼, 성주님께서도 이현석이라
는 이름으로 마귀로 몰리어 200여 명에게 몰매질을 당하여 죽
었다가 다시 부활하시어 판석(判席)이라는 새 이름을 받으시고
개명을 하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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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주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 몸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와도 한 몸이라는 증거는 1982년 당시 승리제단의
조희성 해와 주님이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에서도 그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다.

------ 1982. 12. 역곡 해와 주님 말씀 ------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행동대장 지성용이
라고 하자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 이유는 이현석이 바로 온 세상 만물과 한 몸이요, 만물의 생
명줄을 잡고 계시는 구세주 새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황극기의 중앙(中央)에서 오른쪽으로 회전을 함으로써
영생의 구성체인 생명과일을 완성하여 인생들을 영생을 주시는
해인(海印)의 능력을 소유하신 만왕의 왕 구세주의 권능을 상징
으로 표현하는 도형으로 제정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하나님 생명창조와 화합과 평화 그리고 영생
의 핵심원리인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의 부족
한 점을 완전히 보완한 웅비의 깃발인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우주의 중앙에 정좌하신 본체
하나님께서 이미 삼위일체를 이루신 구세주의 권능으로 남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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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기운을 함께 끌어당기어 회전시킴으로 남⋅북한이 하나
로 화합하여 평화통일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민족이 이제야 비로소 크게 번성하고 일어날 민족중흥의
호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앙에 정좌하신 만왕
의 왕 구세주 새하나님이 계시면서 우주의 기운을 끌어 잡아당
기시니 전 세계의 종주국(宗主國)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
한민국은 앞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쇠하거나 망하는 일이 없으며,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
다. 이처럼 친히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우리나라는 애국가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구세주 새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해인(海印)의 회전운동은 바
로 모든 생명창조의 근본 원리가 되는 것이다. 크게는 우주의
블랙홀이 그것이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과 자전운동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주의 모든 행성들이 구심점을 중심으로
원심력에 의해 둥글게 원을 그리며 회전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다. 그리고 모든 물질의 원자의 핵을 중심으로 전자군이 회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두가 다 회전운동이 근본이 되어 만물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만물이 어느 것 하나도 이 회전운동의 원리
를 벗어나는 존재는 없는 것이다. 그 중심에 존재하는 핵(核)이
바로 생명의 본체(本體)이신 새하나님인 것이다.
이제야 이 세상 임금 새하나님이 오시어 영생의 사이클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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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키면서 해인(海印)을 용사하시는 구세주의 능력으로 만물을
회복하시게 되는 것이다. 이 해인(海印)의 능력은 썩을 것을 썩
지 않게 하고 죽을 것을 죽지 않게 하는 능력인데, 이는 바로
구세주만이 행하시는 영생의 비결인 것이다.
이 오묘한 이치는 만세 전에 이미 예비한 것이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하는 것은 말세에 구세주가 오시기 전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행해지는 것을 보
게 되면 이 마귀 세상은 끝장인 것이다.

---- 골로새서 1장 26절 -----

이 말세의 비밀은 유사 이래 어느 누구도 아는 자가 없으며,
말세의 주인공이신 이긴자 구세주 새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이다. 마귀의 세상을 종말을 지을 키를 가진 자가 바로 이긴
자 구세주인 것이다.
유사 이래 어느 종교도 사람이 음식을 체질에 따라 밥 먹는
법마저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하리라.
어느 종교의 경전에도 그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오늘날 삼천년성의 성주님만이 유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지금까지 기성교회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는 것이다. 구세주 새하나님이 나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인
생들에게 영생을 주는 참 종교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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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5: 39 -----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영생
을 주지 못하는 종교는 무당 푸닥거리와 같은 미신에 불과한
것이다. 영생을 주는 종교라야 참 종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
로 영생은 오직 죽지 아니함이 그에게만 있다고 하신 구세주
새하나님만이 참 종교가 되는 것이다.

--디도서 1: 2~3 --

---- 요한일서 2: 25 ----

이와 같이 영생은 거짓말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
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인 것이다. 이 영생은 말세에 오시는 새하
나님으로부터 인류가 받게 되는 최고의 선물인 것이다.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은 바로 믿음이요, 이 믿음이 바로 최고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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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 생명과일(묵시록 2: 7)이요, 생명과일은 곧 영생인 것이다.
오늘날 이 세상에 진실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찾아보기가 어
렵고, 온통 믿노라 하는 엉터리 가짜 크리스천들만 있는 것이
다. 진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면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
고 있는 영생에 대하여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대로 ‘
라고 하였으니, 거짓말이 없으신 하나님으
로 진실히 믿는 자들이라면 영생을 믿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기독교인들이 정작 하나님께서 약
속하신 이 영생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

가복음 18: 8)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이 되시고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 새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비로소 처음으로 세상에 믿음이 나타난 것이지, 그 전에는 이
세상에 믿는 것이란 없다는 뜻이다.
이 세상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
들이 성경은 신성불가침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
을 하면서, 또 이와 같은 성경을 읽고도 영생을 믿지 못하는 것
이야말로 이율배반인 것이다. 성경 66권의 비밀은 말세에 구세
주 새하나님의 출현인 것이다. 하나님은 영생의 신이요, 마귀는
사망의 신인 것이다. 영생을 주는 종교가 참 종교요, 영생을 주
지 못하는 종교는 무당푸닥거리와 같은 미신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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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민족의 종교 변천사
모든 종교는 하나님(환인) 한 신이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모
든 종교는 최고(最古)의 경전(經典)인 우리민족의 천부경(天符
經)에서 비롯되어 시대와 역사와 문화권에 따라서 표현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 속에 담겨 있는 구원의 섭리는 똑같은 것이다.
따라서 모든 종교는 그 근원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요, 따라서 모든 종교는 한 포기의 화초와도 같은 것이다.
또한 천하 만민은 모두 한 조상(하나님)의 혈손이거늘,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만행을 일삼
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죄상인 것이다.
오늘날 모든 종교가 자기네 종교만 옳고 다른 종교는 무조건
이단이요, 나쁘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독선이요,
아집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기네 종교
만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배타적으로 배격하여 핍박과 박해를 가하는
만행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국의 문턱에 가까이 다가선 양식이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하
는 것이다. 자기네 종교가 귀중한 만큼 다른 종교도 존중히 여
기고 알아볼 줄 아는 넓은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모든 종교의 근원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마치 한
포기의 화초가 여러 잎이 나온 것과 같은데, 서로가 먼저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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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중 나왔다, 이단이다, 삼단이다 하며 싸우는 것은 있을 수
가 없는 야만인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모두 다 하나님 한 신
이 예언과 계시를 하신 고로 한 포기의 화초와 같이 그 속에
흐르는 구원의 섭리는 똑같은 것이다.
마치 오늘날 전도관(천부교)의 박태선 장로님은 감람나무의
밑 둥(朴)이라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삼천년성의 오
얏나무 이씨(李氏)에 와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
다. 이 한 송이의 홍도화를 피우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자! 이제는 이것 저 것 다 떠나서 이제는 우리 민족의 뿌리를
바로 찾고 우리의 것을 바로 세우고 정립해 나가야 할 때가 온
것이다. 1986년(丙寅年) 4월에 저 우주의 별 핼리혜성도 전 세
계 각국 다 제외하고 우리 대한민국 전라남도 땅 끝 땅 모퉁이
해남 완도지방을 가장 가까이 다가와서 비추고 갔던 것이다.
이는 새 시대를 알리는 새벽 별로서 진사성인출(辰巳聖人出)
정도령이 출현하실 지방을 예고하는 길성(吉星)이었던 것이다.
이제는 우리 민족도 자던 잠을 깨어 일어나야 할 때인 것이다.
특히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단군성조(檀君聖祖)로부터 이어온
우리 민족의 가장 우수한 정신인 홍익인간 재세이화 광명이세
의 건국이념은 우리 민족정기(民族正氣)의 뿌리이거늘, 한 때는
불교(佛敎)가 외국에서 들어와서 크게 번성하였으며, 그 다음에
는 유교(儒敎)가 들어와서 크게 번성하였고, 또 그 다음에는 기
독교(基督敎)가 들어와서 크게 번성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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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의 종교 발달사의 그림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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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우리나라는 그 동안 다른 나라의 종교들이 들어와서
번성하였기 때문에 가히 종교백화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우리민족은 이처럼 정신없이 남의 정
신에만 놀아나는 민족이란 말인가.
이제는 우리 민족의 근본 뿌리를 찾아서 우리 것을 바로 세
워서 이제는 제 정신 좀 차리고 살 때가 오지 않았는가. 이제는
자던 잠을 깨어 일어나야 한다. 이 땅에 인류의 태양 구세주 새
하나님이 출현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백의민족
으로서 가장 의로운 혈통의 민족인 것이다. 하나님이 말세에 인
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여 다스릴 구세주 정도령(正道令)이
태어날 혈통으로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감추어 두셨던 것이다.
성경에도 말세에 동방의 해 돋는 나라 땅 끝 땅 모퉁이에서
동방의 의인 한 사람을 불러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불교
에서도 이 근화강산 조선 땅에서 생 미륵불이 오시리라 하였으
며, 우리 민족의 대 예언서인 격암유록에서도 이 땅의 이 민족
가운데서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 정도령(正道靈)
이 오시리라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예언대로 적중하여 우리
민족 가운데서 재림단군(再臨檀君)이 오셨으며, 생 미륵불이요,
정도령이요, 구세주 이긴자 동방의 의인이 출현하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야말로 진정 우리 민족의 정신이요, 진정한
우리 것이요, 우리 민족정기의 태양이 떠오른 것이다. 참으로
이제야 우리 것이 나타난 것이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온 것

천신하강 특명서

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우리의 정도령을 중심으로
우리의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우리 민족(民族)의 주체성(主體
性)을 확립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미래의 세계역사는 우리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전 세계의 종주국(宗主國)이 되어 세계
인류를 지도할 구세주 정도령이 출현하여 역사하시게 되었다.
과거에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일제의 탄압 속
에서도 앞으로 우리 민족 가운데서 구세주 정도령이 나오실 것
이라는 민족의 희망을 잃지 않고 굳세게 참고 견디어 왔던 것
이다. 일제(日帝)는 우리 조선(朝鮮)의 국토는 강제로 점령하였
으나 조선 사람들의 정신을 말살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조선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특히 우리 민족의 신앙
인 정도령 사상을 말살하려 했던 것이다.
그때에 정도령이 출현한다는 예언서인 격암유록과 같은 비결
서를 일제가 압수하였으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기만 하여
도 잡아다가 문초하고 형을 가했으니, 우리 민족의 예언서 격암
유록은 숨겨서 보았으며, 정도령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는 자
유롭게 말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할아버지들은 갓난아이 어린 손자가 태어나면 말
못하는 어린 손자에게 그 고사리 같은 어린 손자의 손을 잡고
흥얼흥얼 콧노래로 한을 실어

하면서

고 마음속으로 한(恨)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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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없이 타령을 부르면서 후손에 후손으로 전해 내려왔던 것이
다. 정도령 신앙은 그처럼 은밀하게 전승되어 왔던 것이다.
이제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한 맺힌 지난 과
거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어 잃었던 나라를 되찾고 다시
건국을 하여 어언 간에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였으니,
이제는 과거의 불행을 딛고 일어서서 억눌렸던 민족의 자긍심
을 마음껏 되살려 우리 민족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려왔던 정
도령이 출현하셨으니, 우리 모두 다 함께 손뼉을 치면서 기쁜
노래를 부르면서 환호하지 않겠는가?(참조: P. 293~295)
누가 우리가 손뼉치고 노래한다고 잡아다 문초하고 형을 가
하는 자 없지 않는가. 이제는 정도령 나왔다고 외쳐도 누가 잡
아다 가두고 괴롭히는 자 없지 않는가? 이제는 마음껏 춤을 추
고 노래해도 누가 가로막는 자 없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 민족
의 노래 우리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가 있지 않는가.
우리의 삼천리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일하러 가세. 일
하러 가. 그 동안은 남의 농사만 지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우리
농사 한번 지어보세. 내 집 농사 한번 지어보자는데 웬 성화냐.
너른 들녘에 황소가

하고 태고의 목소리로 길게 울

고 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닌가. 내가 어린 시절 자라던 정든 고향 그 시절에 많이 들었
던 귀에 익은 소리 아니던가. 이제야 이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
려오고 있지 않는가. 이제야 제 정신이 좀 드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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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돌아오오 ⋙
１．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만 오오
지은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어찌 못담당하고 못받으시리요
성주님의 넓은가슴은 하늘보다 넓고넓어
２．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만 오오
성주님은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３．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만 오오
회개하는 눈물을 성주님 손으로
손수씻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새하나님 넓은품으로 어서돌아오오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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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마 찾아 3천리!
우리가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 영적 엄마를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행의 원리로 세상
에 출현하시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선 이 땅에 미리 짜진 예정된 하늘의 각본에 따라
순서대로 그 주인공들이 출현하는 내용이 격암유록에 다음과
같이 자세히 나타나 있는 것이다.

東方甲乙三八木 靑帝將軍 靑龍之神 木運 朴泰善
동방갑을삼팔목 청제장군 청룡지신 목운 박태선

南方丙丁二七火 赤帝將軍 朱雀之神 火雲 姜一淳
남방병정이칠화 적제장군 주작지신 화운 강일순

西方庚辛四九金 白帝將軍 白虎之神 金運 曺熙星
서방경신사구금 백제장군 백호지신 금운 조희성

北方壬癸一六水 黑帝將軍 玄武之神 水雲 崔齎遇
북방임계일육수 흑제장군 현무지신 수운 최재우

中央戊己五十土 黃帝將軍 句陣騰蛇 土運 李鉉錫
중앙무기오십토 황제장군 구진등사 토운 이현석

--- 격암유록 가사총론 ---

제일 먼저 수운(水雲) 최제우(崔齊遇) 선생, 화운(火雲) 강일
순(姜一淳) 선생, 목운(木運) 박태선(朴泰善) 장로님, 금운(金運)
조희성(曺熙星) 전도사, 토운(土運) 이현석(李鉉錫) 관장님의 순
서로 차례대로 출현을 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를 찾아보아야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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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강일순 선생이 하신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한다.

내가 將次 열석 자의 몸으로 오리라
장 차

대순전경 제12장 化天 ---

이 말씀은 다음 반열로 오실 사명자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것이다. 다음 반열은 목운(木運)으로 오시게 되는데, 다음의 문
구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

十二月二十六日再生身姜一淳
십 이 월 이 십 육 일 재 생 신 강 일 순

- 대순전경 제10장 문명 -

실제로 목운(木運)이신 박태선 장로님의 생일이 1917년(丁巳
生) 12월 26일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목운이신 박태선 장로
님은 화운이신 강일순 선생이 다시 오신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목운이신 박태선 장로님께서는 당신이 구세주가 아니
고 구세주를 찾아서 삼천년성으로 가라는 암시를 주기 위하여,
라고 하면
서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간곡하게 당부하셨던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중에서도 엄마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
다운 이름인지 모른다. 성주님은 어릴 때부터 일찍이 조실부모
를 하여 고아처럼 고생고생을 하며 연단을 받고 강자로 자라나
신 분이다. 성주님의 태몽 꿈에 큰 황소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울음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찡하며 어머니가 생각이
난다고 말씀하신다. 우리 인생이 부모가 없이는 이 세상에 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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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수도 없으니, 부모님은 나를 이 세상에 데려다 주시고 거두
어주신 하나님이요, 천사들이시다. 이제는 우리 인류의 영적 엄
마가 되시는 새하나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려는 것이다.
격암유록(格菴遺錄) 갑을가(甲乙歌)에
이란 문구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에서 세 분의 하나님들이 모두
다 남자 분들뿐인데, 여자운(女子運)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는 영적인 엄마를 뜻하며, 이 영적 엄마는 과거에 전도관 박
태선 장로님이 당신이 엄마라고 말씀하시고 신도들은

이

라고 호칭하였던 것이다.
이는 태초의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라면 말세에 오실 구세
주 새하나님을 엄마라고 부르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박태선 장로님이 당신을 엄마라고 하신 뜻은 당신이
증거하고 길을 예비하시는 새하나님에게 부를 호칭을 미리 예
비교육을 시키신 것이다. 또한 실제로 새하나님은 인류의 진정
한 엄마의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박태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난 1981년 3월 축복
일에 안찰을 하기 위해 줄을 서서 들어가는 교인들에게 새끼손
가락을 걸면서
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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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강을 건너서 삼천녕성 안에 들어와
야만 하는 것이다. 이는 구원의 길을 찾아 천리를 달려서 천년
성이 되는 전도관이요, 2천리를 달려서 2천년성이 되는 승리제
단이요, 3천리를 달려서 비로소

에 들어와서 영적 엄마

새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토록 영생하게 된다는 영적 말씀이다.
승리제단의 조희성 해와 주님은
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 말씀은 천리를 더 달려서 사무치
게 그리웠던 엄마 구세주 새하나님의 얼굴을 삼천년성에 들어
와서야 만나 뵙게 되고 영생을 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1986년 5월 이슬성신절에 박태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찬송을 인도하실 때에, 그 전에는
부르던 것을

라고
라고 고쳐서 부르셨던 것이

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보더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 말씀하신 그 엄
마가 바로 오늘날 성주님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영모(靈母)란 인류의 진정한 영적 엄마 구세주라는 뜻
인데, 인류의 조상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늘에
는 원래 세 씨의 하나님만이 계셨기에 삼신할미라고 하면서 대
개 여성적인 말로 표현하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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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천지상쟁혼돈시에 마귀가 하나님을 이김으로 인하
여 삼신할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삼신할미라고 하는 것이다.
一心修道弓弓人들 十字陰陽判端하소 天神地鬼分明하고
일심수도궁궁인

십자음양판단

천신지귀분명

男尊女卑分明커늘 天地理氣어찌하여 反覆稱號뜻을아소
남존여비분명

천지리기

반복칭호

神鬼라고아니하고 鬼神이라稱號이요 外內라고아니하고
신귀

귀신

칭호

외내

內外라고어찌하노 天地相爭混沌時에 天神負이地鬼勝을
내외

천지상쟁혼돈시

천신부

지귀승

此然由로因하여서 勝利者의노름으로 天地反覆할일없어
차연유

인

승리자

천지반복

地上權을잃었다네 鬼神世上되었으니 神鬼라고할수없고
지상권

귀신세상

신귀

男陽女陰分明치만 陰鬼發動此世故로 男負女勝奪權으로
남양여음분명

음귀발동차세고

남부여승탈권

鬼勝神負할일없어 陽陰이라못하고서 陰陽으로되었으며
귀승신부

양음

음양

男外女內分明치만 內外라고稱號로세 陰盛陽衰되오므로
남외여내분명

내외

칭호

음성양쇠

掀天魔勢死之權을 이러므로因하여서 先奪十字鬼勢오니
흔천마세사지권

인

선탈십자귀세

先入者는陰氣받아 從鬼者가될것이요 中入者는陽氣받아
선입자는음기

종귀자

중입자

양기

從神者가될것이니 八陰先動愼之하고 三陽中動찾아들소
종신자

팔음선동신지

삼양중동

三陽神은三神이요 八陰鬼는八魔라 先動修道陰十字요
삼양신은삼신

팔음귀 팔마

선동수도음십자

中動修道陽十勝을 陰鬼十은黑十字요 陽神十은白十勝을
중동수도양십승

음귀십은흑십자

양신십은백십승

陰陽分解모르고서 十勝仙道찾을소냐 淸水名山蓮花坮의
음양분해

십승선도

청수명산연화대

----- 格菴遺錄 挑符神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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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라 했는데, 백조(百

祖)란 무슨 뜻인가? 백(百)이란 일백 백(百)자이니, 희게 이루어
진 왕이란 뜻으로써, 이는 백 명의 조상이 아니라, 한 분의 조
상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하늘의 씨는 백 명이 아니라, 세 씨밖
에 없으며, 그 중에서 한 씨의 사명자가 한 명의 자손을 영적으
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영적인 뜻이다.
그런데 영모님이 영적으로 해산하여 낳은 영적 아들은 역곡
해와 주님 한 분뿐이다. 그리고 다시 역곡 해와 주님이 영적으
로 해산하여 낳은 영적 아들은 삼천년성 성주님 한 분뿐이다.
이 셋째 반열의 사명자 성주님이 바로 삼위일체 완성자요, 구
세주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 영모님께서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영적 말씀으로써, 소정이는 큰딸 해와요, 소
진이는 작은딸 아담 이긴자를 상징하여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셋째 반열 성주님이 바로 영적으로 소진이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영모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 셋째 반열 삼위일체 완성주
성주님은 천하 만민을 다 영적으로 해산하여 구원하실 구세주
요, 따라서 많은 수의 왕의 반열을 세우실 분이다.
그러므로 만민이 그처럼 고대하고 기다리던 진정한 인류의
영적 엄마는 삼위일체 완성주 구세주 새하나님이요, 바로 성주
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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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란 말은 금운(金運)

의 여자 상징인 역곡 해와 주님이 영적으로 토운(土運)의 십수
지인(十數之人)을 해산하여 낳았다는 말씀인 것이다. 여기서 십
손(十孫)이란 말에서 십(十)의 수는 성수(成數)로서, 십(十)은 최
고의 수이며, 중앙무기오십토(中央戊己五十土) 토운(土運)의 십
오진주(十五眞主)를 의미하는 것이다.
격암유록(格菴遺錄) 농궁가(弄弓歌)에 이르기를

고 한 그대로 십오진주는 곧 십수지
인(十數之人)이요, 만인이 고대하던 구세진인(救世眞人)이며, 십
오진주(十五眞主)는 바로 성주님인 것이다. 따라서 인류의 진정
한 엄마는 바로 십오진주(十五眞主)요, 구세주인 성주님이시다.
여기서 십오진주(十五眞主)란 중앙무기오십토(中央戊己五十土)
토운(土運)만이 영생을 주시는 진짜 주님 곧 구세주란 뜻이다. 그러므
로 동방목운(東方木運)을 지목하는 삼팔진주(三八眞主)라는 말은
없으며, 서방금운(西方金運)을 지목하는 사구진주(四九眞主)라는 말
도 없는 것이다. 오직 십오진주(十五眞主)라는 문구만 있는 것이다.
이는 토운(土運)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이는 수운(水雲)
최제우 선생과 화운(火雲) 강증산 선생이 지나간 후에는 목운(木運)
그리고 금운(金運)이 지나가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중앙무기오십토(中
央戊己五十土)의 본체(本體) 하나님 삼위일체 미륵왕(彌勒王)이 오시
게 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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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雲退去日日時 苦待后人木金運

화운(火雲)이 떠나고 날로 기다리고 고대하던 분은 목운(木運)
과 금운(金運)의 뒤에 오시는 분(后人)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목금운(木金運) 다음에 오시는 분은 토운(土運)이라는 뜻이다. 그
사실을 다시 하락요람(河洛要覽)에서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문구는 만민이 기다리고 고대하는 구세주는 오직
토운(土運)이라는 뜻이다..

水火之運退去后 中央戊己五十土
라 하였으니, 여기에서 수운(水雲)과 화운(火雲)이 물러간 후(退
去后) 기다릴 분은 목운(木運)도 아니오, 금운(金運)도 아니며,
오직 중앙무기오십토(中央戊己五十土) 토운(土運)이라는 뜻이다.
토운(土運)의 정도령(正道靈)이 오셔야만 비로소 삼위일체(三
位一體) 완성자(完成者) 구세주(救世主)로서 인류를 구원하신다
는 뜻이다. 그러기 때문에 십오진주(十五眞主)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세 씨 중에서 오직 중앙토운(中央土運)의 성
주님만이 만민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인류의 진정한 엄
마요, 진짜 구세주요, 진짜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영모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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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금
고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간곡하게 당부하셨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인류가 최종적으로 만나야할 구세주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완성주 구세주요, 이 삼위일체 완성주
구세주가 바로 인류의 진정한 엄마인 것이다.
영모님이 만민을 구원하실 구세주의 능력이 있었다면 굳이
전도관을 떠나서 삼천년성으로 가서 다시 만나자고 간곡히 당
부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역시 역곡 승리제단의 해와 주님이 인류를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굳이
없고 처음부터 당당하게

이란 간판을 걸 필요가
이란 간판을 걸었을 것이다.

성경에도

(누가복음 11: 31)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남방 여왕도 여자가 아니고, 말세에 이르러 인류를 구원하
는 영적인 엄마요, 심판주 구세주가 남방 곧 땅 끝, 땅 모퉁이
에서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명칭인 것이다. 하늘의 세 씨 중에
서 오직 오늘날 성주님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땅 끝,
땅 모퉁이인 남도지방에서 출현하신 남방 여왕이 분명하다.
세 씨의 하늘의 사명자 중에서 첫째 반열 영모님은 이북 평
안도 영변에서 탄생하시고, 역곡 해와 주님은 경기도 김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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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하셨으며, 셋째 반열 되시는 삼천년성 성주님은 전라남도
(全羅南道) 구례군(求禮郡) 토지면(土旨面) 오미리(五美里)에서
태어나시고 또한 남도지방인 전라도 빛고을 광주(光州)에서 출
현하여 역사하시니 성주님만이 홀로 남방에서 출현하신 남방
여왕이 분명한 것이다.
격암유록 말운론에
이라고 예언 명시된 그대로 성주님이 생왕
승지(生旺勝地)인 소사(素沙)에서 십오진주로 택하여 세운바 되
어 나오신 것이다.
그런데 성주님이 태어나신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五美里) 생
가가 또한 금구몰니(金龜沒泥) 생왕지지(生旺之地)인 것이다. 성
주님은 1948년(무자생)으로 태어나서, 다시 1982년(임술생)에
역곡에서 죽었다가 삼위일체 이긴자로 다시 태어나신 것이다.
그러므로 남방 여왕이요, 십승대왕(十勝大王) 우리 성주(聖主)
양백성인(兩百聖人)이 나오셨으니, 중앙무기오십토의 토운(土運)
으로서 오황극(五皇極)의 주인공이시며, 천하 만민이 다시 생육
하고 번성할 생명의 본체(本體)가 되시는 것이다.
이 중앙에서부터 영생의 사이클이 회전을 시작하니 세상 만
물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동안 마귀
에게 빼앗긴 이후 영생의 사이클이 회전을 멈추고 고장이 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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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주 새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영생의 사이클이 다시
회전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하늘의 감추었던 지혜
요, 오묘인 것이다. 이것은 또한 말세의 비밀인 것이다.
이것이 또한 마지막 때에 구세주 새하나님이 들고 나오신 인
생을 구원하시는 능력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해인(海印)이다.
그런데 격암유록에 예언하기를 말세에 진인(眞人)이 나오신다
고 하였고, 그 진인은 해인을 용사하는 분이 진짜 진인이라고
하였다. 사람이 본래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곧 사람이었다. 그
런데 그 사람이 오염되고 기형이 된 것이 오늘날 죄인들이다.
그러므로 죄를 짓기 이전의 가장 순수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이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모두가 다 참다운 사람은 없고 하나
같이 변질된 인간들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진짜 사람을 만
나보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진짜 사람이 오늘날 영적 엄마다.

眞人眞人何眞人 眞木化生是眞人 天下一氣再生人
진 인 진 인 하 진 인 진 목 화 생 시 진 인 천 하 일 기 재 생 인

海印用使是眞人 眞木化生變化人 玉無瑕體不變理
해 인 용 사 시 진 인 진 목 화 생 변 화 인 옥 무 하 체 불 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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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서로 진인이라고 하는데, 진짜 나무와 같이 변화된
분이요, 해인(海印)을 용사하는 분이라야 진인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바로 인생을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의 권능을 뜻한다.
자신부터 변치 않는 영생의 몸(王)으로서 해인을 용사하며 사
람을 죽지 않게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가 진인이라는 뜻이다.
서울 명동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아주 멋있는 신사가 금테 안
경을 끼고 멋진 넥타이를 매고 걸어가고, 어여쁜 아가씨가 멋있
는 핸드백을 팔에 걸고 파라솔을 들고 걸어가는 등, 많은 사람
들이 걸어가고 있는 사이로 걸어가다 보면 ‘오싹!’ 하고 소름이
끼치는 걸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다 진짜 사람
이 아니고 ‘나’라는 가짜들이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참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겉으로는 사람의 모양이나
속에는 유령과 같은 가짜 ‘나’라는 마귀가 주인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등불을 들고 거리를 다니면서 참 사람을 찾아보아
도 진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모두가 다 엉뚱한 모
습으로 기형화가 되어버렸다. 변질된 인간들 가운데서 변하지
않은 본래의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 분이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오신 인류의 엄마인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최초의 조상이요,
진정한 의미의 원시인(原始人)이다. 사람의 생명이 발생된 최초
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하나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시기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이다. 이처럼 태초의 사람

9. 영적 엄마

을 만드신 그 생명의 근본을 소유하고 계시는 우리들 사람의
시조가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바로 원시인이다 하는 것이
다. 성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인류의 엄마요, 원시인이시다.
이현석(성주님)은 어린 3살 때 이미 아버지를 잃고 6살 때엔
어머니마저 이별을 하고 이정춘 숙부님과 숙모님의 도움으로
외롭지 않게 사시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분가를 하고, 그 다
음부터는 조부모님을 모시고 동생 현수와 함께 살았던 것이다.
이현석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리산 왕시루봉 아래로 지
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다녀야만 했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지독
하게 추운 겨울날 나무를 하다가 낫으로 손을 쳐서 피가 흐르
면 손가락을 움켜쥐고
산이 메아리 울려

하고 소리치며 우니,
하고 어머니 음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아 그만 통곡을 하며 울어버렸던 것이다.
그때에 옆에 서 있는 나무도 울고, 바위도 울고,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다. 지금도 성주님의 왼손에는 낫으로 벤 흉터가 10
여 개나 뚜렷이 남아 있는 것이다.
어릴 때에 어머니는 그토록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게 그립
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무도 보고 싶어서 울부짖고 찾던 것이
변하여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는 신앙이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부모님 없이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법, 비
록 천애고아라도 부모님 없이는 어찌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
겠는가. 부모님이 누구인지 몰라도 감사하고 잘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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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령관우(盡嶺觀牛)!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각각 다른 특유의 울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는 언제나

하고 엄마만을 부르

는 것이다. 소는 과연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토록 엄마만을 애
타게 부르고 있는가.
그리고 모든 경전이나 예언서에 이 소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소 울음소리 나는 곳으로 찾아가야만 산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
이다. 그러면 소에게는 과연 어떠한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것
일까.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바이다.
충청남도 공주 계룡산(鷄龍山) 연천봉(連天峰) 정상(頂上)에
있는 바위에 새겨져 있는 글귀를 한번 살펴보는 바이다.

方 百 馬 角 口 或 禾 生
이를 바르게 해석하는 이가 없다 하므로, 오늘날 삼천년성의
성주님께서 해석하신 내용을 여기에 밝히는 바이다.
계룡산(鷄龍山)은 예로부터 도인(道人)들이 영산(靈山)으로 알
고 많이 찾아가는 산이므로, 이는 약 1,000여 년 전부터 새겨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말세에 구원의 길을 찾아 헤매는 도인(道人)들에게 전하
는 계시로서
라고 질타하는 격암유록(格菴遺錄) 도부신인(桃符神人) 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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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예언과 같은 것이다. 이는 말세에 기약이 차서 영적 계룡
산인 천계룡(天鷄龍)이 되시는 말세의 주인공 구세주 정도령 미
륵왕을 먼저 찾지 못하고 육적인 계룡산인 지계룡(地鷄龍)만을
찾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은, 이 문구가 새겨져 있는 위치가 계룡산 연천봉 최정상의 바
위에 새겨져 있다는 글이므로, 여기에서 주체가 되는 것은 바로
도(道)의 최고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 만나보게 될 표상(表象)인
천계룡(天鷄龍)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문장의 구성을 보면, 계룡산을 올라온 모든 자들
에게 하늘의 지시와 명령을 전하는 메시지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첫째 모 방(方) 자는 ‘이제’ 또는 ‘바야흐로’라는 뜻이요,
百자는 ‘힘쓸 맥’ 자가 되므로, 맨 앞의 방맥(方百)은 ‘바야흐로
힘써 일하라!’는 지시문이다.
그리고 말(馬)의 뿔(角)이라 하였는데, 이 무슨 말에 뿔이 난다
는 말이냐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나, 이는 파자(破字)의 원
리로 풀어보면 말 마(馬) 자를 말 오(午) 자로도 쓰기 때문에, 말
오(午) 자에 뿔(角)이 나게 되면 소 우(牛) 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역시 파자(破字)인 입 구(口) 자와 혹 혹(或) 자를 합하
여 철자(綴字)를 하게 되면 나라 국(國) 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곡식 화(禾) 자는 양식(糧食)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을 직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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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뜻이다. 그
러면 소의 나라 곧 우국(牛國)이란 무슨 뜻인가? 이는 곧 소의 상
징인 하나님 곧 미륵부처님이 계시는 나라 극락이요,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미륵부처님이 소(牛)의 상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십우도(十牛圖)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00년과 2001년에 전국 각 사찰에서 우담바라가 피었다고 소
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는 분명히 진사년(辰巳年에: 서기 2000~2001년)에 빛고을
광주(光州)에서 성주님께서 새하나님의 출현을 상징하는 징조라
할 것이다. 또한 격암유록에도 구구절절이 삼신산하우명성(三神
山下牛鳴聲)을 들어야 산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삼위일체를 완성하신 구세주 정도령이 영적으로 삼
신산이요, 그 삼신산이 되시는 정도령이 소(牛)의 상징으로 오신
다는 뜻이다. 따라서 삼신산이 되시는 성주님이 서시는 단상 아
래가 바로 삼신산 아래가 되고 성주님의 말씀이 소 울음소리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소(牛)라는 짐승은 언제나 울 때에 꼭 엄마만을 부르
는 것이다. 우리 인류가 이 소 울음소리를 따라서 중앙으로 찾아
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 중앙에 있는 소가 앞 반열의 해와 주님
(엄마)을 향하여 부르는 소리인 것이다.
다음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한 경구(警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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盡 嶺 觀 牛
세상의 모든 도(道)와 종교(宗敎)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소의
상징으로 오시는 정도령(正道靈)을 영접하는 것이 최고의 소망
인 것이다. 이는 하나님(부처님)은 말이 아니고 소라는 뜻이다.
불교(佛敎)에 십우도(十牛圖)가 있다. 이 십우도는 곧 도(道)
를 찾아 나서는 구도자(求道者)의 마음 자세를 가르치고 있다.
(심우): 소를 찾아 나서다.
② 見跡(견적): 소의 발자국을 보다.
③ 見牛(견우): 소를 보다.
④ 得牛(득우): 소를 붙들다.
⑤ 牧牛(목우): 소를 먹이다.
⑥ 騎牛歸家(기우귀가):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
⑦ 忘牛存人(망우존인): 소는 잊고 사람만 남아 있다.
⑧ 退本還源(퇴본환원): 근본이 물러가니 원래대로 돌아오다.
⑨ 入塵垂手(입진수수): 속세에 들어가 손을 드리우며 행세하
다.
⑩ 人牛俱忘(인우구망): 사람과 소를 함께 잊어버리다.
여기서 소(牛)는 곧 도(道)를 의미한다. 이 도(道)는 곧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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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요, 하나님이시다. 이 소(牛)는 찾아서 붙들고 집으로 타고
돌아오는 교만과 욕망의 대상이 아니다. 도(道)를 내 것으로 삼
으면 즉시 도(道)는 잊어버리고 만다. 그러니 근본이 되는 도
(道)가 물러가 버리고 원래대로 돌아오고 만 것이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시니, 도를 찾아 나서기 전과 같은 상태가
되고 만 것이다. 그런데도 성불(成佛)한 줄 알고 속세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결국 도를 버리고 자신까지 함께 버리게 된다
는 뜻이다. 그러므로 오직 먼저 나를 버리고 근본이 되는 도
(道)만을 붙들어야 성불(成佛)하게 된다는 가르침이다.
이 소(牛)가 바로 미륵불(彌勒佛)이요, 토운(土運)의 삼위일체
정도령 구세주 하나님이다. 이긴자의 새 이름을 받아 그 이마에
두 이름을 쓴 셋째 반열 정도령 미륵왕 성주님의 말씀이 곧
인 것이다.
사람이 가야할 온전한 구원(救援)의 길은 내가 구세주 미륵불
을 찾아서 만나 뵙고 미륵불을 사랑하여 부처님과 합하여 하나
가 되기만 하면 ‘나’는 죽어서 무아(無我)의 경지가 되고, 그 마
음속에 비로소 부처님이 정좌하시는 것이다.
그 마음속에 부처님이 왕이 되시니, 다시는 욕심도 미움도 시
기와 질투, 혈기도 눈물도 없으며, 오직 미륵불의 자비와 사랑
이 충만하여 한없는 즐거움과 기쁨과 평화만이 차고 넘치니, 우
주 만물과 하나가 되는 거기가 바로 진정한 천국이요, 극락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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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이와 같은 불심(佛心)을 품으면 그가 바로 부처가
되고 하나님이 된다. 이것이 또한 인생이 행해야 할 도통(道通)
의 길이다.

兩弓雙乙知牛馬

--- 格菴遺錄 初章 ---

격암유록(格菴遺錄)의 맨 첫 구절이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양궁(兩弓: 백십자)은 소
(牛)를 상징하고, 쌍을(雙乙: 흑십자)은 말(馬)을 상징하므로, 이
소(牛)와 말(馬)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이다.
이 뜻은 한마디로 진짜 구세주 정도령과 가짜 구세주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왜냐하면, 구세주 새하나님
은 말(馬)이 아니고, 소(牛)의 상징으로 오시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이 소의 상징으로 오신 정도령을 찾아서 순종해야만 구원
인 것이다. 그런데 말(馬)의 상징인 금운의 정도령과 소(牛)의
상징인 토운의 정도령이 쌍둥이(에서와 야곱)처럼 거의 동시(금
운: 1980. 10. 15, 토운: 1982. 6. 17.)에 출현하지만, 말(馬)의
상징으로 오신 정도령이 먼저 역사(1981년)하시고 소(牛)의 상
징으로 오신 정도령이 나중 역사(2001년)하신다.
그러나
(성경 갈라디아 4장 29절)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언제나
혈기 있는 자가 먼저요 신령한 자는 나중이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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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이 먼저 나온 정도령이 나중 나온 정도령을 핍박하고
괴롭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흥겨운 일이 있을 때마다 즐겨 부르던 노래 가사가 있는데, 그
와 같은 하늘의 뜻을 담아 예언한 가사를 소개하는 바이다.

孼離矢口節矢口 知和子子肇乙矢口
이는 상제 하나님(박 장로님)의 두 아들이 하늘의 두우천성
(斗牛天星)으로서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회복하여 감추어서
키우신 후에 정정도령(鄭正道令)으로 출현하신다고 격암유록에
예언한 문구가 있는 것이다.

上帝之子斗牛天星 葡隱之後鄭正道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두 분의 정도령이 마치 성경의 이
스마엘과 이삭과도 같이 앞 반열의 해와 정도령(鄭道令)은 서자
요, 다음 반열 아담 삼위일체 정도령(正道令)이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적자(嫡子)요 장자(長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이러한 두 분의 정도령이 출현하시는 때
에 두 분 정도령 사이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상황을 예언하여
노래한 가사(歌辭)인 것이다.
라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
의 아들이 아담과 해와로서 두 분이 오시는데, 서자(孼)가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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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嫡子)를 시기하고 핍박을 하게 되며, 이 서자는 결국 물러갈
(離) 것을 알라(矢口)는 뜻이다.
라 하였는데, 이는 같은
뜻으로 다음에 때(節)가 되어서 비로소(肇) 마지막 셋째 반열로
적자(嫡子)가 오시니, 그 때를 알라(矢口)는 뜻이다.
그리고

라 하였으니, 나중 오시는 이 분은

그와 같이 핍박을 받으나 끝까지 참고 견디시므로 결국 인류의
평화를 이룩하실 만인고대진인(萬人苦待眞人)이요, 정도령(正道
靈)이시며, 하나님의 적자(嫡子) 곧 장자(長子)라는 뜻이다. 성주
님이 바로 만민이 기다리던 장자(長子) 정도령인 것이다.
만인이 고대하는 정도령 다정님이 오시는 때는 곧 셋째 반열
의 삼위일체 정도령이 출현하시는 때요, 그 시기는
이라 하였으니, 진사년(辰巳年)인 것이다.
진사성인출(辰巳聖人出)은 셋째 반열 정도령의 출현을 뜻하는
고로

라 하였던 것이다. 구세주

정도령이 출현하시는 시기는 20세기말 금시당(今時當) 진사년
(辰巳年: 서기 2000~2001년)인 것이다.
서자(庶子)격인 역곡 승리제단의 조희성씨는 이미 먼저 출현
하였고, 그 출현 시기를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신유년(申酉年)은 1980년(庚申年)과 1981년(辛酉
年)을 의미하는데, 영생교 승리제단이 1981년 8월 18일부터 시
작하였다 함으로, 그 예언이 그대로 적중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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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라 한 그대로 신유년(申酉年)에

일어난 영생교는 무사(武士) 풍으로 나타난 육군 장교 출신의
정도령이요, 금운(金運)의 정도령이라는 뜻이다. 사(四)의 숫자
는

의 금운(金運)을 암시하는 것

이다. 조희성 해와 주님은 11년간 육군 장교 출신인 것이다.

單弓武弓天上靈物 甘露如雨心火發白
永生之物卽三豊之穀也 白石卽武弓

단궁무궁(單弓武弓) 이존사(二尊士)로 오신다고 하였는데, 해
와인 서자(庶子)는 무사(武士)의 성품으로 오시게 되어 있고, 아
담인 적자(嫡子)는 도인(道人)의 성품으로 오시게 되어 있는 것
이다. 곧 아담과 해와로 나오시는데 단궁(單弓)은 아담이요, 무
궁(武弓)은 해와가 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해와가 무사 풍으로 나오시고, 아담은 도인 풍
으로 나오시는 것이다. 이는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서
그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것이다. 형인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무
사 기질을 타고났으며, 동생 야곱은 부모님을 지극히 공경하며
어머니의 가사 일을 도와 드리고 학문에 열중하는 온유한 성품
을 타고났던 것이다.
그런데 형인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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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분을 팔아 버렸기 때문에 하늘의 축복을 빼앗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정해진 각본이 어찌 팥죽 한 그릇에
그리 쉽게 팔려 나가겠는가. 이는 복중에서부터 야곱이 이미 장
자였으나 태어날 때 마귀에게 감추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야곱
을 나중 나오게 하신 것뿐, 결국 장자의 주인공에게 장자의 직
분은 그대로 돌아가고야 만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맨 나중 나오신 셋째 반열 삼천년성 성
주님이 바로 하늘의 장자요, 태초에 감추었던 한 씨요, 진짜 구
세주 새하나님이심을 예시한 그림자인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였
다고 한 것이다.
(갈라디아 4: 29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먼저 나오신 정도령이 서자식이요, 나중 나
오신 정도령이 장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혈기 있는 자가
먼저요, 신령한 자는 나중이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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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성주님이 앞 반열로부터 험한 시험과
연단을 당하신 것은 진짜 구세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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핍박을 하는 분이 진짜가 아니요, 핍박을 당하신 분이 진짜
구세주 정도령인 것이다. 오늘날 영적으로 앞 반열(서자)인 영
생교의 해와인 조희성 전도사님은 육군 중위로 11년 만에 계급
정년으로 전역을 한 육군 장교 출신의 정도령이기 때문에 무사
풍으로 나오신 정도령인 것이다.
다음 반열(적자)인 삼천년성의 아담 성주님은 12년간을 전도
관 전도사, 관장으로 성직 생활을 하신 분이니, 그 성품이 도인
(道人) 풍으로 타고나신 것을 보아도 모든 일이 각본대로 이루
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역곡 조희성 전도사님은 형님 조희경 사장님이 계시니, 장자
가 아닌 둘째 아들로 태어나신 것이다. 또한 박태선 장로님도
형님 박태국 장로님이 계시니 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로 태어나
신 것이다. 그러나 성주님께서는 두 형제 중 동생 이현수 선생
님이 계시니, 장자로 태어나신 사실을 보더라도 본래 하늘의 장
자라는 상징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노래 가사가 그저 흥겹고 즐거워서 부르는 노래로
만 알았지, 이러한 의미심장한 숨은 뜻이 있는 줄은 일찍이 몰
랐던 것이다. 오늘날 영생교 승리제단의 사람들이 삼천년성의
이긴자 성주님을 그처럼 심히도 시기하고 미워하며 핍박하고
괴롭힐 것을 미리 예언하여 나타낸 가사(歌辭)인 것이다.
그러므로 핍박을 하는 자가 이긴자가 아니요, 핍박을 당하는
분이 진정한 이긴자인 것이다.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몰매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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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때려죽이는 자가 이긴자가 아니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몰
매질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분이 이긴자가 되고 부활 자가
되신 것이다.
영생교 승리제단에서 이현석 관장님께서는 조희성 전도사님
의 어떠한 명령에도 그대로 절대 순종하면서 오직 자신의 신앙
심을 시험하고 연단을 하는 것으로 감수하고 더욱 감사하는 마
음으로 100프로(%) 순종을 하셨던 것이다.
그처럼 절대 순종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조희성 전도사님은
왜 그처럼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조희성 전
도사 자기보다 성주님이 능력이 월등하게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고 시기하여 없애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항간에
떠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아무리 악랄한 방법으로 성주님
을 대항하여 죽이려고 했으나, 결국은 못해보고 자신이 여지없
이 망하고 무너지고 만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진사성인출(辰巳聖人出)의 정도령(正道
靈)이신 성주님은 앞 반열로 나타난 정도령(鄭道令)으로부터 이
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온갖 핍박을 당하시나, 끝까지 참고 견디
시어 마지막에는 최후의 승리를 하시고 만인의 구세주 새하나
님으로 역사를 하시게 된다는 뜻이다.
성주님을 어느 누가 감히 나쁘다고 말할 사람들이 있겠는가.
오직 영생교 승리제단에서만 성주님을 음란마귀요, 황구렁이 마
귀라는 둥, 온갖 악담과 저주를 퍼부으며 갖은 모함과 멸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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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를 해왔던 것이다.
격암유록(格菴遺錄) 송가전(松家田)에 분명하게 이르기를,

豫曰皆聖出名將에 誰知烏之雌雄으로
千鷄之中有一鳳에 어느聖이眞聖인고
眞聖一人 알랴거든 牛聲入中찾아들소
陷地死地嘲笑中의 是非많은眞人일세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는
라는 내용인
것이다. 이는 소(牛)가 중앙(中央)에 있다는 것이니, 다시 말하
면 이 소(牛)의 상징으로 오신 진짜 성인 정도령은 바로 중앙
토운(土運)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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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선 영모님은 당나귀요, 역곡 조희성 해와 주님은 백마(白
馬)이다. 최고로 높으신 구세주 새하나님은 오직 우주의 중앙
(中央)에 정좌하시게 되는 것이다. 이는 천 마리의 닭 중에서
유일한 봉 한 마리 격인 진짜 성인이 바로 토운의 정도령이라
는 뜻이다. 이는 토운이신 성주님이 바로 소의 상징으로 오신
분임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박태선 장로님도 증거 하시기를

라고 말
씀하셨던 것이다.
성주님께서 1982년 6월 17일에 역곡에서 200여 명의 신도들
에게 마귀로 몰리어 아니 지은 음란죄를 지었다고 문초를 받고
몰매질을 당하셨으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일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영생교 승리제단에서는 우리 성주님을 청와대나 안기부, 검찰
청 등의 수사기관에다 21통이나 고소, 투서를 하여 법적으로
괴롭혔지만, 단 한 건도 죄를 씌우지 못하고 모두 무혐의로 사
건이 처리되고, 고소인들은 거의 무고로 구속되었던 것이다.
그 후에, 역곡 조 전도사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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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던 것이다.
위와 같이

성주님께서는 역곡에서 모함하여 무려 21통

이나 고소, 투서를 하여 형무소에 보내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였
으나, 결코 어떠한 혐의도 씌우지 못하였으니, 판석 성주님이야
말로 절대로 세상 법에 의해 형을 받지 않는, 죄와는 상관이 없
으신 진짜 구세주라는 말씀인 것이다. 과거에 박태선 장로님이
나 영생교 조희성 전도사님은 1차, 2차 옥중에 갇혔던 분들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역곡 승리제단에서 온갖 모함과 핍박을
가한 사실에서 삼천년성 성주님은 가장 욕설을 많이 듣고 시비
가 많은 분이라는 증거가 분명한 것이다. 그러나 시비가 많은
것은 영생교 승리제단에서 거짓말로 모함하고 누명을 씌워서
악선전을 하는 것이지, 세상 법으로도 형을 받지 않으신 것은
시비가 많으나 죄와 상관없는 의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역곡 조희성 해와 주님께서 설교 도중에
라고 질문을 하
셨던 것이다. 그때에 역곡 승리제단 신도들은
라고 소리쳤던 것이다.
역곡 주님 당신이 약 7년간의 감옥살이까지 해가면서 다 가
르쳐주고 물어봐도 멍청하게 조희성이가 진짜 구세주라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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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역곡 주님은 영적 말씀으로 이현석이
진짜 구세주라고 증거를 하시는 말씀이건만 단 한 명도 그 말
씀을 알아듣는 자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역곡 주님의 그와 같은 말씀은, 이 두 분 가운데 진짜
구세주가 있으며 가짜 구세주도 있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구
세주는 다른데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역곡 승리제단의 조희성 해와 주님은 백마(白馬)의 상징으로
오신 분이요, 빛고을 광주 삼천년성의 성주님은 바로 소의 상징
으로 오신 분이다. 우리 인생들은 마지막 때에 소 울음소리를
듣고 소소리 나는 곳으로 찾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이 땅에서 울려 퍼지는 소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하늘의 뜻을 깨닫고 정신을 차려야만
하는 것이다. 성경에도 말세에 구세주 새하나님이 소의 상징으
로 오실 것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다.

---- 말라기 4: 2~3 ----

구세주 새하나님이 바로 소의 상징으로 오신다는 뜻이다. 그
러므로 구원을 받을 자식들이 모두 살찐 송아지같이 기뻐 뛴다
는 것이다. 오늘날 성주님의 말씀이 곧 소 울음소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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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명강 건너와서 ⋙
1. 나가난 복지 귀한성에 들어오려고
내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일 전혀없으며
이생명 삼천성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길이 살겠네
후 이생명 성주안에 살겠네
렴 길이 살겠네 나길이 살겠네
이생명 성주안에 살겠네
2. 이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내오는 길이 태평하구나
이생명강을 내가지금 건너 왔으니
이생명 삼천성에 살겠네
3. 이생명수의 만나로써 길러 주시니
내오는 길이 화평하구나
나이후 다시썩을 양식 필요없으며
이생명 삼천성에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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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국의 밥상
인류의 엄마는 자식들이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한다는 걸 바
르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 엄마라면 자식이 무슨 체질인
지 알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류의 엄마가 바로 구세주다.
사람의 체질은 부모님으로부터 천부적으로 타고난 각자 다른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체질은 각기 여러
가지의 체질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다. 거기에 따라 각기 다른
그 체질에 맞는 음식물과 해로운 음식물이 분명하게 따로 정해
져 있는 것이다. 이것이 생명 창조의 법칙인 것이다.
하등동물인 토끼나 소는 오직 풀만 뜯어먹고 살면서 그 중에
서도 독초는 먹지 않고 자기 먹을 것을 구별하여 섭취하는 것
이다. 육식동물인 사자나 호랑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대로
풀을 뜯어먹지는 않는 것이다. 만약에 초식동물인 소에게 육류
를 먹인다면 그 소는 당장에 병들어 죽고 말 것이다.
이처럼 하등 동물들도 자기의 체질에 맞는 음식물을 가려서
먹는데,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자기의 체질에 맞는 음
식물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마구 먹어대
는 것은 너무나 무지몽매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본 삼천년성 성주님께서는 하늘의 법칙에 따라 체질
의 건강 섭생법을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하늘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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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가르치시는 것만 보아도 성주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이시다.
지난 1991년부터 저 영국 등 유럽에서 발생하여 오늘날까지
세계를 놀라게 했던 광우병(狂牛病)도 스크래피 병에 걸린 양의
사체를 고열로 처리된 동물 분말 사료 원료로 사용된 양들의
사료를 소에게 먹여서 생긴 질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던 것
이다. 이는 곧 초식동물인 소나 양에게 주는 사료를 인간이 육
류를 첨가하여 잘못 만들어 먹임으로써 발생된 질병이었던 것
이다.(이하는 1999년 10월 20일자 디지털 조선일보 기사 내용
을 인용한 것임)

〔아듀 20세기〕유럽 광우병 파동
몇 천 년 동안 풀만 먹고 살아온 초식동물인 소에게 양고기
와 동물 내장과 같은 육류를 먹이게 된 것이다. 뇌가 스펀지처
럼 구멍이 뚫리는 스크래피 병에 걸린 양은 사료가 됐고, 이를
먹은 소들은 광우병에 걸려 수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소가
미친 것이 아니다. 인간의 문명과 생태계가 미쳐가고 있는 신호
였다. 병든 양고기를 먹은 소 ― 광우병에 걸린 인간 ― 이것이
문명이 만들어낸 공포의 먹이사슬이다.(이어령 이화여대 석좌
교수)
신문에 게재된 사진 설명: “소는 미쳤다!”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소로 분장한 채 육식 반대 시위를 벌이는 채식주의자들,
광우병 파동 와중에 영국 농무성 청사 앞에서 매일 이와 같은
시위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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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서양인들이 체질에 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웃지 못 할 또 하나의 촌극인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 체질이나
채식을 하면 좋은 것이 아니다. 인간이 이처럼 생명의 법칙도
모르고 무지하게 행동함으로써 지구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대자
연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자연과 생명의 파괴행위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우주 만물이 다 정해진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늘의 법칙을 어기는 자는 몸과 마음이 파괴되고
황폐하여 우주의 질서 속에서 스스로 도태되고 마는 것이다. 이
체질에 관한 법칙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
고 사람의 몸을 지으신 창조의 법칙이요, 또한 인간이 지켜야
하는 하늘의 율법인 것이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광우병의 경우
를 보더라도, 인간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라도 체질의
법칙을 따라 먹이를 섭취하지 않을 때는 즉시 병들어 죽게 된
다는 사실을 엄중히 깨닫게 하는 것이다. 하등동물들도 하늘의
법으로 창조된 생명의 법칙을 사람이 마음대로 어기게 되면 절
대로 안 된다고 하는 하늘의 경고 메시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체질을 아는 것은 곧 신의 영역에 접근하는
일이라 하겠다. 이 하늘의 율법대로 따르면 그는 하늘의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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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하는 자가 되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므로 순천자(順
天者)는 흥(興)할 것이요, 이 하늘의 법칙을 거역하는 자는 병들
고 쓰러지니 역천자(逆天者)가 되어 그 몸과 마음이 파괴되어
망(亡)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삼천년성에서 새하나님께서는

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다. 유사 이래 어느 영웅호
걸이라도 이 하늘의 법칙인 체질을 거역하고도 온전했던 자는
아직까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아직도 이 체질에 관한 분야는 너무나 미개
척의 세계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
는 모든 의․약계가 이 체질의학을 접목시켜 나가야만 더욱 온전
한 의․약학의 실현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첫째 반열인 전도관(傳道舘)에서는 비늘 없는
생선은 부정하니 먹지 말고, 비늘이 있는 생선만 먹어라 하였으
며, 돼지고기와 복숭아는 먹지 말라고 금기시하였던 것이다. 그
러나 그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과 같은 수준으로써 그와 같은
가르침은 매우 낮은 학문이었던 것이다.
다음에 두 번째 반열인 역곡 승리제단(勝利祭壇)에서는 무엇
이든지 주님 얼굴을 ‘척!’ 새기고

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먹으면 된다고 가르쳤던 것이다.
그래서 전도관에서는 먹지 못하게 하던 돼지고기나 복숭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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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게 되니 한 단계 높은 단계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자
기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물을 먹음으로써 여러 가지의 질병에
시달리는 웃지 못 할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통탄할
노릇인 것이다.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으며, 모든 사람
은 자기의 체질을 찾아서 그 체질에 맞는 음식물을 먹고살아야
만 하는 것이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하늘 건강 섭
생법(健康 攝生法)을 실천하여 하늘의 율법을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영생을 얻겠다는 사람들이 인간이 기본적으
로 지켜야 할 건강의 상식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영생을
얻겠다고 한다면 되겠는가. 비록 하늘의 사명자라 할지라도 처
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체질을 무시하고 이 하늘의
법을 어기면 쓰러지고야 마는 것이다.
이 체질식의 문제는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모
태에서 잉태될 그때부터 이미 그 사람에게 정해진 생명의 법칙
이며, 이 체질은 평생토록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
로 사람이 천부적으로 타고난 자기의 체질을 알아야만 하는 것
또한 천명인 것이다.
본 삼천년성(三千年城)의 성주(聖主)님께서는 일찍부터 사람
은 누구나 다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천부적으로 이어받은 각자
자기의 체질이 따로 있음을 설명하시고
고 말씀하셨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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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다가 1998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을 설파하기

시작하셨던 것이다. 누구나 각자 자기의 체질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체질식을 실천하는 것은 각자 자기관리에 관한
일인 것이다. 자기의 건강은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
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켜나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
갈 자유와 권리가 있는 것이다.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는
일종의 무지에서 오는 범죄이며,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
님께 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성경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내리신 율법이
있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영적인 양식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는 먹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실과만을 먹었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런데 태초에 아담과 해와는 뱀(사탄)의 유혹에
빠져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원죄(原罪)를 범하고 말았으며,
결국 인간은 그 죄의 값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도 현대판 뱀(사탄)의 유혹에 미혹을 당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죄를 씻음 받고 구원을 받기 위
하여 하나님이 말세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신인 향취와 이슬
성신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신 마귀를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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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능력이 있는 하늘의 양식인 신령한 만나 생명과일을 먹고
아름다운 삼위일체 이긴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먹어야) 영
생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도 악한 마음을 먹으면 피가 썩고, 사망의 신 마
귀를 죽이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으면 생명력
이 용솟음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양식도 신의 분별
을 잘하여 하나님의 신인가, 마귀의 신인가 알아보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생수와 이슬성신을 받아야(마셔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체질에 맞는 유
익한 음식물과 해로운 음식물을 구별하여 유익한 음식물만을
섭취하는 것은 당연한 생명의 원리요, 하늘의 율법을 순종함인
것이다. 누구든지 이 생명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가 아직까지도 무엇을 어떻
게 먹고 살아야하는 것인지조차 잘 모르고 있다. 그저 아무 것
이나 자기 입에 맛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체질에 해로운 것
인지도 모르고 아무 것이나 가리지 않고 마구 먹으면서 살아가
고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끔찍한 일이다.
그리하여 자기 체질에 맞지 않는 해로운 음식으로 말미암아
온갖 질병에 시달리다가 말로에는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다. 그
런데 인간이 질병에 걸리는 주원인이 거의가 체질에 해로운 음
식을 먹음으로써 발생된다는 사실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너무나도 무지몽매한 야만인으로 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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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는 인류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수수께끼였으며, 오랜 역
사 인류가 풀어야 할 과제이며 숙제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유사
이래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바르게 가르쳐 주는 엄마나 스
승이 이 세상에 나타나지 못했던 것이다.
하나님도 이 문제를 가르쳐 주지 못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예
수나 석가나 공자도 가르쳐 주지 못했고, 알라 신도 가르쳐주지
못했으며, 이 세상에 어느 성자라는 자도 인간이 먹고 사는 문
제를 제대로 가르쳐 주는 스승이 없었다.
그러기 때문에 유사 이래 어느 종교도 인간이 먹고사는 법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종교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자
기들이 어떤 것을 먹고 살아야 하는 지도 모르고 병들어 죽는
원인도 모르면서, 고상한 인생을 논하고 또는 예술을 논하기도
하며, 우주를 향하여 인공위성을 발사하여 달과 화성을 탐사하
려는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사상누각(砂上
樓閣)이 아닐 수 없다.
성주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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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세상에서도 바른 인간이 되려면 부모님의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하는데, 그 가정교육은 대개 밥상머리 교육으로부터 시
작된다고 말을 한다. 사람이 바른 인성교육과 함께 먹고 사는
것이 그처럼 중요하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더욱 훌륭한 인성교
육과 함께 체질에 맞는 것을 먹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오늘날 육신의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밥 먹는 방법
도 제대로 바르게 가르쳐 주지 못했다. 갓난아이 때부터 부모님
이
고 가르쳐 줘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체질을 알지 못하므로 체질을 가르쳐 주
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밥 먹는 방법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함부로 아무것이나 먹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다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다.
서양의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히포크라테스도 말하기를
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도 역시 생명체질의 이치는 몰랐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성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체질을 가르쳐 주고
밥 먹는 법을 바르게 가르쳐 주면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
여 살리려고 이 땅에 나타나신 인류의 진정한 하늘 어버이다.
그러므로 성주님은 바로 인류의 영적 엄마다. 태초의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말세에 나타나신 새하나님은 바로 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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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엄마의 구실을 해야만 진정한 엄마다. 자신의 몸이 엄
마 없이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것과 같이, 영적 엄마 없
이는 인간들의 영혼이 다시 태어날 수 없으며, 구원을 받을 수
가 없다. 따라서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영적 엄마다.
자신의 체질에 맞지 않는 해로운 음식들을 함부로 마구 먹으
면서 온갖 질병에 시달리며 하루하루가 위태롭고도 끔찍스러운
삶을 겨우 버티다가 참혹하게 죽어가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성주님께서는 마음이 매우 안타까워 하셨던 것이다.
이와 같이 아무런 희망이 없이 인류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현
실을 보시다 못해 성주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완전한 프로그램
을 들고 나오셔서 그 첫 번째로 이 세상 인류에게 밥상머리 교
육부터 시작하신다. 이것이 엄마가 차려주시는 천국의 밥상이
다. 새 하늘의 율법을 가르치시는 것이다. 그 동안 어느 종교에
서도 해내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엄마만이 가르치시는 하
늘의 율법이다. 인류의 영적 엄마 곧 하늘의 부모가 나타나서
이제야 비로소 사람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먹고살아갈 것인가를
똑바로 천국의 밥상을 차려서 먹게 하시는 것이다. 이제부터 이
가르침이 바로 새 하늘 문명이요, 새 하늘 문화다. 따라서 새
세상 새 시대의 율법이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각기 음양오행(陰陽五行)
의 원리와 생명체질의 법칙에 의해 생명을 창조하셨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동식물들도 이와 같이 음양오행의 원리와 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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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에 따라 각기 다른 체질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체질의 법
칙이 곧 생명의 법칙이다. 이는 우주 만물도 다 이 법칙으로 운
행하고 있다. 사람이 적당한 운동은 건강에 기본이지만 생명체
질의 법칙을 어기면 절대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음식물도 음양오행의 원리와 생명체질의
법칙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은 먹는 사람과 체질적으
로 궁합이 맞는 음식을 먹어야지, 체질적으로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은 오히려 몸에 독이 되어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죽는 것은 영혼이 아니라 몸이 죽기 때문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를 다 사했다고 해도 해로운 음식
때문에 몸이 병들어 죽게 되면 영(靈)과 육(肉)이 분리가 되어
죽은 육체(시체)는 땅에 묻히고 영혼은 영계(저승)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하려면 첫째 몸이 죽지
않고 영(靈)과 육(肉)이 일체(一體)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따
라서 영육일체(靈肉一體)가 이루어져야 영생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몸이 죽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영육분
리(靈肉分離)를 막고 영생하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다. 그런
데 생명체질의 법칙을 가르치지 못하여 몸이 늙고 병들어 죽어
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종교에서 어떻게 영생을 줄 수 있겠는
가? 오직 구세주(성주)만이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
거에 박태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 새끼손가락 걸며 간곡히 당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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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빛고을 광주(光州)!
이곳 남도지방은 예로부터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항상 의
로운 기운이 크게 일어나곤 했던 곳이요,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
의 심장부 역할을 해왔던 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광주(光州)는
5⦁18민주항쟁의 성지로 크게 그 빛을 발휘했던 고장으로서,
지난 2000년엔 구세주 새하나님이 출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사
성인출(辰巳聖人出)의 거룩한 성지(聖地)가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곳 광주로부터 명실상부한 빛의 고을이라는 명칭
에 맞게 구세주 새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새 하늘의 문명이 온
천하에 두루 퍼지게 된 것이다. 또한 이 무렵부터 우리나라 정
부에서도 이곳 광주를 문화수도로 지정을 하여 아시아의 문화
중심의 거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일도 예사로운 일이 아닌
것이다. 그야말로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읊은 그대로 동방의 밝
은 빛이 되어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곳 빛고을은
인류의 태양이신 구세주 새하나님이 출현하심으로써 광주를 일
컬어 태양의 성지라고 명명하시게 된 것이다. 이제부터 그야말
로 지루하던 어둠의 세상은 끝나고 태양이 떠오름으로 말미암
아 광명천지 새 세상이 열리게 된 것이다.
오늘날 구세주 새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생명체질의 법칙
은 누구도 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법칙이다. 이 체
질의 법칙은 바로 하나님 생명의 자유율법이다. 곧 새 하늘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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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요, 새 하늘 문명이다.
그런데도 이 체질식을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다. 거
룩한 성안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으며,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쳐 주고 잘 지키라고 아무리 강조해 주어도
이 좋은 생명의 법칙을 절대로 지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영생의 자유율법은 거룩한 성안에 들어와서 성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비로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법칙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하나님의 자유의 율법을 순종하
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이 생명체질의 법칙은 성경의 모세 율법처럼 누가 감독하고
어기면 형벌을 가하는 법이 아니다. 자기가 지키고 안 지키는
것도 자유이고, 그 지키는 정도에 따른 결과에 대한 심판도 자
신이 스스로 받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창세 이후에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성경이나
어느 종교의 경전에도 없는 이 생명체질의 법칙은 오직 말세에
출현하여 하늘의 비밀을 드러내어 이루시는 구세주만이 가르치
는 영생의 자유율법이다. 성주님께서는 이를

이라 명

명하신 것이다. 이 생명체질학은 바로 구세주만이 가르치는 구
세주의 학문인 것이다. 구세주 새하나님이 구원 받을 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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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영생의 이치를 가르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사 이래 어느 누구도 이 생명체질
학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종교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격암
유록 성운론에 전라도에 강림하신 구세주 십승대왕 우리 성주
께서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구별하여 먹도록 비로소 가르치
기 시작한다고 예언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구세주의 가르침에 대하여 격암유록 성운론에 기
록하기를

고 예언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성주님께서는 따르는 성도들에게 근10년에 걸쳐서 한창 체질
식을 가르치고 있을 당시 2005년 추계성지순례 행사 날에 등산
로에서 취생(臭生) 성장이 말하기를

라고 질문을 하
였던 것이다. 그때에 성주님께서는 격암유록에 그런 문구가 있
는 지도 잘 몰랐다가 그 질문에 비로소 처음 알았다고 하시면
서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주님께서 역사하고 계
시는 실상을 적중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민족
의 대 예언서 격암유록 성운론의 예언 문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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末世君子銘心하소 無勿不食過去事요
食不食의來運事라 死末生初此時로다

이 예언문은 말세에 선운(仙運)와서 출현한 구세주 정도령 새
하나님이요, 십승 대왕이신 성주께서 나오시어 인간들이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에 대하여 새로운 학문을 가르칠 것이라고 적
중하여 예언한 격암유록 성운론의 기록이다.
성경에도
(야고보서 2장 12절)고 하였다. 이 자유율법은
말세에 출현하시는 구세주 새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하늘의 자유
율법이다. 진정 인류의 엄마가 가르치는 밥상머리 교육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거룩한 성안에 들어와서 거룩한 길을 가
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성 밖에 있는 백성들과는 밥 먹는 방
식이 다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 엄마가 마련하신
영생의 자유율법이요, 천국의 밥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모든 인류가 다 엄마의 사랑과 축복을 받기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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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격암유록(格菴遺錄)의 성운론(聖運論) 전문을 소개하
는 바이다. 심독하여 보기를 바란다.

때되었네仙運와서 天上諸仙出世하니
三之諸葛八韓信이 三八靑林運氣바더
十勝大王우리聖主 兩白聖人나오시고
彌勒世尊三神大王 三豊道師出現하고
西氣東來白兎運에 靑林道士나오시고
木兎再生鄭姓으로 血流道中우리聖師
鷄龍三月震天罡에 三碧眞人나오시고
金鳩木兎雙弓理로 三八之木仙運바다
四綠徵破四月天의 東方一人出世하고
小木多積萬姓處에 市場木이得運하야
白面天使黑鼻將軍 執衡按察人心和로
心中善惡判端하니 毫釐不差隱諱할가
甘露如雨寶惠大師 正道靈이飛出하야
雷聲霹靂電閃迅에 一次二次再三次로

10. 새 하늘 문명

紫霞黃霧火然中에 救世主가降臨하니
三八數定諸神明이 各率神兵總合하야
儒道更正仙儒佛로 天下文明始於艮에
禮義東方湖南으로 人王四維全羅道를
道通天地無形外라 三人一夕脫劫일세
天文術數從何處고 黃房杜禹出沒時라
一心和合是非眞人 末復合一眞人일세
訪道君子修道人아 地鷄龍만찾단말가
寒心하다世上事여 死末生初此時로다
陽來陰退仙運에는 白寶座의神判이라
非禮勿是非禮勿聽 行住坐臥端正하소
先聖預言明示하라 逆天者는亡하리라
陰陽木田鷄水邊의 脫退冠家二十日草
愛好者는亡하나니 末世君子銘心하소
無勿不食過去事요 食不食의來運事라
從鬼者는負戌水火 眞逆者는禾千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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送臼迎新此時代에 天下萬物忽變化로
天證歲月人增壽요 春滿乾坤福滿家에
願得三山不老草와 拜獻高堂鶴髮親에
堂上父母千年壽요 膝下子孫萬歲榮을
立春大吉傳했으나 建陽多慶모르리라
惡化爲善되는日에 天受大命立春일세
老少男女上下階級 有無識을莫論하고
生命路에喜消息을 不遠千里傳하올제
自一傳十十傳百과 百傳千에千傳萬을
天下人民다傳하면 永遠無窮榮光일세
肇乙矢口十方勝地 擧手頭足天呼萬歲
이 성운론은 전체적으로 전라도에 제3차로 이슬은혜를 내리
면서 강림하신 구세주 정도령 십승대왕 우리 성주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 전라도에 강림하신 구세주 정도령님이 백보좌의 신판을
하신다고 예언명시하고 있으니, 이제부터 이 세상에 마귀의 권
세는 여지없이 박살이 나고, 새 세상 하늘나라 지상천국의 건설
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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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격암유록은 서기 2008년에 이르러 61세가 되시고 청년과
같이 젊고 건강하신 전라도 출신의 이씨의 정도령이 진사성인
출을 하시는 인류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구세주 정도령이심을
다음의 예언문에서도 분명하게 예언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蛇龍當運何時던고 支離歲月길다마소
貴여웁다우리阿只 十八抱子達穹達穹
六十一才白髮이냐 知覺事理靑春일세
容天劒을갓엇으면 均一平和主仰主仰
三共和合何時던고 通合通合天下通合
可憐時事慘酷하다 作掌作掌作掌作窮
人王四維왼말이냐 光明世界明朗하다

위의 본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진사성인출의 그 시기는 언제
인가? 세월이 길다고 한탄하지 마라. 귀엽다 우리아기 성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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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라.(十八抱子) 이 분은 61세가 되어도 백발이 아니며 육체
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 사리를 판단하는 정신력이 왕성하게 넘
쳐나는 젊은 청년이라는 것이다.
이 예언대로 적중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니, 성주님의 헤어스타
일을 보는 사람들이 검은색 염색을 하신 것으로 착각을 하지만
성주님의 머리는 염색을 하지 않은 검은 생머리인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성주님께서는 단에서 말씀하시기를

고 말씀하시
면서, 태권도 발차기로 높이차기를 아주 멋있게 차시는 것이다.
그리고 성주님께서는 최근에 치과에 가셔서 치아를 검사하셨
는데, 치과 원장님은
라고 감탄을 하
였던 것이다. 60세가 되신 분이 아무나 그렇게 잇몸이 어릴 때
의 잇몸으로 젊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성주님께서 십대 적의 생체리듬과 컨디션을 느끼신다고
하신 말씀이 실제로 입증된 것이다. 이로써 영생의 사이클이 비
로소 첫 한 바퀴의 회전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
의 세상은 끝나고 영생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격암유록 갑을가(甲乙歌)에 정도령의 춘추가 61세가
되는 때를 적중하여 예언하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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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였고,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동안 61세가 되기까지는 은둔생활을 하시면서 당신
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초라한 모습으로 조용하게 지내시다가 61세가 되는
해부터 갑자기 성주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되니, 61세부터
시작하고 61세에 성공한다고 예언을 하고 격암유록의 예언을
마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디 이루고 속히 이루기를 놓고 서로 다투지만, 남자
운은 속히 모사를 하나 여자 운은 더디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속히 이루는 자는 산 위에 눕게 되고(速人成事郇山臥) 뒤 늦게
더디 이루는 자는 결국 성공하여 하늘의 뜻을 세우게 된다.(遲
人成事鷄龍立)고 예언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과거의 전도관이나 승리제단의 역사는 전도부흥
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속히 이루어지는 줄로 착
각을 하였으나, 그처럼 먼저 속히 이루신 박태선 장로님이나 조
희성 전도사님은 이미 죽어서 산 위에 눕게 된 것이다.
거기서 알곡은 먼저 튀어나오고, 끝까지 남아서 따르는 자들
은 결국 맨 나중까지 남은 쭉정이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이는
앞 반열 두 감람나무는 죽게 되고 마지막 셋째 반열의 사명자
가 삼위일체 완성자 구세주라는 뜻이다.(묵시록 11: 3)
그러므로 가장 더디 전도가 되는 줄로 알았던 이씨 정도령이
일으키시는 삼천년성의 성주님만이 맨 나중에 홀로 남아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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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을 성안에 거두어들이며 결국 하늘의 뜻을 다 이루시게 된다
는 뜻이다. 세 번째에 비로소 하늘의 뜻이 완성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성주님 곁에서 따르는 분들이 성주님께 염려
가 되어
라고 말씀을 드리면,
성주님께서는

하시며, 매우 태평하게 말씀하
시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대기만성(大器
晩成)이란 문구가 떠오른 것이다.
그 동안 지구상에 일어났던 기성 종교는 모두 다 사교에 불
과하고 인생을 구원하는 참 종교는 가장 늦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맨 끝에 일어나는 마지막 종교이다.
그러므로 옛날 선지성현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소망의
기쁜 새 날이 바로 이때이다. 이 세상에 드디어 사람의 몸이 죽
지 않고 영생하는 하늘나라가 시작된 것이다.
또한 따르는 성도들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더욱 젊어지고 있
는 것이다. 그야말로 죽음이 없는 영생의 역사 새 하늘의 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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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영생
을 주시는 구세주 정도령이 이씨(李氏)임이 분명한 것이다.
그런데
라고 하였으니, 이는 인왕사유 전라도에서 명랑한 광명세계
를 만드시는 정도령이 출현하시니, 이것이 웬 말이냐 하는 뜻이
다. 그 동안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차별대접을 받으면서 멸시,
천대하던 전라도 땅 빛고을 광주(光州)에서 온 세상을 새롭게
밝히는 빛의 존재가 출현하시게 된 것이다.
구세주 새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멸시 받던 낮은 곳으로 임
하시니, 오히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도 그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니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구세주 정도령이 출현하신 곳이 바로 이곳 코리아의 빛고을
태양의 성지 광주(光州)가 되는 것이다. 빛은 동방으로부터 비
치고 그 빛은 코리아의 빛고을로부터 떠오르는 인류의 태양 구
세주 새하나님인 것이다.
이곳에서부터 새 하늘의 문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곳
삼천년성에서는 성주님께서 모든 인생들이 각자 타고난 자기의
체질을 알아서 그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하나님 생명 창
조의 법칙을 지키면서 사람이 늙지 않고 병들지 않으며 죽지
않는 영생의 비결을 가르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받고 또 체질식으로 육체의 건강
까지 지켜서 영육일체를 이루는 영생의 학문을 가르치고 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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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찌 인간 생명
체질의 법칙을 알아서 가르칠 수가 있겠는가.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사람은
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생명을 음양
오행의 법칙을 따라서 8체질의 프로그램으로 생명의 질서를 만
드셨던 것이다.
이것이 곧 자연의 법칙인 것이다. 우리 인간의 몸에는 자율신
경에 의해 인체 내면의 신진대사가 자동시스템으로 유지되어가
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인간들이 이 하나님 생명의
법칙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죄를 범하므로 인간의
피가 극도로 오염되어 생명력이 한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말세에 출현하신 새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와 같
은 사실을 깨우쳐서 생명체질의 법칙에 의한 자기의 체질에 따
라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가려서 먹도록 하시고, 사람이 병
들지 않고 늙지 않으며 영생하는 학문을 가르치시는 것이다.

人王四維智異山이 十勝으로暗示일세
十勝之地出現하면 死末生初當運이라
入山修道念佛님네 彌勒世尊苦待치만
釋迦之運去不來로 한번가고아니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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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千之運釋迦豫言 當末下生彌勒佛을
萬疊山中仙人들아 山中滋味閑寂하나
魑鬼未魍魎虎浪盜賊 是亦弓不在山일세
斗牛在野勝地處엔 彌勒佛이出現컨만
儒彿仙이腐敗하야 아는君子누구누구
削髮爲僧侍主님네 世音菩薩게누군고
侍主菩薩不覺하고 彌勒佛을제알손가
阿彌陀佛佛道人들 八萬經卷工夫하야
極樂간단말은하나 가난길이希微하고
西學入道天堂인들 天堂말은참조으나
九萬長天멀고머니 一平生엔다못가고
咏歌時調儒士들은 五倫三綱正人道나
倨慢放恣猜忌疾妬 陰邪情欲啻일너라
人道儒와 地道佛이 日落之運맡은고로
洛書夜運昏衢中에 彷徨霧中失路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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儒佛仙이各分派로 相勝相利말하지만
天堂인지極樂인지 彼此一般다못하고
平生修道十年工夫 南無阿彌陀佛일세
春末夏初四月天을 당코보니다虛事라

지리산의 정기를 타고 미륵불이 출현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허사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으니, 참으로 의미심장한
예언임을 알 수가 있다. 이는 미륵불이신 새하나님이 바로 참
종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
였으니,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부패하였으니, 이를 합(合)하
고 모두 폐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 하였으니, 이는 구세주
정도령이 출현하시면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허사라는 것이다.

鷄龍石白非公州요 平沙之間眞公州라

非山非野白沙間이 弓弓十勝眞人處라
公州鷄龍不避處니 此時代는何時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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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不近에轉白死니 入山修道下山時라

라고 하였는데, 이는 공주의 계룡산에 돌이 희어진다고 하는 그
공주(公州)는 지금의 충남 공주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평
사지간 진공주라 하였는데, 이는 지금의 경기도 부천시의 부평
과 소사 사이의 지역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곳이 바로 진짜 공
주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진짜 정도령이 나오시기 때
문이다.

고 하였으니,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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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있다는
뜻으로, 지금의 역곡(驛谷) 승리제단(勝利祭壇)이 계룡산(鷄龍
山)임을 암시한다.
여기서

이라 하는 뜻은 실제로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니니 육적인 산이 아니고 영적인 계룡산(鷄
龍山)이라는 의미로서 하나님 섭리의 동산을 의미한다.
라고 하였으니, 공주에 있는
계룡산은 진짜 피난처가 아니니
이 시대는 어느 때인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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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였으니
라는 뜻이다. 흰 백(白)자를 옆으로 굴리면 입산(入山)이 되기
때문에, 이는 입산(入山)하면 죽는다는 뜻이다.
이는 곧 종교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산(山)은
모든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을 가까이 하지 말라
는 뜻은 종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이다. 산을 가까이 하면
죽을 것이라 했으니, 종교를 가까이 하면 그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죽는다는 뜻이다. 더욱 자세히 알고 보면 그 동
안 모든 종교의 경전을 읽고 그대로 순종을 하고 살면 모두 죄
를 범하는 것이 된다. 그 동안 세상에 구원의 종교가 없다는 뜻
이다. 옛 종교가 다시 개혁을 하거나 종교끼리 서로 화합을 한
다고 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종교가 될 수 없고, 구세주 새 하나
님을 따라야만 되는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 아침이 밝아왔기 때문이다.
하였으니, 진사당운(辰巳當
運)이면
하는 뜻이다. 모든 종교에서 나오라는 뜻이다. 이는 삼위일체
구세주 정도령은 경기도 소사(素沙) 역곡의 승리제단(勝利祭壇)
에서 연단을 받고 삼위일체 완성자 구세주가 되어 나오신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승리제단을 몰라가지고는 안 된
다. 소사(素沙) 역곡의 승리제단(勝利祭壇)에서 구세주 삼위일체
정도령 미륵왕이 나오시어 진사성인출을 하여 역사를 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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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거든, 입산수도(入山修道)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산할 때
라는 의미는, 모든 종교에 들어가 있는 신도들은 모두 그 종교
에서 나올 때라는 것이다.
구세주가 경기도 부천시 소사(素沙)를 거쳐서 나오시게 되는
것은

하였으니, 이곳 소사에

서 구세진인(救世眞人)이 이기고 나오시게 되어 있다. 세 분의
정도령이 모두 이곳을 거쳐서 나오시게 된 것이다. 이것은 모두
예정(豫定)된 각본(脚本)인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종교는 그 사명이 다 끝났다는 뜻이다. 이는 모든 종교에서 나
와 삼위일체 정도령(正道靈) 구세주 새하나님 미륵왕(彌勒王)을
맞이하고, 그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여 따르라는 뜻이다.
이제 그 참 목자가 약 20여 년간 시간을 낚시질을 하며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떠오르는 태양으로 출현하시니, 6천년의 지
루하고 어두운 밤을 물리치고 이제야 당신의 때가 이르러 양을
치기 시작하시며, 양떼를 부르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 분은 아
무런 기반이 없이 혈혈단신무배우(孑孑單身無配偶)로 초라한 모
습으로 나타나시어 피눈물을 흘리면서 험한 길을 오신 것이다.
그와 같은 내용이 격암유록에 다음과 같이 예언이 되어 있다.

天縱之聖鄭道令은 孑孑單身無配偶라
천 종 지 성 정 도 령

혈 혈 단 신 무 배 우

何姓不知天生子로 無父之子傳했으니
하 성 부 지 천 생 자

무 부 지 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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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氏道令알랴거든 馬枋兒只問姓하소
정 씨 도 령

마 방 아 지 문 성

鷄龍都邑海島千年 上帝之子無疑하네
계 룡 도 읍 해 도 천 년

상 제 지 자 무 의

雙弓雙乙矢口者生 訪道君子不知人가
쌍 궁 쌍 을 시 구 자 생

방 도 군 자 부 지 인

弓弓之間背弓理로 亞亞倧佛傳했으니
궁 궁 지 간 배 궁 리

불 아 종 불 전

薨怱佳氣背占數에 項占出現彌勒化라
홍 총 가 기 배 점 수

항 점 출 현 미 륵 화

落淚血流四海和로 死之征服解寃世라
낙 루 혈 류 사 해 화

사 지 정 복 해 원 세

고 하였으니, 하늘이 세운 성인 정도령은 글자 뜻 그대로 홑
단(單) 자요, 몸신(身) 자이므로 혈혈단신(孑孑單身)이라 하였으
니, 두 사람이거나 쌍둥이는 절대로 아니고, 홀로 한 몸이란 말
이요, 한 분뿐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하늘의 섭리에 따라 나오신 정도령은

고 한

그대로, 그 성씨도 어떤 성씨인지 알지 못하는 하늘에서 태어나
신 아들로서, 무부지자(無父之子) 곧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라
전했으니, 어려서 일찍이 조실부모하여 고아처럼 고생고생하며
연단의 연단을 거쳐서 강자로 자라나신 분이다.
위의 예언문에 명시된 그대로 그야말로

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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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니, 외롭게 홀로 한 분으로 나오시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성주님께서 1982년 6월 17일에 역곡에서 200여
명에게 몰매질을 당하실 때에 그야말로 혈혈단신무배우로 그
모진 매질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토록 혈혈단신 무배우로 죄인들에게 마귀라고 몰
리어 매질을 당하시니, 이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험하고 높은 경지였던 것이다. 그리고 정씨 도령의 성씨를 알려
거든 마방아지 문성하소, 곧 말(馬)의 상징으로 오신 정도령에
게 그 분의 성씨를 물어보라고 하였다.
이는 여마(女馬)의 상징으로 출현하신 역곡 해와 이긴자 되시
는 역곡 주님께서
라고 말씀하시고,
또

라고 하면서, 20여 년

동안이나 이현석 관장님을 가장 마귀라고 계속해서 치는 가운
데, 그 다음 반열 사명자의 성씨가 이씨(李氏)임을 알게 된다는
뜻이다. 이는 이긴자가 이씨(李氏)라는 암시의 말씀이다.
다음은 정감록(鄭鑑錄) 청구비결(靑丘秘訣)에 나타난 기록을
잠시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丑寅年月上狂龍領三軍 女馬忽起江角聲滿朝延
축 인 년 월 상 광 룡 령 삼 군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 마 홀 기 강 각 성 만 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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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였는데, 이는 을축년(乙丑年: 1985)과 병인년
(丙寅年: 1986) 상(上)이란 그보다 이전의 시기를 의미하는 것
으로, 1980년과 1981년도에 전도관의 박태선 창조주 하나님께
서 따르는 신도들을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쇼를 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었다. 죄인들은 그 뜻을 모르고 박 장로가 미쳤다고도 말
하고 너무 교만해져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온갖 험담들
이 난무하였던 사실은, 오히려 이 예언이 너무나도 적중하였음
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이라 곧 미친 용이 광란을 하여

삼군을 호령한다는 것은 이 나라의 육군, 해군, 공군의 삼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목운(木運)의 정도령이 거느리는 하늘의
영적 군대인 교단(敎團)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박태선 영모님
이 곧
이므로, 이를 그대로 나타내 명시한 것이다. 그러
므로 너무나도 적중한 예언의 문구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광란을 일으킨다는 미친 용은 목운(木運)의 청룡지신(靑
龍之神)인 박태선 장로님을 뜻하는 것으로서, 당시에 온갖 험한
말들이 요란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분명히
이라 하였으니, 이는 여마(女馬) 곧 역곡 조 전도사님 금운(金
運)의 정도령을 뜻하며, 역곡 조 전도사님은 곧 영적인 해와요,
말(馬)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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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우곤마(乾牛坤馬)로서 소(牛)는 아담 이긴자 성주님을 상징
하고, 말(馬)은 해와 이긴자 조희성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역
곡 승리제단도 1981년부터 역사를 시작한 고로 축인년(丑寅年)
인 1985~1986년 이전에 역사를 시작한 것을 적중하여 예언함
인 것이다. 이는 분명 전도관도 아니요, 승리제단이 분명하다.
그런데 여마(女馬)가 강에서 홀연히 일어나서 각축전을 벌이
는 소리가 온 나라 안에 조정에까지 가득하리라 하였으니, 역곡
조 전도사님이 경기도 김포군 김포면 감정리 한강 하구언에서
태어나시고, 한강 유역에 해당되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 역곡에
서 역사를 벌인 고로 여마(女馬)가 홀연히 강에서 일어났다는
예언이 맞았다.
그리고 역곡의 승리제단이 온 나라 안이 떠들썩하도록 사회
문제가 되어 뉴스 보도가 되고 사법처리가 되는 상황까지 이르
게 되었으니, 이 예언대로 놀랍게 적중하였다.

라 하였으니, 이는 천계룡에 도읍하니 세 번째 천 년이니
삼천년성(三千年城)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임이 의심 없네.
이라 함은, 열 십(十)자의
이치를 아는 자는 산다는 뜻이며, 방도 군자들이 어찌 이를 모
르는가 하는 뜻이다.
그리고
라고 한 이 문구를 도깨비들이 말하기를, 두 사람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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륵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데 어불성설인 것이다. 이는 그들이
얼마나 무식한 자들이란 걸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은

이라 하여

두 사람이 아니라, 궁궁(弓弓)의 두 글자가 뒤로 등을 돌리고
있는 두 글자 사이를 궁궁지간(弓弓之間) 배궁리(背弓理)라 하
여 가운데 백십자(白十字)를 표현한 것이다.
격암유록 농궁가(弄弓歌)에

이라 한 것과 같이, 이는 바로 중앙 토운(土運)의 십수지인
(十數之人)이요, 십오진주(十五眞主)라 전했다는 의미로 오직 한
분을 뜻하는 것이다. 만인이 고대하던 진짜 구세주(救世主)는
십오진주(十五眞主)이며, 십오진주(十五眞主)는 바로 중앙무기오
십토(中央戊己五十土)의 토운(土運)이며, 하늘의 감추었던 한 씨
의 새하나님 성주님을 지목하여 예언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란 문구를 두 사람이라고 주장함은 어불성설인 것이
다. 불아종불십수지인(亞亞倧佛十數之人)이란 토운의 본체 정도
령 한 분만을 지목한 것이지, 두 사람이 아닌 것이다. 이를 가
지고 두 사람의 미륵불이 나온다는 말이라고 거짓 해석을 하여
사람들에게 미혹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예언문의 서두에서부터

라 함은, 오직 한

분의 미륵불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세 분의 정도령이 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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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지만, 결국 세 번째 반열로 오신 아담 성주께서 삼위일체를
완성하시어 구세주로서 오직 한 분이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
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나타낸 것은 하나님께서
장자의 신분을 마귀에게 숨기기 위함이었으며, 쌍둥이만이 형과
동생을 바꾸어 마귀를 속일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
실상 모태로부터의 장자인 형은 야곱이었으며, 에서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세상에 모든 쌍둥이는
먼저 나온 놈이 동생이고 나중 나온 놈이 형이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더라도 대개 쌍둥이 중에 동생이 더
똑똑하고 건강하며 형은 동생보다 약하고 덜 똑똑한 것이다. 그
이유는 동생이 형이요, 형이 동생이기 때문이다.

하였으니, 이는

라는 뜻이다.
(점 점자는 點이라고 쓴다.)
다시 말하면, 그 동안 첫째 반열, 둘째 반열, 셋째 반열로 이
어져 오던 업장을, 한꺼번에 모두 다 걸머지고 담당하시며 출현
하시니 참 미륵이 되신다는 뜻이다. 구세주란, 그냥 이름이 좋
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만백성의 죄를 몸소 대신 지고 담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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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는 분이 진짜 구세주 정도령이요, 미륵왕이요, 새하나님이
다.
그런 가운데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만백성의 모
든 죄를 걸머지고 담당하신 능력의 수라는 것은 구세주의 구비
조건이 되는 3수의 완성인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앞의 문구와 짝이 되는 내용으로서, 바쁘
게 몰아치는 죽음의 고비를 아름다운 기운으로 이겨서 점령하
고 모든 죄의 짐을 지고 담당하는 운수로써 그 피와 눈물이 흘
러 사해에 두루 섞임으로 말미암아, 만백성의 죄를 크게 지고
이기며 출현하시어 죽음을 정복하여 모든 업장을 소멸하시니,
모든 인류의 원한을 풀어주고 영생을 주심으로 아름다운 세상
곧 지상천국을 만드신다는 뜻이다.
그 동안 성주님께서 걸어오신 형극(荊棘)의 길을 돌이켜 생각
해 본다면, 이 예언이 너무나도 적중한 예언이라 아니할 수 없
는 것이다. 성주님만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의인이요,
구세주 새하나님이다. 태초에 잃었던 두 씨는 사실상 죄인이 되
었던 것이다. 미륵불의 가장 유일한 징표는 감로여우해인이라
한 그대로 오직 모든 중생들의 업장을 소멸하는 감로수요, 이슬
같은 은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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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경 이사야 41장 2절에도
라고 예언한 바와 같
이, 동방의 의인은 오직 한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두 사람이나 복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
직 한 분이시므로,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신다는 한 분이
바로 새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홀로 하나만 되시고 능하신 자시라고 분명하
게 성경에 명시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복수로 두 분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 디모데전서 6: 15~16 -----

위의 기록은 구역 성경에서 발췌한 것이다. 한글판 개역성경
은 선량한 신도들 모르게 목사들이 여러 차례나 뜯어고쳐서 엉
터리로 만든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구역(舊譯) 성경
을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경전이나 예언서에 말
세에 구세주 하나님이 오직 한 분으로 출현하신다고 예언이 되
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세에 복수로 출현하신다는 기록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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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도령(正道令)의 성씨는 이씨다.
세간에 흔히 정도령이라고 하니까, 정씨(鄭氏) 성을 가진 사
람이 나오는 줄로 오해하는 수가 있으나, 정도령이라는 말은 하
늘의 영적 말이며, 실제로 정도령은 세 분이 나오시게 되는데
그 성씨는 박씨(朴氏), 조씨(曺氏), 이씨(李氏)인 것이다.

先天秘訣篤信마소 鄭僉只는虛僉只세
天下理氣變運法이 海印造化다잇다네
---- 菴遺錄 歌辭總論 ----

정변박(鄭變朴)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므로 성씨가 정씨라서
정도령이 아니라, 천하의 이치와 기를 변화시키는 해인(海印)을
용사하시며 인류를 구원하시는 조화(造化)의 능력에 있는 것이
다. 해인을 용사하시는 분이 진짜 구세주 정도령인 것이다.
세 분의 정도령 가운데 세 번째 정도령(正道令)의 성씨 오얏
나무 이씨(李氏)만이 꽃피고 열매 맺는 목인성(木人姓)인 것이
다. 다음은 장차 말세에 이씨 정도령이 나오신다는 예언이다.

鷄龍俗離非吉地라 切忌公州鷄龍일세
李氏將末理氣靈理 移入鷄龍何者인고
靑鶴抱卵入于鷄龍 豈有世上之理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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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이 子를 품으니, 곧 李 자가 된다.)
위의 예언문은 격암유록(格菴遺錄) 계룡론(鷄龍論)에 있는 예
언문이다. 세상에서 충남 공주 계룡산과 충북 보은의 속리산은
명산과 길지라고 유명하다. 그러나 공주의 계룡산과 보은의 속
리산은 길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공주 계룡
산은 하늘의 섭리에서 그 맥을 경계하여 끊어버렸다는 뜻이다.
그러기 때문에 말세에 정도령이 나오신다는 그 계룡산은 공주
의 계룡산이나 또 다른 데 있는 계룡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땅의 계룡산이나 속리산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계룡산으로 들어가신다는 뜻이다. 그러므
로 이씨의 정도령이 들어가시는 계룡산이란 공주의 계룡산이
아니요, 땅의 계룡산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는 삼위일체 완성으
로 에덴동산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며, 에덴동산을 회복하는 주
인공은 중앙토운(中央土運)만이 이루게 되어 있다. 즉, 잃었던
두 씨와 중앙토운(中央土運)이 합하게 되면 영적인 에덴동산이
요, 삼신산이다. 그러므로 진짜 하늘의 계룡산은 저 충청남도에
있는 공주(公州) 땅의 계룡산(鷄龍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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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역사를 이루는 소사에 있는 역곡 승리제단을 뜻한다.
이 영적 계룡산(鷄龍山)은 처음에 박태선 장로님께서 이룩하
신 계룡창업(鷄龍創業)을 이어 받은 승리제단에 이현석 정도령
님께서 들어가시어 삼위일체를 완성하여 나오셨으니, 성주(聖
主)님이 바로 계룡산에서 나오신 그 정씨왕(鄭氏王)의 셋째 반
열의 계승자 이씨(李氏)의 정도령이다.
장차 말세에 이씨(李氏)가 신령스러운 이기(理氣)를 가지고
계룡(鷄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계룡산(鷄龍山)의 주인인
삼위일체 정도령의 성씨가 이씨(李氏)인데, 그 이씨(李氏)의 정
도령이 신령스러운 감로해인을 용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룡산
에 들어가시어 하나님의 세 씨의 영을 합하여 삼위일체를 완성
하여 중앙토(中央土)에 정좌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곧 이씨(李氏)의 정도령이 계룡산(鷄龍山)에 도읍을 정
하신다는 말씀이다. 마지막 때 구세주 정도령은 이씨(李氏)로
오시는 분이며, 이씨(李氏)가 계룡산(鷄龍山)의 영원한 주인이라
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씨 정도령이 바로 만왕의 왕이라는
뜻이다. 더 이상은 없다. 여기서 계룡산에 도읍을 정한다는 이
계룡산은 공주의 계룡산이 아니라 최고의 높은 자리 백보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계룡산(鷄龍山)의 주인공은 바로 이씨(李氏)의 정도령이
라는 뜻이다. 삼위일체 이긴자 아담 성주(聖主)가 바로 천계룡
(天鷄龍)의 주인공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말세에 이씨가 신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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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운 능력을 가지고 계룡에 들어가신다 함은, 이씨(李氏)가 바
로 계룡산의 주인공이요, 예언의 주인공인 삼위일체 왕 구세주
정도령이라는 뜻이다.
정도령은 모두 세 분뿐인데 세 분의 정도령 박씨(朴氏), 조씨
(趙氏 ⇒ 曺氏), 이씨(李氏) 중에서도 꽃 피고 열매 맺는 씨가
있는 과일나무의 성씨 즉 목인성(木人姓)은 오직 오얏나무 이
(李)자의 이씨(李氏) 성주님뿐이다. 이 분이 바로 셋째 반열 삼
위일체 완성자이다. 이 분이 바로 하늘의 뜻을 이어받은 하나님
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정도령은 진사성인출(辰巳聖人出)의 셋째 반열 삼
위일체 정도령(正道令)이라는 사실도 함께 명시하고 있는 것이
다. 또한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세간재생 정씨왕의 성씨가 일
자종횡목인성(一字縱橫木人姓)이라고 하였으니, 이씨(李氏)가 정
씨왕(鄭氏王)이라는 뜻이다. 이씨가 바로 하늘 문을 열고 나오
신 새하나님인 것이다.

天生有姓鄭道令 世間再生鄭氏王
一字縱橫木人姓 世人心閉永不覺

천신하강 특명서

정도령이란 본래 정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파자(破字)로
써 유대읍(酉大邑)의 도인(道人)이라는 영적인 암호이다. 그러므
로 정도령은 분명히 정씨가 아닌 정해진 다른 성씨가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여기서 일자종횡(十) 목인성(木人姓)이라 하였으니, 목인(木
人) 박(朴)자의 파자(破字)인 것이다. 그러므로 박씨(朴氏)가 목
인성(木人姓)이 되는 정씨왕이다. 또한 오얏 이(李)자는 목(木)
의 아들(子)이므로 감람나무의 아들 가지라는 뜻이며, 이씨(李
氏)의 정도령은 영적으로 박씨(朴氏)인 정씨왕(鄭氏王)의 아들이
요, 정씨왕의 후예(後裔)이니 틀림없는 재생(再生)하신 정씨왕
(鄭氏王)이다. 그런데 이씨의 정도령은 실제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 부활하신 분이니

이 분명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낳아놓고 너
무나 기쁘셔서 흥겹게 노래하시면서 그 성씨가 이씨(李氏)임을
증거 하셨으니, 다음의 예언 문구와 같은 것이다. 정감록과 격
암유록에서 예언된 주인공은 이씨가 분명하다.

蛇龍當運하시던고 支離歲月길다마소
貴여웁다우리阿只 十八抱子達穹達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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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사성인출(辰巳聖人出)의 정도령은 곧 셋째 반열 삼위일체
완성자(三位一體 完成者)요, 정씨 왕(鄭氏王)의 정통 계승자인
것이다. 그 삼위일체 정도령의 성씨가 이씨(李氏)로 나오신다고
예언이 되었으니, 그 문구를 풀어보면
이라 하였으니, 십팔(十八=木)이 아들(子)을 안았으
니(抱) 곧 오얏 이(李) 자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사성인출(辰巳聖人出)의 정도령은 진사년(辰巳年:
2000~2001년)에 출현하는 세 번째 정도령이 분명하며, 이 분
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성씨는 이씨(李氏)라는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노래하는 가사인 것이다.
그리하여 격암유록 말운론에 정도령이 이 나라의 정권을 잡
고 다스리시게 되는데, 이 분의 성씨는 이씨요, 무자생(戊子生:
1948년생)이라고 예언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오얏 꽃
은 오얏 이씨를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도령이 나와야만 정치
가 안정이 되고 태평천하가 된다고 예로부터 기다려 온 것이다.

李朝之亡何代四七君王
이 조 지 망 하 대 사 칠 군 왕

李花更發何之年 黃鼠之攝政也
이 화 갱 발 하 지 년

황 서 지 섭 정 야

이조(李朝)가 망한 것이 어느 대인가? 28대 군왕이라. 오얏
꽃이 다시 필 때가 어느 해인가? 누른 쥐가 정권을 잡으리라.
이는 이씨왕조(李氏王朝)가 끝나고 정씨왕(鄭氏王) 곧 삼위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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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三位一體王) 이씨(李氏)의 정도령시대(正道令時代)가 도래(到
來)하는 것을 의미하는 예언 문구인 것이다.
이씨(李氏)의 정도령 곧 삼위일체 왕(王) 토운(土運)의 정도령
이 나오신다는 뜻이다. 격암유록 성운론에도
라고 예언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오얏 꽃이 필 때가 어느 해인가 라고 하였고, 누른
쥐가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이씨의 정도령이 무자생(戊子生:
1948)이라는 뜻이니, 오늘날 토운(土運)의 정도령 아담 성주님
을 적중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바야흐로 중앙(中央) 토운(土運)의 정도령 이씨가 나라
를 바르게 다스리는 시대가 돌아온 것이다. 정감록이나 격암유
록에서 가장 강조한 구세주 정도령의 성씨가 이씨임을 다음 예
언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民家如鼎足也此後 李氏承統之人當當鄭之裔
邑國於淸水之山下 歲遇千歲之後賢走得統之人
戊己之年千有白雲之變 白則見於寅卯之方
靑則見於庚兌之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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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씨가 하늘의 권세를 이어받아 내려온 승통지인이요,
당당한 정씨왕의 정통 후예(계승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
하고 있는 것이다. 이씨가 연단을 받고 이겨서 도통을 하시어
진사년에 출현을 하신다고 하였다.
이는 정씨, 조씨, 이씨, 세 분의 정도령 중에서 이씨 정도령이
정통 후예(계승자)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삼위일체 완성자 구세주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1990년(庚午年) 2월 7일 박태선 장로님
이 화천(化天)하신 날, 제3신앙촌에서 공중으로 높이 백운(白雲)
의 구름기둥이 일어나서 서쪽 방향 전라도 광주 쪽으로 거대한
구름다리가 놓여 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 구름기둥이 차차 푸른
빛으로 변하였으니, 푸르거든 서쪽지방(見於庚兌之方)을 봐야
할 것이라 함과 같았던 것이다.
이는 곧 하늘의 징조를 보라는 것이다. 여기서 서쪽지방은 전
라도 광주 지방이니, 곧 광주에 있는 삼천년성으로 가라는 박태
선 창조주 하나님의 지시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서쪽 광주에
서 구세주 정도령이 출현하실 것을 암시하는 것이요, 그 당당한
정씨왕(鄭氏王)의 후예는 바로 이씨(李氏)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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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구세주 정도령(正道靈)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의로
운 고성이씨(固城李氏)의 혈통을 타고 세상에 탄생하신 것이다.

三傑一人靑眉大將 異陵非衣人王四維千人得生
삼 걸 일 인 청 미 대 장

이 능 비 의 인 왕 사 유 천 인 득 생

分國爭雄三傑之人 南步老將白首君王七李相爭
분 국 쟁 웅 삼 걸 지 인

남 보 노장 백 수 군 왕 칠 이 상 쟁

勝利一人三分 天下假鄭三年道下止
승 리 일 인 삼 분

천 하 가 정 삼 년 도 하 지

위의 예언문에서
이라 하였으니, 세 분의 정도령이 삼
분하여 서로 주장을 하는 가운데 이씨와 정씨가 서로 쟁투를
한다고 하였다.
이라 하였
으니, 조씨 정도령(趙氏: 走肖神將)을 백미장군이라 하였으니,
이는 눈썹이 없는 정도령이라는 뜻이요, 실제로도 과거에 조희
성 전도사님은 눈썹이 없었으며, 머리도 대머리였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라 하였으니, 이는 정씨(鄭氏: 鄭
變朴), 조씨(趙氏), 이씨(李氏) 세 분의 정도령 호걸(豪傑: 정도
령)이요, 군자 중에서 눈썹이 푸른 청미대장(靑眉大將)인 인왕사
유(人王四維) 전라도(全羅道) 출신으로서 기이한 모함(異陵)을
당하고 계시는 의인(非衣)이요, 죄를 담당하는 이긴자(千人)를

11. 진사성인출(辰巳聖人出)

붙들어야 산다(生)고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궁을론에서 예언한 세 분의 정도령 중에 박씨(鄭變朴), 조씨
(趙氏: 曺氏), 이씨(李氏) 세 분의 정도령 중에서 전라도에서 출
현하신 이씨 정도령은 오직 삼천년성 성주님 한 분뿐이다.
그리고
이라 한
그대로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 싸우는 가운데 남쪽으로 내려오
면서 싸우는 대머리 군왕이 칠 수의 주인공 토운의 정도령 이
씨와 싸우는데 한 분이 승리를 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세 분의 호걸이 서로 싸워서 결국 이씨(李氏) 한 분
이 최후 승리를 하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라고 강조하

격암유록 중에서도

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 분의 정도령 중에서도 최후의 승
리자요, 삼위일체왕이신 구세주는 이씨 정도령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도령은 모두 세 분뿐이다. 그리고 아예 박씨, 조
씨, 이씨 정도령 세 분 중에서도 최후의 승리자요, 구세주가 되
시는 이씨 정도령을 붙들고 따라야 산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성인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없으며 통탄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仙李一枝誰保命 柿林扶李守從之生
선 이 일 지 수 보 명

시 림 부 이 수 종 지 생

不顧聖人無福可歎
불 고 성 인 무 복 가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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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였으니, 신선(神仙) 곧
하나님(木: 감람나무)의 아들(子:한 가지)인 오얏 이씨(李氏)의
이긴자 십승인(十勝人)은 누가 생명을 보존해 주는가?
은 목운(木運)과 금운(金運)
의 두 감람나무(枾林)가 오얏나무를 돕나니 그(오얏나무)를 따
르면 살게 되리라. 두 감람나무란 성경 묵시록 11장에 예언된
두 감람나무를 뜻하는 것이다. 이 두 감람나무는 구세주 하나님
이 출현하시기 전에 나와서 역사를 하는 주의 두 길 예비자요,
증거하는 자들인 것이다.
오얏 이(李)자는 파자(破字)로 감람나무(木)의 아들(子)이라는
뜻이니, 이는 곧 감람나무의 가지(子)가 되는 것이다. 이는 앞에
서도 이미 논급한 바와 같이, 시림(枾林) 곧 목운(木運)과 금운
(金運)의 두 감람나무 사이에서 영적으로 태어나신 아들 아담
셋째 반열 토운(土運)이 삼위일체 완성을 이루어서 출현을 하시
게 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생명을 보전하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
는 자는 이분 셋째 반열 이씨(李氏)의 정도령을 따르라는 뜻이
다. 이로써 셋째 반열 삼위일체 정도령은 이씨(李氏)라는 것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이라 하였으니, 이 성인(聖
人)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福)이 없는 자요, 가히 통탄하리라
는 뜻이다.
이처럼 셋째 반열의 아담 이긴자의 성씨에 대해서는 모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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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서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방면으로 많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오얏이(李)자는 파자(破字)로 감람나무(木)의 아들(子)이
라는 뜻이며, 이는 곧 감람나무의 가지라는 뜻이다.
이씨 정도령은 세 분의 정도령 중에서도 삼위일체 완성자 구
세주로서 유일하게 마귀를 죽이는 승리의 정도령이시다. 앞 반
열 두 분의 정도령은 자신들이 사망의 신 마귀를 죽이지 못하
므로 세상을 떠나신 것이다.
그런데 이 셋째 반열의 이씨 정도령께서는 누구든지 바라만
보아도 마귀가 죽고 은혜를 받게 된다고 격암유록에도 예언명
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격암유록 새41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利見機打破滅魔 人生秋收 糟米端風驅飛
이 견 기 타 파 멸 마

인 생 추 수

조 미 단 풍 구 비

糟飄風之人 弓乙十勝
조 표 풍 지 인

궁 을 십 승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인

것이다. 이는 눈으로 바라만 보아도 마귀를 타파하여 멸해버린
다는 뜻이다. 구세주 정도령이신 이씨 정도령은 바라만 보아도
바라보는 사람 속에 마귀가 죽는다는 엄청난 사실이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유사 이래 마귀를 죽이는 존재가 일어난
적이 없는 것이다. 거기에다 바라만 보아도 마귀가 죽고, 마귀
가 죽는다는 것은 바로 죄가 씻어진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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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주의 권능인 것이다. 그리고 구세주는 인생을 추수하시러
오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다음은 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과 같은 뜻이다.

------ 이사야 41장 15절 ------

이와 같은 내용으로서
란, 이긴자는 인생을 추수하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
는 심판자라는 뜻이다. 쭉정이 조(糟)자에서 쌀 미(米)자의 끝
〔端〕인 무리 조(曹)자를 바람〔風〕에 날려 보내면〔驅飛〕남
는 것은 쌀 미(米)자가 되니, 이는 쭉정이는 회리바람으로 흩어
날려 버리고 알곡〔米〕만 남는다는 뜻이다. 이 쌀 미(米)자가
바로 락반사유십승출(落盤四乳十勝出)이요 일자종횡목인성(一字
縱橫木人姓) 궁을십승(弓乙十勝)이니, 토운(土運)의 정도령이라
는 뜻이다.
그 다음 구절에서도 쭉정이〔糟〕를 회리바람에 날려 버리는
분이 곧

이라고 다시

중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바람에 날려 가는 것은 알
곡인 쌀 미(米)자가 아니고 무리 조(曺)자임을 더욱 분명히 알 수
가 있는 것이다. 조표풍지인(糟飄風之人)이란 쭉정이〔糟〕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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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람에 날려 보내는〔飄風〕사람〔之人〕이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역곡의 승리제단에서 주
장하는 것과 삼천년성에서 주장하는 이론이 서로 정반대라는
사실인 것이다. 이 둘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틀린 것이다.
역곡에서는 첫째로 쭉정이 조(糟)자에서 끝이 엉뚱하게 머리
글자인 쌀 미(米)자라고 주장하는 것부터가 거짓말이요, 둘째로
이 쌀 미(米)자가 바람에 날려 간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궁
을십승(弓乙十勝) 이긴자 알곡[米]은 회리바람에 날려 버리고
쭉정이만 남는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격이니, 이는 성경 말씀과
도 정반대로 안 맞는 주장인 것이다.
이것은 마치 지금 역곡의 승리제단이 이긴자[米: 弓乙十勝]
판석 성주님을 핍박하여 쫓아내고 쭉정이만 남았음을 영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승리제단으로서는 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에 삼천년성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삼천년성에서는 이미 1989년도부터 역곡 승리제단의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을 해왔던 것이다. 그때에 벌써
삼천년성의 성주님께서는

은 곡과 마곡이라는 지

적과 함께 이 문구는 정도령의 성씨를 예언한 문구가 아니고
거짓말이라고 지적을 하시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구는 정도령의 성씨를 예언하는 문구가 아니
오, 쭉정이를 회리바람에 날려 버리는 분이 곧 남은 알곡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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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을십승(弓乙十勝) 이긴자라는 뜻이다. 그러나 역곡 주님의 성
씨 곧 조씨(曺氏)를 증거한 문구는 단 한 군데도 없으니, 역곡
사람들은 이 한 구절만을 정도령 성씨를 예언한 구절이라고 억
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역곡의 승리제단에서 주장하는 소원대로 그대로 수용하여 이
를 정도령의 성씨를 예언한 것으로 가정하고 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쭉정이 조(糟)자에서 역곡의 승리제단에서 주장하는 대로(?)
무리 조(曹)자를 조씨(曺氏) 정도령으로 가정할 때에, 쌀 미(米)
자의 끝은 무리 조(曹)자인 고로, 그 조(曺)자는 회리바람에 날
리어 가고 알곡인 쌀 미(米)자만 남으니, 이 쌀 미(米)자는 락반
사유십승출(落盤四乳十勝出)이며

일자종횡목인성(一字縱橫木人

姓)이요, 삼위일체 완성자 궁을십승(弓乙十勝) 중앙토운(中央土
運)의 정도령(正道靈) 마지막자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구에서 바람에 날려 가는 무리 조(曹)자는 사명을 마치고
회리바람에 날려 가는 역곡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바람결에 날려 가는 조(曹)자를 역곡 주님
의 조씨(曺氏)로 해석하여 스스로 역곡 주님을 바람결에 날려
가는 쭉정이로 전락시키고만 결과가 된 것이다. 알곡은 천국 창
고인 거룩한 성안에 들어가 영생을 하게 되고, 쭉정이는 성 밖
으로 나가게 되고 결국 죽게 된다.
마귀를 못 죽이면 인간을 다 죽여서 멸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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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하나님의 첫째 안은 삼위일체만 왕성하시면 세상을 불
바다를 만들어 인류를 모두 멸망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하
나님께서 마귀만을 죽이고 인생은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것
이다. 이 땅에 이씨의 성씨로 출현하신 정도령은 하늘 문을 열
고 나오신 구세주 새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정도령을 배척하
고 거스르면 망한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天門開戶進奠邑 地開草出退李亡

그런데 이 정도령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한없이 받게 되는 것이다. 도무지 무슨 일이 되
지 않던 것이 성주님을 뵙고 순종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하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게 될 것이니, 두고 보아라 말씀하셨다.
그러나 어제까지 그런대로 되던 일이 성주님을 뵙고 나서 거
역하고 배척하니 그날 그 시부터 도무지 되는 꼴이 하나도 없
고 모두 무너지고 망하게 되리니, 두고 보아라 말씀하신 것이
다. 그 이유는 그가 하늘의 축복을 거부함이요, 성주님은 틀림
없는 구세주 새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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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모든 예언은 마지막 때 출현하시는 구세주 정도령
을 중심으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의 주인공이 나오셔
야만 비로소 모든 예언문의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동안 모든 경전의 예언은 예언의 주인공 한 분에게만 집중
하여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예언의 주인공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경전의 예
언문의 해석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도 말세에 만왕
의 왕 구세주 새하나님이 출현하신다고 예언하고 그 새하나님
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하였으니, 새하나님이 출현하시면
새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이제
는 더 이상 성경이나 예언서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비유로 말하면, 달걀이 어미닭의 품에서 21일이 되면 병아리
가 부화가 되어 나오는 법이다. 그러면 그 병아리가 나와서 제
가 있다가 나온 고마운 집이었다고 하며 달걀껍질을 머리에 이
고 다니면서 받들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그 병아리는 노란 발
로 달걀껍질을 바삭바삭 깨트려 밟고 그 위에 서서
하며 큰소리로 외치는 것이다.
그와 같이, 기약이 이르러 모든 경전과 예언서의 주인공 만왕
의 왕 구세주 새하나님이 오셨으니, 이제는 달걀껍질에 불과한
성경과 예언서는 여지없이 폐해버리고 구세주 새하나님이 어디
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경전과 예언의 주인공이신 구세주 새하나님께서는 모든 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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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예언서는 그 사명을 다 마쳤으니, 이제는 모두 다 폐하라고
명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종교
라는 산(山)에서 하산(下山)을 할 때이다. 그리하여 정도령을 따
라야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따르면 죽고 종교를 탈퇴하면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기성 종교를 다 폐해야만 하는 것
이다. 종교라는 간판을 다 떼어내 버려야만 하는 것이다. 이 세
상에 있던 종교는 사실상은 종교가 아니다.
새하나님이 참 종교이기 때문에 새하나님이 출현하시면 기존
종교는 필요가 없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정도
령(正道令)이 출현하시니, 이제야 비로소 이 세상에 정도(正道)
가 나온 것이다. 기존 모든 종교는 다 사교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하늘의 섭리로서 그 동안 한국 땅에서 일어났던 우리
민족의 종교변천사를 살펴보면, 모든 종교들은 본래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섭리를 따라서 첫 번째로
북방(北方)의 (水)에 해당하는 선교(仙敎)가 우리 민족의 고대국
가 고조선과 고구려 시대에 주로 성왕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고려(高麗) 시대에는 남방(南方) 화(火)에 해당하는
불교(佛敎)가 성왕했으며, 조선왕조(朝鮮王朝) 시대에는 동방(東
方) 목(木)에 해당하는 유교(儒敎)가 번성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근대에 이르러 대한민국에서 서방(西方) 금(金)에 해당되는 기
독교(基督敎)가 한창 일어났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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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제는 불교(佛敎)도 석가지운삼천년(釋迦之運三千年)
의 운이 지나가고 기독교(基督敎)도 또한 그 시대적 운(運)이
다 되어 서기(西紀)의 기원이 되었던 야소지운이천년(耶蘇之運
二千年)이 끝이 나고, 이제는 천기(天紀)로 연호를 새로이 선포
하시며 중앙토(中央土)의 황극(皇極) 자리에 해당되는 삼천년성
의 토운(土運)의 정도령 성주(聖主)께서 그 도(道)의 완성을 하
여 중앙(中央)에 정좌하시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본 삼천년성은 그 기원이 천부경(天符經)이
며 단군(檀君) 성조(聖祖)가 뿌리가 되어 자라온 고유의 민족정
신이 수운(水雲) 최제우(崔齊遇) 선생, 화운(火雲) 강일순(姜一
淳) 선생, 그리고 목운(木運) 박태선 장로님, 금운(金運) 조희성
전도사님으로 도(道)의 맥(脈)이 이어져 맨 마지막으로 토운(土
運)의 판석(判席) 성주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중앙(中央)에서
완전한 한 송이의 꽃 오판화(五瓣花)를 피우게 된 것이다.
오판화(五瓣花)는 오얏(자두) 꽃을 일컫는 명칭으로서 다섯
잎의 꽃잎으로 이루어진 중앙(中央)에 구세주 하나님을 상징한
다. 빛고을 광주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히브리어로 기록된
약 3,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 기왓장 연꽃무늬 숫
막새에

는 지시가 있다.

이는 다섯 잎의 꽃 오판화는 오얏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박
태선(朴泰善) 장로님, 역곡 조희성(曺熙星) 전도사님, 그리고 이
현석(李鉉錫) 판석 성주님 세 분의 정도령 중에서, 오판화의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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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피고 잎이 피는 목인성(木人姓)의 성씨는 오얏이(李)씨의 성
주님 한 분뿐인 것이다. 오판화(五瓣花)는 오얏꽃을 말한다.
그러므로 바로 이 오자(五字)의 주인공인 성주님과 협력하여
신의 왕국 하늘나라 곧 삼천년성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지
시인 것이다. 이는 이 시대에 내린 하늘의 메시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주님이 바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요,
구원의 문(門)이 되시는 구세주 새하나님인 것이다. 격암유록
이라 함과 같이,

도부신인 편에서

그날 1982년 6월 17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그 가
운데서, 곧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었으니, 바로 그
날 그 험한 아비규환과 같은 죽음의 자리에서 유일무이(唯一無
二)하게 홀로 승리하신 이긴자 구세주 성주님인 것이다.
성주님은 어릴 때 이미 조실부모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할머니께서 밖에서 아이들에게 맞고 돌아와서
우는 손자들에게 항상

라고 하시면서 달

래주시던 말씀을 평생토록 삶의 교훈으로 삼았다고 하시는 것
이다. 그리고 웃어른에게 순종하는 사람의 도리를 어릴 때부터
익히 터득하셨기 때문에, 아니 지은 음란죄를 지었다고 문초를
받으면서 신앙의 최후의 시험에서 무조건
라고 용서를 빌면서 온갖 매질
과 악담 저주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오직 순종의
도(道)를 통하여 드디어 승리자가 되셨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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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황룡(黃龍)의 승천(昇天)
지난 2001년도에 성주님께서는 여수에서 약 150명을 거느리
고 있는 김을곤이라는 깡패 왕초가 주먹도 세지만 주먹보다 남
다르게 기(氣)가 굉장히 세서 전국적으로 강자들을 모조리 꺾어
버린다는 소문을 들으셨던 것이다.
그런데 그 깡패 왕초가 어류 양식업을 하는 사장인데, 성주님
을 자기 집에 초청하므로 성주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이다. 성주
님께서는 그가 성주님을 초청하는 목적은 성주님께 도전을 해
보려는 당돌한 행위일 것이라고 미리 짐작을 하셨던 것이다.
김을곤 사장은 특히 사이비 종교 교주들을 그 동안 혼 줄을
내주는 일을 많이 하였다는 것이다. 어떤 종교 교주가 자기가
무슨 도통을 했다느니, 무슨 하나님이라느니, 주장하면서 병든
환자를 고치고 제법 기가 세다는 자가 나타났다고 하면 즉시
그를 찾아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라고 대결을 하
게 되면, 그 자리에서 벌벌 떨면서 용서해달라고 하고, 살려달
라고 두 손을 비비면서 애원을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이비 종교 교주는 그 자리에서 반병신이 되어 걸어가
지도 못하고 한의원으로 메고 갔다가 21일 동안 치료를 해도
고치지 못하고 서울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김을곤

11. 진사성인출(辰巳聖人出)

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평생토록 기 대결을 하여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패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김을곤 사장은 대학시절
에는 씨름선수로 활약하였는데, 체구가 크고 아주 당당한 38세
청년이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손가락 한번 까딱하지 않고도
상대를 병신을 만들 수도 있고, 아주 죽여 버릴 수도 있다는 말
을 하고 나서

라고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미리 예견했던 대로였다.
성주님께서는 속으로
하고 생각하면서
라고 대결을 수락하셨던 것이다.
대결의 핵심은 전신의 기공을 열어서 5분 이내로 땀을 흘려
서 쏟아내는 것이다. 추운 겨울 날씨라서 거실은 온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추운 냉기가 감돌고 모두 추워서 떨고 있는 상태
였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과를 나누다가 시작된 기의 대결은
갑자기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돌며 장내는 그야말로 오싹하는
냉기까지 흐르는 듯하였다.
그 자리에는 김을곤(金乙坤) 사장의 가족들과 당시에 성주님
을 수행하고 있는 전 한국일보 등 언론계출신인 장충선 국장과
이모(某) 씨, 그리고 미생 성장과 옥생 성장, 천부장 등, 여러
간부들이 둘러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성주님과 김을곤 사장이 서로 마주 노려보고 있는데,
시간이 약 1분도 못되어 이미 성주님은 양쪽 귀 뒤에서 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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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 도랑물이 흘러내는 듯 쉬지 않고 땀이 흐르기 시작한 것
이다. 그렇다면 승패는 이미 결판이 난 셈이다.
그리고 약 2분 정도 지났을까 하는 순간에, 김 사장이 갑자기
두 손을 맞잡고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감고 얼굴을 찡그리면서
몸을 비틀고 용을 쓰는 시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 사람들
이 왁자지껄 웃음이 터져 나왔던 것이다.
결국 김을곤 사장은 자기가 패한 것을 인정하고 의자에 걸터
앉으신 성주님의 다리 사이로 머리를 처박고 흐느껴 울었던 것
이다. 그리고 그날부터 성주님을 영원한 형님으로 받들어 모시
기로 눈물까지 흘리면서 맹세하였다.
여수에서 지금은 어류 양식업을 하고 있는 김을곤 사장은 성
주님을 만나 뵙고 나서, 이제부터는 이 민족과 인류를 위하여
큰일을 하시는 형님만을 위하여 살기로 맹세하였다. 김을곤 사
장의 얼굴에서 그침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성주님께서는 손
수건으로 손수 닦아주셨던 것이다.
그런데 김을곤 사장이 나중에 고백한 내용인데, 성주님을 만
나 뵙기 한 달 전에 아주 엄청난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그 꿈
의 내용은, 어느 곳의 단상에 큰 두꺼비 한 마리가 황구렁이로
변하더니 곧 이어서 용으로 변하여 용트림을 하다가 황룡이 승
천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광경이 너무나도 무섭고 장엄하더
라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 벌벌 털면서 숨어서 그 광경을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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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 용이 용트림을 하다가 승천을 하기 전에 김을곤(金乙
坤)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나서 하늘로 승천을 하더라는 것이
다.
그런데 그때 돌아보던 그 용의 눈이 어찌나 무섭던지 오들오
들 떨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무도 생생하고 엄청난 꿈이라
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평생에 그토록
엄청나고 생생한 꿈은 처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성주님을 초청하여 그날 밤에 여러 수행원들
과 동석한 자리에서 기의 대결이 벌어졌던 것이다. 성주님과 마
주보고 기 대결을 벌일 때 성주님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성주님
의 눈이 꿈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용의 눈이었다는 것이다. 눈
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떠보아도 성주님의 눈은 틀림없는 그
용의 눈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땀이 흐르기는커녕 오히려 온
몸이 오싹 얼어붙는 듯했다는 것이다.
그 꿈 이야기를 들으신 성주님께선

라고 해석을 해주셨
던 것이다.
그리고 김을곤 사장은 성주님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
히 허락 받은 사항이 하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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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간청하므로, 성주님께
서는 그렇게 하라고 특별히 허락을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고 맹세하였다.
성주님께서는 별안간에 아우가 한 명 생긴 것이다.
김을곤 사장은 성주님께

라고 아주 당당

하게 말하면서,

라고
하자, 성주님께서는

하고 쾌히 승낙하셨다.

그는 요즈음 성주님을 만나 뵙고 난 후부터 전보다 사람이
많이 달라졌다는 주위 사람들의 평을 듣고 있는 것이다. 김을곤
사장은 본래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고 옳지 못한 것은 보지 못
하는 의협심이 매우 강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정신적인 지도자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
와 같은 정신이 더욱 빛을 보게 되고 더욱 크게 힘을 쓸 수가
있는 법이다. 이 세상에 천하 만민을 도탄에서 건질 수 있는 지
도자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오신 무적 장수
이긴자 성주님인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떠한 태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능력이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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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에 열두 번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인간
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귀를 죽이고 죄를 씻어주시는 능력이
야말로 비교도 할 수 없는 최고의 능력이요, 구세주 새하나님의
절대 권능이다.
그러면 과연 성주님은 어떠한 얼굴상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각자 타고난 자기의 상을 가지고 오
게 되어 있다. 성주님은 생 미륵불로 오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관상을 잘 본다는 공화당 허경영 총재님은 어
린 20세 때부터 삼성 그룹 이병철 회장의 옆에 앉아서 신입 사
원들의 관상을 보고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
할을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지난 2002년도에 그 허경영 총재 사무실에 현재 삼천년성의
곤생(壼生) 장 국장님이 다른 사람과 함께 찾아가서 전도를 하
면서 성주님의 존영(尊影)을 보였던 것이다.
그러자, 한참 성주님의 얼굴상을 바라보던 허 총재님이

하고 감탄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허 총재님은 3일 만에 광주로 직접 찾아와서 성주님
께 인사를 드리고 안찰을 받으셨던 것이다. 그리고 당일에 진주
의 생가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구름기둥이 나타나는
은혜 사진이 찍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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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화당 사무실에 허 총재님이 전화 수화기를 들고 통
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도 머리 위에 구름
이 나타나는 사진이 찍혔던 것이다. 그러자, 허 총재님은
라고 말하며 기뻐하였던 것이다. 관상만
잘 보아도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다.
성주님의 얼굴상을 보고 틀림없는 미륵부처님이라고 하여 오
신 분들과 그 외에도 한국에서 유명한 관상가들이 성주님을 뵈
옵고 너무나 기뻐하며 자기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와 같은
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최고의 영광이라고 기뻐했던 것이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오신 것이다. 그 유명한 관상가들이 한 말
들은 여기서 생략하는 바이다. 유명한 관상가라면 성주님의 존
재를 즉시 알아보는 것이다. 현재 불교에서 포교원 원장으로 계
시는 불생(佛生) 성도님께서는 처음에 성주님의 존영을 바라보
더니

라고 감격해 하며, 돌아오셨던 것이다. 성주님은 어릴 때 처
음 보시는 어들로부터
라는 평을 들으셨던 것이다.
그러면 성주님이 왜 용의 눈을 가지고 오신 미륵부처님이신가?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김을곤 사장의 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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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는데, 이는 바로 과거에 역곡의 해
와 주님이신 조 전도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기해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이다.

---- 1982년 7월. 역곡 해와 주님 말씀 ----

이 말씀의 속뜻은 “

!”라는 뜻으로 중앙

무기오십토(中央戊己五十土)의 황제장군(黃帝將軍) 구진등사(句
陳騰蛇)이니 황구렁이요, 황구렁이는 바로 구세주(救世主) 새하
나님이라는 뜻이며, 모세 당시 광야(廣野)의 장대 끝에 매달린
구리 뱀의 상징이니, 곧 만민(萬民)이 바라보기만 하여도 마귀
(魔鬼)가 죽고, 죄(罪)가 사해져서 죽지 않고 다시 젊어지며 영
생(永生)을 주시는 구세주(救世主) 새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토운(土運)이 없다든지, 금운(金運)이 토운(土運)을 겸한다든
지 하는 주장은 고서(古書)에 무식(無識)한 자의 괴변(怪變)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수운(水雲: 玄武之神), 화운(火雲:
朱雀之神), 목운(木運: 靑龍之神), 금운(金運: 白虎之神)은 선지
자(先知者)요, 주(主)의 길 예비(豫備)자요, 주의 종들이요, 삼위
일체 왕(三位一體 王) 구세주(救世主) 본체(本體) 하나님께서 중
앙(中央)에 정좌(定座)하시면 사상(四象)은 허상(虛像)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죽어서 없어지는 신(神)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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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토운(土運)만이 살아있는 생물체(生物體)인 구진등사(句
陳騰蛇) 곧 뱀으로 표현한 것은 토운(土運)만이 죽지 아니하는
영생불사체(永生不死體)로서 본체(本體) 하나님이요, 만왕(萬王)
의 왕(王)이요, 바로 떠오르는 태양(太陽)이신 인류(人類)의 구
세주(救世主)라는 뜻이다.
당시 이현석 관장님이 진짜 마귀라면 역곡 해와 주님은 결과
적으로 가느다란 실뱀 마귀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커다란 황
구렁이 마귀가 되도록 마귀를 더욱 키워 놓고 말았다는 말씀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실뱀과 황구렁이는 이긴자를 뜻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곡 해와 주님은 악한 마귀가 들어간 인생들에게 이
긴자를 그대로 드러내 밝히지 못하시고 숨기기 위하여 실뱀이
나 황구렁이 마귀라는 영적 말씀으로 표현을 하신 것이다.
그것은 오직
곧 토운(土運)의 5자 이긴자요, 십오진
주(十五眞主) 구세주(救世主)라는 뜻이다.
결국 역곡 해와 주님은 다음 반열 사명자 성주님이 본래 가
느다란 실뱀이었으나, 커다란 황구렁이가 되고 드디어는 황룡이
되어 승천하도록 영적으로 키워서 출현시키는 것이 최고의 사
명이요,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성경 상에서 뱀에 대한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
는 것이다.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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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불 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
을 물게 하시어 불 뱀에게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세운 장대
끝의 구리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났던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이다. 이것은 마지막 때 창조주 하나님이 둘째 반열인 금운(金
運)의 해와(불 뱀) 주님을 보내었으나, 그 해와(불 뱀)를 따르는
자마다 다 죽어 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반열인 토운(土運)으로 출현하신 아담 성주님이 전 세계
인류가 바라만 보아도 마귀가 죽으니 전신의 죄가 다 녹아 사
해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 구세주 새하나님이심을 암시하고 있
는 것이다.

--민수기 21: 6〜9--

이 말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역곡 조 전도사님을 따르던
자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다. 역곡 조 전도사님을 따르던 자들
이란 바로 불 뱀에 물린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 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달린 구리 뱀을 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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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즉 살더라고 하였으니, 이는 역곡 승리제단의 조 전도사님을
따르던 자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으나, 삼천년성의 성주님을 따
르게 되면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뱀이
나 용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불 뱀과 구리 뱀이 다른 것과 같이, 황룡은 붉은 용
과는 다른 것이요, 이미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용인 것이다. 붉
은 용은 구세주가 아니고 마귀지만, 황룡은 구세주 새하나님이
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서도 임금님의 얼굴을 용안(龍顔)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암시는 그 동안에 역곡 조 전도사님이

라고 외치시던 말씀은, 성주님이 바로 장대 끝에 매달
린 구리 뱀의 주인공이요, 쳐다만 보아도 마귀가 죽고 죄가 사
해지는 이긴자 구세주 새하나님이심을 암시하는 말씀이었던 것
이다. 역곡 해와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이 말씀도 역시 이현석이 구세주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 1982. 12. 역곡 해와 주님 말씀 ---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행동대장 지성용이
라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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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 이유는 이현석이 바로 온 세상 만물과 한 몸이요, 만물의 생
명줄을 잡고 계시는 구세주 새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도 성주님이
의 5자 이긴자 토운(土運)의 구세
주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이현석이 바로 마지막자요, 삼위일체
(三位一體) 완성자 구세주(救世主)라는 말씀인 것이다. 또한 이
현석이 감추었던 한 씨 그 유일한 진짜 하나님 진짜 주님이요,
생명(生命)의 근본(根本)이며, 본체(本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위의 말씀에서 역곡 조 전도사님은 네 번째 용이었다는 말씀
이요, 다섯 번째 용인 다음 반열 이현석 성주님이 5자 이긴자
곧 구세주라는 말씀인 것이다.
“
”는 말씀은 옥중에서 하신 조 전도사님의 “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서, 이미 사망(死亡)한 조 전도사님 당신이 구세주가 아니라, 이
현석 성주님이 마귀가 아닌 진짜 구세주 하나님이심을 암시(暗
示)하셨던 것이다. 당신은 가짜 구세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라는 말씀에서, 용은 곧 반대로 하나님이
란 뜻이며, 다섯 마리의 용이란 다섯 마리가 아니라 오자 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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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요, 토운의 본체 하나님 한 분이 이현석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네 마리의 용이란 금운의 정도령이신 역곡 주님 한
분을 암시하는 말씀으로서 죽었다는 말씀은 아예 처음부터 하
나님이 아니라는 뜻이다.
역곡에서

이라고 기도를

하는 것은 붉은 용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죽여야만 하는
마귀요, 금운의 정도령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룡은 태초의 하나님이신 목운의 정도령이요, 황구렁
이 마귀라고 했던

는 앞으로 말

세에 진사성인출을 하실 만왕의 왕 새하나님(황룡)이었다.
박태선 장로님을 상징하는 청룡이나 역곡 해와 주님을 상징
하는 붉은 용이 지니고 있던 하늘의 두 씨를 소사에서 두 달
만에 이기고 나오신 성주님이 끌어 잡아당기어 합하여 삼위일
체를 완성해야만 하기 때문에 앞 반열의 용들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죽어야 되지만, 이미 죽었다가 삼위일체를 완성
하여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어 가느다란 실뱀이 되고 커다란 황
구렁이가 되었다가 용이 된 이 황룡은 죽으려야 죽을 수도 없
는 구세주라는 뜻이다.
마귀(魔鬼)라고 하신 것은 이긴자라는 영적 암호(暗號)인 것
이다. 따라서 성주님을 황구렁이나 용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영
적으로 이긴자요, 구세주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역곡 조 전도사
님은 4자 항렬의 금운(金運)이요, 판석(判席) 성주(聖主)님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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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항렬의 토운(土運)으로서 구세주(救世主)가 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예언서(豫言書)에 진사성인출(辰巳聖人出)이란
바로 진사년(辰巳年: 2000~2001년)에 출현하시는
인 토
운(土運)의 구세주(救世主) 새하나님의 출현(出現)만을 예언한
문구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무기오십토 황제장군 구진등사의 황구렁이가 자
라면 황룡이 되어 승천하게 되는 것이다. 이 황룡은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구세주 새하나님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
시는 것이다. 성경에서도 마지막 때 이 구세주 새하나님이 출현
하실 것을 집중 예언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다.

---- 딤전 6: 15∼16 ----

오직 죽지 아니하는 존재는 구세주 새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죽은 자는 구세주가 아니다.
최근에 역곡 해와 주님 조 총재님께서 보광하시기 전 마지막
성탄절(2003. 8. 12.) 행사 때, 제2부 사회를 맡았던 김종만 승
사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 주님 쪽을 바라보는데, 주님 단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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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 머리가 두 개이고 금빛이 눈부시게 빛나는 커다란 황룡이
꿈틀거리며 용트림을 하고 있는 이상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러
나 그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승리제단에서는 용이라면 마
귀로만 알고 있으므로, 그 깊은 뜻을 잘 알지 못하지만, 삼천년
성에서는 이미

라는 속담과 같이 너무나도 쉽게

해석이 되는 것이다. 황구렁이 마귀라고 하였던 이현석이 용이
되었다는 것 아닌가? 황룡이 그 제단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이현석이 가느다란 실뱀이 자라서 황
구렁이가 되고 황룡(黃龍)이 되었다는 뜻이며, 오늘날 성주님은
목운의 청룡과 금운의 붉은 용 다음에 마지막 남은 한 마리 토
운의 황룡이다. 황룡이 바로 만왕의 왕 구세주라는 뜻이다.
역곡 승리제단의 김종만 승사가 제단 단상에 나타났던 그 금
빛이 눈부시게 빛나며 꿈틀거리며 용트림을 하고 있는 그 커다
란 황룡을 보았다는 그 이상은 이미 역곡 조희성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라고 했던 바로
그 용인 것이다. 두 개의 머리는 영모님과 역곡 주님을 항상 사
모하여 그 영을 끌어 잡아당겨 머리가 되시고 몸은 성주님이니,
아담과 해와로 이루어져서 잃었던 두 씨를 회복하여 감추었던
한 씨의 본체 하나님과 합한 삼위일체 완성자라는 뜻이다. 또한
전륜성왕이란 뜻도 되니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찌 감히
알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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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곡 조희성 해와 주님이 성주님을 감추어서 키우셨다는 증
거는, 역곡 주님 안양교도소에 계시면서 성주님이 찾아가셔서
면회를 하실 때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아도 너무나도 분명한 것
이다. 그 대화 내용을 들으면 어찌 마귀와의 대화라 하겠는가.

역곡 조희성 해와 주님이 1985년 5월경에 단에서 다음과 같이
설교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 1985년 5월경, 역곡 주님 말씀 -----

판석 성주님께서는 역곡 조희성 해와 주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셨던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지름길
이다. 성주님께서는 태초의 하나님 박태선 장로님께 끝없이 낮
고 낮은 심정으로 섬기고 충성을 다 바쳤으며, 승리제단 조희성
해와 주님께도 어떠한 명령에도 100% 순종을 하셨던 것이다.
성주님께서 그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밖에는 없다고 말
씀하신다. 오늘날도 원죄를 뿌리째 뽑아주는 이긴자 구세주 앞
에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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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의주(如意珠)의 정체
이와 같이 성주님께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신이 아니면 넘을 수 없는 높고 험난한 고개를 다 넘어서 사망
의 최후의 순간까지도 넘고 넘어 비로소 하늘의 잃었던 두 씨
를 회복하신 구세주 새하나님이신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 씨를 소유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런데 아
담과 해와가 마귀에게 패함으로 인하여 두 씨를 마귀에게 빼앗
기고 말았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잃었던 두 씨를 회복하시어
삼위일체를 완성하시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었던 것이다.
이를 다시 비유로 설명하면, 하늘에는 본래 세 마리의 용이
각각 여의주(如意珠)를 가지고 있었으나, 두 마리의 용은 범죄
를 하여 지상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하늘에 홀로 남아있
던 한 마리의 용은 범죄를 하여 땅에 떨어진 두 마리의 용이
가지고 있던 두 개의 여의주를 도로 찾아야만 하는 것이 최고
소원이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에덴동산 회복이요, 삼위일체
완성인 것이다. 그로 인하여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하늘에서 잃었던 두 개의 여의주를 다시 찾아서
세 개의 여의주를 소유하지 못하면 전지전능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기막힌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한 마리의
용이 잃었던 두 개의 여의주를 찾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와서
황구렁이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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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 황구렁이는 하늘에서 잃었던 두 개의 여의주를 찾아
서 세 개의 여의주를 소유하지 못하면 절대로 황룡이 되어 하
늘로 승천할 수도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먼저 지상에 떨어졌던 용이 소유하고 있었던 여의주
곧 잃었던 두 개의 여의주 가운데 한 개는 과거 전도관의 박
태선 장로님(東方甲乙三八木 靑帝將軍 靑龍之神)이 몰래 간직하
고 있었으며, 다른 한 개는 영생교 승리제단의 조희성 전도사님
(西方庚申四九金 白帝將軍 白虎之神)이 몰래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숨겨온 비밀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이 세상에 아무도 아는 자가 없
었으나, 이 땅에 오신 토운의 정도령이신 이현석 관장님(中央戊
己五十土 黃帝將軍 句陳騰蛇)이 아시고, 먼저 박태선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여의주를 회복하기 위하여, 1967년 3월 26일(일요
일)에 어느 누구의 전도나 인도를 받지 않고 스스로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님을 찾아가서 12년 동안을 전도사 관장 직책을 가
지고 머슴 생활을 하며 충성을 다 바쳤던 것이다.
그리고 다시 조희성 전도사님이 소유하고 있던 여의주를 회
복하기 위하여, 1982년 1월 25일(설날) 영생교 승리제단을 스
스로 찾아가서 그해 6월 17일 오후 3시경에 200여 명의 교인
들이 둘러 선 자리에서 조희성 전도사님으로부터

라는

지목을 받고 아니 지은 음란죄를 지었다는 문초를 받기에 이르
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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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그 가운데서 아니 지은 죄를 지었다고 시인을 하고
용서를 빌었던 것이다. 그러자,
하는 조희성 전도사님
의 호령소리와 함께 200여 명이 벌 떼같이 달려들어 온갖 악담
과 저주를 퍼부으면서 매질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셨던 것이다.
이때에 마귀는 이현석을 때려죽여버리기만 하면 마귀가 이기
는 줄로만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마귀가 패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비밀을 마귀가 알지 못했던 것
이다. 그리하여 마귀가 들어간 죄인들이 200여 명이 벌떼 같이
달려들어 온갖 악담과 저주를 퍼부으며 이현석을 때려서 죽여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부활하여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능을 얻으신 것이다.
그리하여 몸이 죽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 이현석
이라는 사람의 몸이 실제로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토
록 향하고 사모하던 박태선 장로님 속에 있던 여의주와 조희성
전도사님 속에 있던 여의주가 동시에 끌어당겨와 이현석 관장
님 속에 감추고 있던 한 개의 여의주와 합쳐서 삼위일체가 이
루어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비로소 승천하는 용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현석 관장님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이
와 같은 놀라운 하늘의 이적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것은 동방
과 서방의 기운을 중앙토(中央土)에서 합하여 회전을 하는 오황
극(五皇極)의 도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하늘의 3수의 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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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었던 것이다. 영생의 구성체 생명과일이 완성된 것이다.
오늘날 성주님의 왼손 바닥에 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여의주
를 소유하신 분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징표이다. 다음은 대
순전경(大巡典經) 第13章 先生의 異表에 기록된 예언 문이다.

여기에 예언 명시된 그대로 오늘날 성주님의 왼손바닥에 점
이 있는데, 금산사의 미륵불이 왼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모습
과 꼭 같이 닮은 것이다. 그리고 이 예언문은 바로 오늘날 성주
님을 예언한 문구로서 성주님의 용안이 금산미륵과 같이 원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성주님은 무자년(戊子年: 1948년)에 태어
나시고 임술년(壬戌年: 1982년))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셨으
니, 모든 것이 적중하여 맞으며, 성주님의 양미간의 위쪽에 불
표(佛表)가 있는 것까지 적중하여 맞는 것이다.
그리하여 성주님께서는 구세주의 자격 요건인 삼위일체를 완
성하여 영계에서 죽은 자의 영들을 다스리다가 이 세상에 살아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인간계로 나오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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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영계에서 삼위일체를 완성하여 구세주 새하나님이
이미 죽은 이현석 관장님의 시체 속으로 다시 들어가시어 부활
(復活)을 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 부활하시어 받으신 새 이
름이

이시니 이는 곧 이긴자 구세주 새하나님의 이름

인 것이다.
성주님은 이 세상에 와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험난한 길을 걸어오신 분이다. 그리고 이미 전
술한 바와 같이, 성주님은 이미 죽어서 영계에 들어가서 창세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은 자의 영들을 무궁한 세월을
다스리다가 이 세상에 살아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살아 부활하신 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1983년 1월 25일에 승리제단 간부들
에 의해서 6통의 고소장이 서울시경 폭력계에 접수되었던 사건
의 수사 과정에서 밤새 철야조서를 받으면서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담당 형사가 성주님께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하였
다. 그리고 담당 형사는 그 거짓말 탐지기 위에 손을 대라고 하
여 성주님께서 그 위에 손을 얹으셨으나 바늘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현석이라는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손을
얹으니 거짓말 탐지기가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거짓말 탐
지기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계시는 분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
님이라고 알아본 셈이다. 결국 그 사건들이 다 검찰에서 무혐의
로 밝혀지고 고소인들은 무고로 구속송치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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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사람으로서는 넘을 수 없는 험한 연단을 다 이기고
구세주 새하나님이 되어 나오신 곳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역곡
동)였으나, 그 후 1983년 6월 30일부로 전라남도 빛고을 광주
(光州)로 자리를 옮겨서 은둔생활을 시작하셨던 것이니, 아직은
나타내어 드러내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에 1992년도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3동 422-3번
지에 ⌈五行哲學運命相談所⌉ (전화 032-656-2599)라는 철학
관에서는 성주님의 사주를 보고
라고 하였으며,

라고 하였던 것이다.
불교 원효종 종정 혜은법홍(慧隱法弘) 스님은 성주님의 사주
를 좀 알려달라고 하여 풀어본 후에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법홍 스님은 그 후에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셨다. 법홍 스님이 그와
같이 성주님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하실 때에는 혼자서의 판
단만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만한 확실한 근거가
또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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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홍 스님은 역곡의 해와 주님이신 조 총재님과는 이미 자연
스럽게 대화를 하고 계셨으며, 성주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증거
하시는 조 총재님의 말씀도 들으신 것이다.

고 말씀하시면서, 나이 많아 늙은 자기 자신을 매
우 한탄을 하였다는 것이다.(서기 2003년경)
1992년도에 성주님께서 잠간 머물러 계시던 광주에 있는 원
효종의 청용사의 정 보살님은 굉장한 관상가인데,
라고
감탄을 하였던 것이다. 성주님께서는 절에 계실 때 절에 있는
신들도 성주님을 다 알아보았던 것이다. 스님과 함께 산신각에
가시어 스님이 염불을 하고 절을 하실 때 함께 절을 하시곤 하
였다. 절에서 행하는 의식을 그대로 따라서 하셨던 것이다.
다음날 아침에 보살님이 산신각(山神閣)에 가서 소제를 하고
촛불을 갈고 있는데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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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성주님께서 절에 계시는 동안에 절에 있는 모든 신들이 절대
복종하여 따르고, 성주님이 출입하실 때는 삼천대계의 모든 신
들이 구름 떼같이 내려와서 성주님을 호위하며 따르는 광경을
그 보살님은 영안이 열려서 다 보고 있었다. 그 보살님은 영안
이 열려서 성주님이 마귀를 죽이고 계시는 광경도 다 보고 알
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말하기를

하고 말했던 것이다. 실로 대단한 경지였다.
성주님이 절에 계시는 동안 스님과 보살님들은 자주 안찰도
받았으며, 성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이다. 매일 절에
나오시는 전체 보살님들과 처사님들 그리고 삼천년성 전 성도
님들이 함께 법당에서 왕님(성주님)의 설법을 들으면서 법회를
열었던 것이다. 거기에도 이슬 은혜 곧 감로수가 한없이 펑펑
쏟아져 내렸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성주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몸소 행해 보이시면서
성도들에게 어떠한 종교일지라도 그 종교의 의식을 존중히 여
기어 함께 동참하며 함께 포용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어야 한
다고 강조하시는 것이다. 가령, 절에 가면 법당의 불상 앞에서
절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친구 집에 갔을 때에 그 친구 부모님의 제삿날이라면
굳이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제사의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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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하여 절도 하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
고 말씀하셨다. 자기의 종교가 과연 올바르고 떳떳하다면 타 종
교의 의식에 구애받지 않고 동참하여도 거기에도 역시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슬은혜가 내리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어디에 간들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니, 모든 사람들
은 비록 종교가 달라도 부모님이 달라도 결국은 조상의 최고의
조상이신 한 분의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이 된다고 말
씀하시는 것이다. 모든 인류의 조상과 종교는 결국은 다 하나라
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성주님께서는 역곡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 잡아당기어 삼
위일체를 완성하여 구세주가 되신 것이다. 그리하여 성주님은
역곡 조희성 해와 주님으로부터 황구렁이라는 호칭을 받으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세 개의 여의주를 모두 소유하게 된 황구렁이
는 비로소 빛고을 광주에서 황룡이 되어 자라고 있었으며, 기
약이 이르러 승천할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황무지에 18년간
을 은둔생활을 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마치 이와 같은
하늘의 섭리를 대변이라도 하듯이 빛고을 광주 시내에는 황룡
강(黃龍江)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드디어 빛고을 광주의 황룡강에서 황룡(黃龍)이 승
천할 때가 왔던 것이니, 그때가 바로 진사년(辰巳年: 서기
2000~2001년)이다. 그리하여 황룡(黃龍)이 세 개의 여의주를
소유하여 삼위일체를 완성함으로써 비로소 승천(昇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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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이 승천하였다 함은 곧 중앙토운의 구세주 정도령이 진
사성인출(辰巳聖人出)을 하셨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천기(天紀)라는 연호(年號)를 제정하고 이때 곧 금
시당(今時當) 진사년(서기 2000~2001년)을 천기원년(天紀元年)
으로 정하여, 구세주 새하나님의 출현을 선포하셨던 것이다.
이로써 바야흐로 이 땅에 구세주가 전라도 땅에 강림한다는
격암유록 성운론에 다음과 같이 예언된 그대로 적중하여 전라
도 땅 빛고을 광주(光州)에서 구세주가 출현하신 것이다.

甘露如雨寶惠大師 正道靈이飛出하야
雷聲霹靂電閃迅에 一次二次再三次로
紫霞黃霧火然中에 救世主가降臨하니
三八數定諸神明이 各率神兵總合하야
儒道更正仙儒佛로 天下文明始於艮에
禮義東方湖南으로 人王四維全羅道를
道通天地無形外라 三人一夕脫劫일세
그리고 향취와 이슬은혜를 내리면서 마귀를 죽이는 구세주의
권능을 행하여 죄인의 마음속의 악한 마귀를 죽여주시고 죄를
사해주시니, 악하던 마음이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
의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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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성주님께서 생수 축복과 안수, 안찰 등으로 마귀를
죽이시는 권능을 여러 가지로 행하시는 것이다. 성주님을 바라
보기만 하여도 마귀가 죽는 것이다.

(5) 승천하는 용을 따르라!
성주님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사람속의 마귀를 죽이는 이긴
자요, 구세주 새하나님이신 것이다. 성주님은 어떠한 우주의 마
귀라도 여지없이 박살을 내버리시는 무적 장수인 것이다.
하늘의 잃었던 두 씨를 다 찾아서 회복하시니, 비로소 마귀를
죽이는 삼위일체 완성주 구세주 새하나님의 능력을 완성하신
것이다. 이제 구세주 새하나님이 하늘의 세 씨를 모두 회복하여
삼위일체를 완성하셨으니, 사람을 죽지 않고 영생하게 하는 생
명과일을 완성하셨으며, 이는 마치 여의주를 입에 물고 승천하
는 용과 같이 힘차게 일어나시는 구세주의 출현인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들은 누구든지 승천하는 용을 따라
야 할 것이요, 승천하는 용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 그 엄청난 기
운에 휩싸여 모두 용과 함께 승천하게 될 것이다. 세상 속담에
라는 말이 있다.
개의 뒤를 따라가면 개처럼 울타리 사이로 나가든지 시궁창
구멍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승천하는 용의 뒤를 따르
는 자들은 모두가 다 그 엄청난 용의 힘에 휩쓸려서 하늘로 승
천하듯이 그 길이 형통하게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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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초에 이 여사님이 성주님을 만나신 후, 삼천년
성 간부들과 함께 식사대접을 하고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잤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총천연색으로 황금빛이 눈부시게 빛나는 엄청나게 커다란 용
이 눈부신 구슬(여의주)을 입에 물고 하늘 높이 승천을 하는데,
그 뒤로 물결이 휩쓸려 올라가고 그 휩쓸려 올라가는 물에 수
없는 고기들이 한꺼번에 휩쓸려서 따라 올라가는데 그 광경이
참으로 찬란하게 아름답고 너무 너무 장관이더라는 것이다.
그 승천하는 용의 뒤를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어류들은 고래,
물개, 바다사자, 새우, 게, 문어, 상어, 갈치, 꽁치, 삼치, 참치,
고등어, 오징어, 해파리, 뱀장어, 대구, 청어, 광어, 우럭, 낙지,
해삼, 멸치, 도다리, 멍게, 전복, 준치, 병어, 가자미, 방어, 주꾸
미, 미역, 민어, 도미, 홍어, 가오리, 소라, 대합, 백합, 가재, 맛
조개, 꼬막, 굴, 농어, 연어, 이면수, 다랑어, 지치어, 모래무지,
숭어, 밴댕이, 황석의, 조기, 자라, 거북이, 상어, 악어, 백상어,
전어, 아귀, 복어, 곤쟁이, 멍게, 성게, 불가사리, 미역, 다시마,
파래, 톳, 망둥이, 꼴뚜기, 삼식이, 개불, 놀램이 ….
하여튼 그렇게 많은 바다에 있는 모든 어족이 크거나 작거나
잘난 놈이나 못난 몸이나 구별 없이 한꺼번에 승천하는 용의
뒤를 따라서 물결에 휩쓸려 하늘 높이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나
도 엄청나고 장엄하여,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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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가 넘쳐서 물이 덮치려고 하여 급히 피하면서 손을 휘저으
니, 옆에 있는 전화기를 손으로 두들겨 치는 바람에 소스라치게
깜짝 놀라서 잠을 깨어보니 꿈이었다는 것이다.
성주님은 바로 떠오르는 태양이다. 그리고 승천하는 용이다.
그러므로 오직 성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르게 되면 한없는 하나
님의 사랑과 하늘의 축복을 받으리라! 승천하는 용의 뒤를 따르
기만 하면 일개 개인이나 단체나 심지어는 민족이나 국가라도
그야말로 욱일승천하는 운세를 타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사실은 그 동안 성주님께서 걸어오신 발자취를 돌
아보아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성주님께서는 그 동안 영생
교 승리제단과의 법적인 종교싸움에서 단 한 건도 법원에 기소
를 당한 적이 없이 검찰의 선에서 모두 다 무혐의로 끝이 나고
고소인들이 무고로 구속송치가 되곤 하였던 것이다.
세상에서는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크게 피해를 겪는 일들
도 있는 것이다. 세상 속담에
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주님께서 그처럼 온갖 악랄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
원하여 대적하는 집단과 싸워서 단 한 건도 밀린 적이 없이 다
박살내어버리신 사실만을 보아도 성주님은 그야말로 하늘의 운
세를 거머쥐고 오신 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이는 영생교 승리제단은 삼천년성 성주님과는 대적할 만한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1994년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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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교 조희성 교주를 구속시켰던 이경재 검사도 말하기를

라고 말하는 것을 그의 수하에서 일하던 두 명의 형사들이 찾
아와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러면 왜 그처럼 영생교 승리제단의 조희성 교주는 성주님을 그
렇게도 못살게 괴롭혔다는 말인가? 사실은 조희성 교주는 성주
님을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시험과 연단을 다 이기고 승리함으로
서 억만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무적 장수로 세우시려는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당신과 성주님을 비교
하여 말씀하시며 성주님을 강력하게 증거를 하셨던 것이다.
라
고 질문을 하였던 것이다. 이 말씀은 이 두 분 가운데 한 분은
분명히 진짜 구세주가 있으며 다른 한 분은 가짜 구세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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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인 것이다. 천치 바보라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영생교 승리제단의 조희성 전도사님은 당신은 희미하게 빛을
잃고 사라지는 새벽 별이요, 땅에 떨어진 계명성이라고도 하셨
다. 그리고 판석 성주님은 떠오르는 태양이요, 승천하는 용이라
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강조하셨던 것이다.

토운(土運)의 황구렁이가 용이 되어 여의주(如意珠)를
입에 물고 승천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진사성인출(辰巳聖人出)
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백호지신인 금운(金運)의 백 호랑이는
진사성인출과는 아무런 해당이 되지 않으며, 황구렁이 뱀 곧 구
진등사(句陳騰蛇) 황구렁이가 용(龍)이 되어 승천하는 것이다.

목운(木運)의 박태선 창조주 하나님은 청룡으로서 이미
태초에 출현하신 하나님이요, 오늘날 인류가 기다리는 말세에
출현하실 진사성인출의 정도령은
의 황구렁이가 용이 되어 승천하는 것이요, 만왕의 왕이신 구
세주 새하나님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 호세아 14장. 9절 ---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지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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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하기만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고 이끌
어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죽는 원인은 원
죄 까닭이다. 태초의 하나님께서도

고 강조하셨다. 그러므로 오늘날 구세주 새하나님께
오직 순종 하는 것 하나밖에는 더 이상 귀한 것이 없는 것이다.
이 여사님은 또다시 꿈을 꾸셨다. 지난 서기 2004년 12월 9
일, 10일 연거푸 이틀간 신기한 꿈을 꾸셨는데, 그 꿈이 너무나
도 신기하고 예사로운 꿈이 아니라는 생각이 되어 여기에 첨가
하여 기록하기로 하는 바이다.
첫날 꿈은, 아주 크고 넓은 궁궐 안에서 임금님이 황금 면류
관(冕旒冠)을 쓰시고 곤룡포(袞龍袍: 王이 입는 의상)를 입으시
고 신하들에게서 보고를 받으시고, 이 여사님에게 월계관을 씌
워주시면서 네 마음이 매우 선하고 아름답다고 칭찬을 하시는
것이었다. 그런데 임금님이 옥좌에 앉으시고 이 여사님은 그 앞
에 앉아 있는데, 임금님의 곤룡포 앞자락이 벌어진 사이로 임금
님의 몸에서 눈부신 광채가 비치어 나오는 걸 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의 꿈은, 넓은 푸른 초원에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양떼가 있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쪽으로는 넓은 바다 수평선 위에 태양이 막 떠오르는데 그
광경이 참으로 아름답고 찬란하여 그 태양을 향하여 두 손을
합장하여 세 번 큰절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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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님께서는 이 꿈을 해몽하여 주셨는데, 첫 번째 꿈과 다음
날의 꿈은 거듭 강조하는 꿈으로서 첫 번째 꿈에서 궁궐 안에
계시는 임금님은 바로 성주님이요, 이 세상에 오신 만왕의 왕이
신 구세주 새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두 번째 꿈에서 떠오르는 태양은 바로 성주님이요, 인
류의 구세주 새하나님이 출현하심을 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동안 역곡 승리제단에서는 조희성 해와 주님을 새벽별이라
고 주장을 한 그대로 이제 새벽별도 희미하게 빛을 잃고 사라
지고 어두운 밤도 다 지나가고 넓은 바다 수평선 위에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니, 이는 바로 다음 반열의 사명자이신 성주님의
출현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두 손을 합장하여 3배의
절을 하였다는 것은 구세주 새하나님을 향하여 경배를 드리고
수많은 양떼를 먹이는 목동이 되어 하늘의 일을 크게 하실 분
이라는 뜻이라고 해몽을 하신 것이다.
성주님께서는 그 동안 빛고을 광주에서 약 21년간 은둔생활
을 하신 일은, 성주님께서 그 동안 영적으로 21년간의 깊은 잠
에서 이제야 비로소 깨어 일어나신 것이다. 서기 2003년까지
21년을 지나니, 마치 달걀이 어미닭의 품에서 21일을 지나니
병아리가 달걀껍질을 깨고 나오는 격이다.
그리하여 역곡 해와 주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것은, 마치
21일간을 둥지에서 달걀을 품고 있다가 병아리가 부화되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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걀껍질을 깨트리고 나오니 암탉은 이제 그 사명을 다 마치고
둥지를 후다닥 떠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주님은 21년간의 깊은 잠을 깨어나셨으나, 다시
해와 주님이 화천하시니 약 6개월 동안의 애도하는 기간을 지
나서야 비로소 양을 치는 일을 시작하시게 된 것이다. 이와 같
은 꿈도 시기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서기 2005년은 을유년(乙酉年)이니, 우리나라가 36
년간의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요, 구세주
새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해방이 되어 닭이 홰를 치며 크게
새벽을 알리는 기쁘고 감격적인 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황구렁이 마귀라고 하던 성주님은 황룡이 되어 승
천하는 것과 같이 닭이 해를 치고 일을 시작하니, 이는 바로 구
세주 정도령이 계룡에 정좌하시는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야 비로소 어두운 밤이 다 지나가고
새 세상 새 아침이 밝아온 것이다.
떠오르는 태양은 그 빛이 참으로 아름답고 찬란하오니, 이제
참 목자는 양을 몰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참 목
자는 오직 마지막 때 출현하시는 구세주 새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동들은 양을 몰아 이제 이 신선하고
거룩한 새하나님의 목장으로 와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이 먼저 구세주 새하나님을 가만히 찾아와 영
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요즈음 신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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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보도를 하고 있
는 현실이다. 죄인들의 몸에서 나오는 죄의 독소물질 때문이다.
지금 인간들의 무지로 인해서 자연 환경과 생태계가 더욱 극
심하게 파괴되고 있으며, 지구 환경은 인간이 더 이상 살 수 없
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땅의 인류가 모두
지구를 떠나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된다.
옛날 노아는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가 나서 인류가 멸망을
한다고 외쳤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말세에 출현하신 새하나
님께서는 앞으로 10년 내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야 한다고 외
치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위급하며 한심하고 절망적인
세상에 드디어 구세주 하늘의 영적 엄마가 출현하셨으니, 죽음
은 끝이 나고 생명의 시작이 되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며, 격
암유록 성운론에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다.

寒心하다世上事여 死末生初此時로다
陽來陰退仙運에는 白寶座의神判이라
非禮勿是非禮勿聽 行住坐臥端正하소
先聖預言明示하라 逆天者는亡하리라
이제 구세주 정도령이 출현하시어 백보좌의 신판을 시작하신
것이다. 죽음의 세상을 끝장내시고 새 세상을 펼치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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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직 주 하나님!
본란에서는 구세주 새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심판하시
는 일에 대하여 일부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구세주의 백보좌의
심판이라 함은 6천 년 동안 마귀가 주름잡던 세상을 끝장내기
위하여 인생들을 미혹하여 멸망으로 끌고 가던 마귀를 멸하심
으로써 마귀에게 사로잡힌 당신의 자식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대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예수를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대신 상대
적으로 심지어는 자기 부모님을 섬기는 일마저도 우상을 섬기
는 것으로 죄악시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인류를 살
생하고 분쟁을 일으키며 세상을 소란케 하였던 것이다. 오직 예
수 외에는 모두가 다 마귀라는 사상이 그 원인인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을 근본으로 생
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혈손
이요, 하나님의 분신 체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부모님도
하나님이요, 형제들도 다 하나님처럼 섬겨야 하는 것이다.
창세기 17장과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 세 사람이라고 하였고, 아브라함이 달려 나가서 땅바닥에 이
마를 대고 절을 하며 맞이하였고, 물을 떠다가 하나님의 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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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어드리고 떡과 고기를 대접하니 하나님께서 드시고 떠나셨다
는 기록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몸이 있고 발이 있
으시니 물로 발을 씻어드렸으며, 하나님이 손과 입이 있으니 떡
과 고기를 잡수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의 몸
을 입고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모세율법 십계명의 일부를 소개하는 바이다.

----- 신명기 5: 1~11 -----

이와 같이 성경 전체에 오직 하나님만이 구세주요, 하나님께
만 경배하고 섬기라는 것이 일관된 내용인 것이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구원해 주실
구세주는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분명한
말씀을 다음과 같이 성경에서 찾아본 것이다.

----- 사 43: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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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45: 21∼22-

---- 사 47: 4 ----

----- 사 48: 17 -----

이처럼 하나님만이 구세주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셨으며, 말세
에도 오직 하나님이 친히 오시어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하여
신약성경에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 딤전 6: 15∼16 -----

기약이 이르러 말세에 나타나시는 구세주 하나님은 찬송할
이시오, 홀로 하나만 되신다고 한 그대로, 우리의 찬송을 받으
실 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오직 홀로 새하나
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이다.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
으실 분은 오직 구세주 새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이다. 태
초의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시고, 말세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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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하나님은 바로 새하나님인 것이다.
‘

라고 함과 같이, 죽지 않는

영생도 오직 구세주 새하나님에게만 있으니, 영생을 주시는 구
세주는 바로 새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이다.

(2) 이단 사이비 종교
본란에 이와 같은 제목의 글을 쓰는 이유는 어떤 특정 종교
들을 비난이나 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혹에 빠져 멸망으로 달려
가고 있는 선량한 양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어떤 서른 살 난 나사렛 청년이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언덕 아래에 크게 장작불을 피워놓고 그 불 구렁텅이속에서 죽
어서 순교를 하면 천당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어린아이를
한 명씩 불속에다 집어던지고 있다고 하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괜히 남의 종교에 대하여 참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그냥 구경만 하다가 지나가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달려오더니 다짜고짜 청년의 멱살을 쥐
고 욕설을 하면서 사력을 다해 싸우다가 결국 그 청년을 불 구
렁텅이에 밀어 넣어 죽여 버리고 어린아이들을 구했다고 하자.
그 여인은 어린아이들의 어머니였던 것이다. 누가 이 여인을 나
쁘다고 평을 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훌륭하고 장한 엄마라고
칭송하지 않겠는가. 오늘날 구세주는 바로 이 엄마인 것이다.
그러므로 본란에서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하여 논하는 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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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괜히 남의 종교에 대하여 평이나 하는 것으로 오해가 없
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러한 유치한 수준으로 감히 이와 같이
당당하고 강력한 글을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요즈음 사회에서 신흥종교가 나타났다고 하면 벌써 의례히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거론되고 있음을 본다.
그러면서 의례히 기독교와 같이 역사가 오랜 종교가 가장 올바
른 종교나 되는 양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하게 지적하여 두지만, 이단 사이비 종
교의 판단은 온전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법이요, 불완전
한 죄인들은 불완전한 판단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나 함부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운운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특권에 대한 도전이요,
월권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라는 말 자체
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절제하고 신중히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처신이라고 제언하는 바이다.
그 동안 성주님께서는 이단 사이비 종교 교주라는 모함으로
수십 통의 고소나 투서를 받고 조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차제에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하여 명백한 규명을 하고자 하는 바이다.
성주님께서는 그 동안 영생교 승리제단에서 모함하는 고소,
투서를 청와대나 안기부, 검찰청에 21통이나 제출하여 수사를
받으셨던 것이다. 영생교 승리제단에서는 성주님을 사이비 종교
교주라는 것이며 헌금을 사기했다는 것과 여자들을 강간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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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식의 고약한 죄명으로 고소를 하였던 것이다.
영생교에서 고소장에다 첨부하였던 성주님이 여자들을 강간
을 했다는 증거로써 1982년 6월 17일에 200여 명에게 몰매질
을 당하면서 강요에 의해 썼던 자백서를 증거로 제출했던 것이
다. 승리제단과 삼천년성의 본격적인 종교싸움이 법적으로까지
벌어졌던 것이다.
처음에 1983년 1월 25일에 승리제단 간부들에 의해서 6통의
고소장이 서울시경 폭력계에 접수되었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밤새 철야조서를 받으면서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담당
형사가 성주님께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하였다. 그리고 담당 형
사는 그 거짓말 탐지기 위에 손을 얹으라고 하여 성주님께서
그 위에 손을 얹으셨으나 바늘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성주님께서 처음에는 그것이 잘못된 일인가 하고
라고 속으로 생각
하셨던 것이다. 그러자 그 형사가 자기 손을 얹어보니 그때는
바늘이 발발 떨면서 위로 올라갔던 것이다. 그 형사는 또다시
성주님께 손을 얹어보라고 하여 성주님이 손을 얹어보시니, 또
다시 바늘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다른 형사를 불러
서 손을 얹어보라 하니, 그때도 역시 바늘이 발발 떨면서 올라
갔던 것이다.
그러자, 형사들이 오히려 성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갑자기 변
하여 더욱 정중하게 대하는 것을 보니, 바늘이 심하게 움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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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 모양이다. 즉, 거짓말을 하
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여 심장이 뛰게 되고 그리하여
맥박이 세차게 뛰면서 그 기계의 센서가 인식을 하여 바늘이
떨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그 형사가 거짓말탐지기를 들고 한참 흔들어 본 다음
에 또다시 성주님께 손을 얹어보라고 하여 손을 얹어보시니, 여
전히 바늘은 아예 고장이 난 것처럼 전혀 움직이려 하지 않았
고, 다시 그 형사가 손을 얹어보니 다시 바늘은 벌벌 떨며 올라
갔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형사들이 바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이라는 증거가 아닌가. 하하하하! 그리고 성주님은 거짓말을 하
시지 않은 분이라는 증거가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은, 거짓말 탐지기의 바늘이 어찌 그
렇게도 전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아마 숨을 쉬
고 사는 동물이라면 어느 짐승이 발을 올려놓는다 해도 바늘이
움직일 것이다. 그런데 성주님이 손을 올려놓으시자, 바늘이 아
예 고장이 난 것처럼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다는 것은 예사로이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거짓말 탐지기가 하나님을 알아본
것이 분명하다.
그러자, 그 형사는 머리를 숙이면서
라고 하며
깍듯이 존대 말을 쓰면서 모든 조사를 다 마쳤던 것이다.
그러면 왜 이처럼 거짓말 탐지기가 바늘이 움직이지 않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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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요? 그것은 이현석이라는 분은 이미 죽고 없는데, 죽은 사람
의 손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하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이를 알고 증거를 한 것이다.
당시에 성주님을 고소했던 네 명의 고소인들은 무고로 그 즉
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한 건은 고소취하를 하고, 한 건은
고소인 불출석으로 기소중지로 처분 되었던 것이다.(사건번호:
83년 형제51824호)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반장 이하 전
수사진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셨던 성주님(이현석) 앞
에 일렬횡대로 서서 “

를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조사

가 끝났음을 고하고
라고 정
중하게 머리 숙여 인사를 하였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서울지검 3호 검사실에서 출석 요구서를
보내와 나가셨는데, 사건을 담당한 최 모 검사가 말하기를
하고 질문했던 것이다.
당시에 이 사건이 신흥종교 교주로서 사이비종교 교주라는
내용의 사건이므로 종교분야에 대하여 박식한 기독교인 검사에
게 사건을 배당시켰던 것으로 짐작이 되었다.
성주님께서
대답을 하시니
께서는

하고
하고 반문을 하므로, 성주님
라고 하시자, 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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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는 말이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라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러자, 그 검사는 손으로 재빠르게 자기
라

입을 가리면서
고 정중하게 머리를 숙였던 것이다.

여기서 처음에 그 검사가 한 말은 너무나도 조리가 안 맞는
말이다. 누구든지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종교도 아니고, 그전
전에 속했던 종교가 사이비 종교의 기준이 된다는 말인가.
그러면 지금은 아무리 올바른 종교일지라도 그 전 전에 속했
던 종교에 따라서 이단, 사이비의 기준이 정해진다면, 이 세상
에 어느 누구라도 이단, 사이비가 아닌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 검사의 수준이 그 정도였던 것이다. 그러나 성주님
께서는 그 검사실을 나오시면서

라고 생각하셨던 것이다.
그 후에 서울지검에서 사건결과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어
왔는데,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4건은 무혐의로 처리가 되고 한
건은 고소인 김순례 씨가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한 건은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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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으로 기소중지가 되었다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고소인 네 명은 모두 무고로 검찰에 구속송치 되었던 것이다.
1995년 어느 날, 역곡 승리제단의 소문종 살해암매장 사건에
관련된 4명의 살인범과 관련이 있다는 김규섭이 삼천년성에 와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왔다면서 성 모 형사와 김 모 형사 두
사람이 찾아왔었다.
그들은 1994년에 역곡 조희성 전도사님을 구속시켰던 이경재
검사 휘하에 있는 형사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김규섭
이 삼천년성에 오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돌아갔던 것이다.
당시 이경재 검사님이 성 형사와 김 형사 두 사람을 성주님
께 보내어 그와 같은 사실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수사협조를
요청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성주님의 집무실에서 형사들이 이경
재 검사님에게 전화를 연결해서 인사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성 형사, 김 형사 두 분들이 성주님께 건네 드
렸던 메모지의 연락 전화번호(02-530-4492~3)에 의해 그 후
여러 차례 전화연락을 하였으며, 두 형사들이 성주님께 보냈던
편지도 보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때 이경재 검사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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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하는 것을, 그의 수하에서 일하던 두 명의 형사들이 찾
아와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던 것이다. 성주님께서
라고 반
문하시자, 두 형사들은 자세히 설명을 했던 것이다.
이경재 검사님은 전국 5개 지방검찰청(서울지검, 의정부지검,
울산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에서 수사를 했던 성주님의 사건
서류를 모두 모아놓고 다 읽어보니, 단 한 건도 기소된 사건도
없이 모두 다 검찰에서 무혐의로 끝이 났으며, 이현석 씨는 아
주 굉장한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영생교 승리제단에서 삼천년성의 성주님을 사
이비 종교 교주라고 하면서 헌금 사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모두 무혐의로 처리가 되었으며, 고소인들이 무고로 구속이 되
었으니, 성주님은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아님을 검찰에서 분명
하게 확인해 준 셈이다. 그렇다면 성주님을 사이비종교 교주라
고 모함한 승리제단은 과연 사이비 종교가 아니고 무엇인가. 또
한 담당 최 검사의 잘못된 고정관념도 함께 지적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무렵에 성주님을 북한 공작금을 받은 간첩이라는
모함을 받고 은밀히 수사를 받으시는 일까지 있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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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도에 영광 홍농 원자력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박병규라는 사람은 자기 부인과 함께 찾아왔는데, 그 부인의 몸
집이 아주 비대한 모습을 보시고 성주님께서

라고

하셨다. 그리고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 분은 전남대학병원에서 당뇨병
과 루머치스 관절염, 신장염 등의 합병증으로 더 이상 약물치료
로는 어려우니 이제 퇴원을 하라는 사형선고를 받고 나온 아주
중환자였다. 성주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계속 울고만 있었다.
그런데 그날부터 안찰을 받고 첫 성례를 참석하여 성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온통 향취
가 진동하였고, 집에 돌아가서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도 이불
속에서도 온통 향취가 진동하였으며, 길을 걸어가도 향취가 진
동하고 약 10일 동안이나 직장에서도 하루 종일 향취 은혜 속
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 이처럼 황홀한 은혜 체험은
처음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21일을 참석하는 동안에 병이 다 나아버리니, 아예
광주로 이사를 하여 성전에 다니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자기의
집 재산을 다 가져왔다고 하면서 예금통장과 돼지 저금통까지
가지고 와서 성주님께 바치면서
하고
말했다.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여도 막무가내였다.
그 무렵에는 주로 서울과 부산에서 이사 온 성도님들이 주로

12. 백보좌의 심판

성전에 매일 나오고 있었으며, 광주 본토 사람들은 전혀 없을
때였다. 그런데 그들은 서울과 부산에서 이사를 와서 살면서 직
장도 없이 새벽에 거리에 나가서 고물을 수집하는 등, 아주 어
렵게 살아가는 영세민들이었다.
성주님께서는 그처럼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들어오는 헌금으
로 수십 세대를 매월 수십 만 원씩 생활비를 지불하셨던 것이
다. 오직 당신 얼굴 보고 살기 위하여 이 멀고 먼 타향에 와서
고생하며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직장이라도 잡아서 자리를 잡
을 때까지 거두어 주시려는 뜻이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이 소문이 이상하게 번져나가서 성주님이
무슨 북한 공작금이라도 받아서 큰돈을 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누군가 성주님을 북한 공작금을 받아서 지
하운동을 하는 빨갱이라고 고발을 하였다. 성주님에 대하여 수
사를 담당한 형사는 광주 동부경찰서 대공과 이태주 형사로서
그는 성주님의 어릴 때부터의 행적과 전에 종사했던 종교단체
까지 아무도 모르게 암암리에 조사를 하였던 것이다.
성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이미 다 아시고 동부경찰서 대공과
로 전화하여 이태주 형사를 직접 불러서 만나시게 되었다. 이
하고

형사는
깜짝 놀랐던 것이다. 그리고

하고 물었다. 마치 그것이 엄청난 죄라도 된다는 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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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가장 풀리지 않은 의문점은 그 많은 돈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성주님께서

하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러자, 이태주 형사님은 즉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구십 도
로 구부려 절을 하면서

하고 머리 숙여 정중히 사과하였다.
그 담당 형사는 성주님께

라고 말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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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 결국 성주님을 간첩이라고 고발한 사람은 성주님에 대
한 사상 검증을 하여 더욱 당당한 신분을 확인하게 하였으니,
오히려 고마운 사람이라고 성주님께서는 밝게 웃으셨던 것이다.
그러면,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성주님께 사이비라고 실언을
하였다고 사과를 하였던 최 모 검사가 가장 정당하다고 믿고
있는 기독교는 과연 어떤 종교인가,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특히 기독교는 유독 다른 종파에 대하여 이단 사
이비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너무나도 함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단인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나님과 이단인 마귀를 함께 섬길 수가 없
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예수는 같은 신이 아니요, 반대
신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하나님과 반대 신이요, 분쟁의 신 마귀라는 속성을 예
수가 스스로 말한 내용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만 것이다.(마태
복음 10: 34~36, 누가복음 12: 51~53)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 동안 거짓 목자들이 예수 마귀의 악
한 독초를 먹여가지고 고약한 불치병에 걸려 있다. 소위 양을
치는 목자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여야지
마귀의 악한 독초를 먹이고 있으니, 그 심령들이 다 완악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영의 양식이든 육신의 양식이든 먹는 대로 숨김없이 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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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게 되어 있다. 악한 독초를 먹으면 그 악한 독이 몸속에 불
치의 질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악한 독소가 겉으로 방출되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해로운 독초를 먹고 광란을
일으킨다. 예수라는 독초를 먹인 양들은 사나워진 것이다.
예수는 이 세상에 화평케 하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온 자가
아니고, 세상에 온갖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고 인류를 멸망케 하
려고 온 마귀의 앞잡이인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는 등의 예수가 한때 허울 좋게 내뱉은 소리를 가지고
제법 이 세상에서 가장 화평을 주는 종교인양 사랑을 표방하는
의로운 종교로 겉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가 분쟁의 신이요, 마귀의 화신이라는 증
거는 다음과 같은 성경의 기록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 것이다.

----- 마태복음 10:34~36 -----

(눅 12: 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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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가 어찌 화평 왕이란 말인가. 예수는 자기 스스로도 말하
기를 자기는 이 세상을 화평케 하러 오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했고, 또 그와 같이 분쟁만 일으켰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
은 예수라는 신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적이 없는
것이다. 그는 공중 신 마귀의 자식이다.(참조: 마태복음 3: 17)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하나님 아들일 뿐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중세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이라는 미
명하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200만 명이나 인명살상을 저질
렀던 것이다. 이 십자군 전쟁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기극이라
는 사실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기독교는 구교와 개신교 사이에 예수의 이름
으로 서로 상대방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없어져야만 할 가장
못된 마귀요, 이단이라고 싸우다가 종교전쟁까지 일으켜 200만
명이나 암살을 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살인마집단이라 해야 맞
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십자군 전쟁은 중세기에 서구(西歐) 제국의 기독교도가 회교
도를 정벌하기 위하여 일으켰던 전쟁으로서 11세기말(1096년)
부터 13세기말(1291년)에 이르기까지 전후 7회에 걸쳐 약 700
만을 동원하여 거행한 원정(遠征)으로, 중세 최대의 영향을 아
구(亞歐) 여러 나라에 끼쳤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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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적은 성지 팔레스티나, 특히 예수의 묘가 있는 예루살렘
을 회교도의 손에서 빼앗아 기독교의 영토로 삼아 순례자의 편
리를 꾀하려는 데 있었으나, 또 다른 면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
및 이(異)민족 간의 분쟁충돌로서, 전후 200년간에 약 200만
명 이상의 인명을 살상하고 끝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종교전쟁은 1618년 5월 23일 보헤미아의 수도 프라하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그 후 약 30년간이나 치열하
게 계속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도 종교전쟁은 어느 한 쪽이 승
리를 하여 이단의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서로가 크나큰 피해
를 면할 수 없고 멸망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어쩔 수 없이 적
당히 화해를 하고 중단한 상태이니, 상대방이 이 세상에서 가장
없어져야 할 못된 이단이라는 주장은 아직도 유효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천주교나 개신교보다 더
크고 못된 이단 종교는 감히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단 사이
비 종교에 관해서는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이단 종교나 사이비
종교는 감히 명함이나 내 놓을 수 있겠는가.
오늘날 기독교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살인 만행을 저지른 종
교는 유사 이래 일어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오늘날
까지 감히 기독교를 능가할 만한 이단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못
하는 것이다. 이러한 데도 감히 타 종교를 평가할 수 있겠는가.
자기들의 신앙을 빙자해서 집안 식구들과 불화하고 형제간에
우애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신앙은 갖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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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사람이 더욱 올바른 사람이 되어 사람답게 살고 더욱 행
복하기 위하여 종교를 갖는 것인데, 그 종교 때문에 인간생활에
행복과 인류의 평화를 파괴한다면 그 종교는 올바른 종교가 아
니요, 그러한 종교가 바로 이단 사이비 종교인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에 대하여 이단이니, 삼단이
니, 사이비니, 오이비니 하고 함부로 말하면 되겠는가? 어불성
설이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더욱 악해지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 자체가 분쟁의 신이요, 악한 마귀의 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기독교는 매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엔 각 성당
이나 교회에서 미사나 예배를 보면서
고 감언이설로 목소리를 높이지만,
이 또한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다. 그들은 예수가 이 세
상에 화평을 주려고 왔다고 주장하지만, 예수가 오고 난 후부터
이 세상은 오히려 십자군 전쟁, 종교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
차 세계대전 등 전쟁사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매년 12월 25일이 오면 그날이
예수의 생일이라고 거짓으로 조작을 하여 아기 예수가 화평의
왕으로 탄생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혹세무민을 일삼고 있다. 초
기 3세기경까지는 예수의 생일을 6월 20일로 지켜오다가 더욱
알려진 날로 편리하게 변경을 한 것이다.
그들은 능은 없고 이처럼 거짓과 속임으로 선량한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 그들은 예수의 족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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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 잉태설에 이르기까지 허위 조작의 명수들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나 예수를 믿으며 잘난 체를 하면
서, 예수의 이름으로라면 모든 사람을 마귀로 여겨서 어떠한 살
육전쟁도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자기네들이 주장하는바 그대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못된 이단인 기독교가 걸핏하면 다른 종교에 대하여 이단이니
삼단이니, 사이비니 오이비니 하고 모략을 하면 되겠는가.
기독교가 그처럼 가장 못된 습성이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자
기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은 모르고 남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덤
비는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의 포악성을
잘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속성이다. 오늘날까지 기
독교인들의 사고방식이 이러하기 때문에 중세기에 있었던 기독
교의 십자군전쟁이나 종교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은 화평과 영생의 신임에 반하여 예수는 분쟁과 살인마의 마귀
신임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서기 2000년 3월 6일에 로마교황 요한바오로 2세가 이
를 시인하고 사죄하는 미사를 집전하였던 일은 이미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 것이다. 교황이 이미 시인한 바와 같이, 그들은 2
천년 동안 교회의 범죄에 대한 시인과 사과를 했다고 해서, 하
나님이 그들의 죄를 다 사해주셨다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한 순간의 회개나 반성으로 그 죄가 해결될 수 있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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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니다. 일개 개인은 한때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
서해 줄 수는 있지만, 종교는 그렇게 개과천선해서 될 일이 아
니다. 그들이 이미 스스로 시인한 바와 같이, 그들은 종교라기
보다는 살인마 집단이라고 말해야 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는 용서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아예 종교의 간판
을 내리고 문을 닫고 살인마집단이라는 간판을 걸고 역사와 세
계 인류 앞에 엎드려 공개적으로 양심선언과 함께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찾아 나
서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와 같은 이단
사이비 종교집단에 더 이상 미혹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기독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그 정도로 자인을 했으면 종
교라는 미명 아래 혹세무민을 이제는 그만 하고 종교라는 간판
을 내리고 범죄 집단 또는 살인마집단이라고 간판을 바꿔서 다
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는가. 아니면 이단 사이비 종교라는 유령
회사 영업을 계속해서 더 해먹고 싶은가, 대답하라!
지금은 예수나 믿는 시대가 아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
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인가. 성경에서도 이미 지나간 시대의 예
수가 아닌 말세에 강림하실 구세주 새하나님을 집중 예언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는 어서 속히 이 땅에 강림하신 구세주 새하나님을 영접
하여 다시는 사망과 애통이 없는 영생의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역군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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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태선 하나님!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나 종파에 대하여 유독 이단
이니 삼단이니 하고, 또는 사이비니, 오이비니 하면서 유별나게
도 잘난 체를 하고 유난을 떠는 습관이 있다. 불교나 다른 종교
의 신도들은 그렇지가 않다. 이는 목사들이 그렇게 교육을 잘못
시켜놓았기 때문이다.
이단은 바로 기독교가 이단이지 다른 종교가 이단이 아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함부로 이단이라고 입을 놀리면 되겠는가?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단임이 드러난 것이다. 그 중에
서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대적한 이단이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저지른 만행 중에는 우리 국
내에서 한국 기독교가 저지른 사건도 도저히 빼놓을 수 없는
역사의 기록을 한 페이지 남겨놓고 말았던 것이다.
기독교가 적그리스도인 예수의 신을 받은 이단의 집단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줄기를

라고 핍박을 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의 신과 마귀의 신은 서로 상대적인 반대 신이기
때문이다. 간계한 마귀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박태선 장로가 하
나님이라는 걸 알고 최고로 발악하고 대적을 했던 것이다.
그와 같은 사실은 그 동안 과거에 전도관 박태선 장로님에
대하여 한국 기독교 11개 교파 교권주의자들이 합세하여 교인
들을 앞세워 이단이다, 삼단이다, 온갖 핍박을 다했던 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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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 보면 그 실상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해보라! 이단(마귀)이 상대방을 이단(마귀)이라고 주장
을 하면 반대로 상대방은 과연 어떤 존재이겠는가. 바로 하나님
의 줄기가 아니겠는가. 마귀는 하나님을 마귀라고 하는 것이다.
박태선 장로님은 이 땅에 오신 태초의 창조주 하나님이었다.
기독교인들은 소위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인데, 정작 그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하나님을 마귀라고 하면서 발악하고
대적하였던 것이니, 이 얼마나 경천동지할 일인가.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이단인데, 전도관 박태선
장로님(하나님)을 이단으로 단죄하려고 발악을 하였으니, 이거
야말로 한국판 적반하장(賊反荷杖)인 것이다. 도둑놈이 몽둥이
들고 길거리에서 큰소리치는 격이 아니고 무엇인가. 참으로 가
소로운 일이요,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던 한국의 수치인 것이다.
그런데 낯짝 두껍게 이런 뻔뻔스런 일을 저지르고도 그것이
국제적인 수치거리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아직도 잘난 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국가적인 수치라고 보는 바이다.
자유당 때부터 한국 기독교 11개 교파가 총동원되어 박태선
장로님을 이단이라고 할 때에 총회에서 각 교회에다 공문을 보
내어 박태선 장로가 이단이라는 증거를

라고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로서, 성경 호세아서 14장 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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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도
라고 예언명시하고 있
는 것이다. 다른 여러 부분에 이슬 같은 은혜는 하나님의 신이
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신의 은혜를 내
리는 박 장로님이 왜 이단인가?
또한

(요엘서 2: 28~30)고 함과 같이, 하나님의 신을 이슬 같은
은혜로 피와 불과 연기 기둥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 예언하
고 있는 것이다.(참조: 호세야 6: 3, 이사야 26: 19)
그러므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성신을 내리지 못하는 기독교
가 이단이지, 이슬 같은 하나님의 성신을 내리는 박태선 장로님
이 이단일 수가 없는 것이다. 최고의 이단인 기독교가 전도관
박 태선 장로님에 대하여 이단이니 사이비니 하는 것은 어불성
설이다. 그러므로 마귀 세상에서 가장 득세하는 기성교회의 세
력으로부터 가장 이단으로 지목받아 핍박을 받는 줄기에서 이
긴자 구세주 새하나님이 나오시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슬 같
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은 이긴자 구세주의 징표요,(호세야
14: 5~7) 성경의 예언대로 이슬 같은 은혜가 내리지 못하는 기
독교야말로 마귀의 줄기임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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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때 한국 기독교 총회에서 당시 전도관
의 박 장로님에 대하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오히려 이단
으로 몰아 온갖 핍박과 박해를 가했던 한국 기독교 11개 교파
는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한 이단이 분명한 것이다.
성경에 수천 년 전부터 예언 명시한 그대로 이슬 같은 하나
님의 성신을 내리는 주인공이야말로 성경에서 예언한 틀림없는
하나님 성신의 줄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리
지 못하는 기독교 전체가 이단이지, 이슬 은혜를 내리는 줄기가
이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슬 같은 은혜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거
늘 박태선 장로가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린다고 하니 이단이라고
주장함은, 그들이 스스로 이단임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반증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관 초창기에 기독교 11개 교파가 박태선 장로를
대법원에서 교리재판을 할 때, 한국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여 당
시 유호준 목사(신학박사)가 박태선 장로가 이단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내용이

라고 주장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박태선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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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답변을 하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재판장이 성경책을 대령하라 하였으며, 유호준 박사
에게 직접 읽어보라 하였던 것이다. 유호준 신학박사는 성경을
읽어 내려갔던 것이다.

----- 요한복음 20: 19~23 -----

여기까지 읽어가던 유호준 박사는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즉
시 얼굴을 싸매고 쥐구멍을 찾아 들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교리재판의 결론인 것이다.
박태선 장로가 이단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 전체가 이단임
을 분명하게 확인시켰던 것이다. 박태선 장로님은 이 땅에 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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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초의 하나님이시다. 기독교는 결국 자기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을 이단이라고 발악하며 대
적하고 만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을
해치려고 극악으로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9번이나 치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박태선 장로님을 대적하려던 거물급 인사가 국내에
만 해도 29명이나 되었던 것이니, 그 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
기붕 씨 부인 박 마리아, 신익희 씨, 조병옥 박사 등이 있는 것
이다. 한국 기독교의 가장 우두머리 격인 박 마리아는 남편 이
기붕 부통령의 정치적인 입지를 이용하여, 박태선 장로님이 자
기를 안찰하실 때에 음란죄를 지적한 것에 대한 앙심으로 박
장로를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대법원에서 사형언도를 내리려
던 그날 박정희 장군이 5⋅16군사 혁명을 일으켜서 박태선 장
로님을 무죄석방을 시켜버렸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박태선 장로님에게 직접 나타나시어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
러자, 박태선 장로님이

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신하강 특명서

(로마서 12: 14~21)

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박 마리아와 이기붕은
결국 그의 아들 이강석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이강석은 스스로
자기 권총으로 머리를 쏘아 자살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하
여 그들은 가문의 혈통이 끊기고 말았으니, 그야말로 가문의 씨
를 말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야 말았던 것이다.
또한 신익희 씨는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기독교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박태선 장로를 제거해
버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였던 것이다.
그 무렵에 박태선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당시에 신익희 씨의 인기는 대단했으며, 그대로라면 신익희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은 틀림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
님의 사람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선거일 하루 앞두고 호
남 유세를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심장마비로 급사를 하고 말
았으니, 그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말았다.
또한 조병옥 씨는 박태선 장로님이 축복하신 생수를 박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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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씻은 물이니, 발 씻은 물이니 하며 모함을 하며 대적하였던
것이다. 박태선 장로님께서는

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고 말씀하셨던 것
이다. 그리하여 그는 미국에 나가서 수술을 받았으나,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고 타국에서 객사를 하여 시체가 되어 돌아오는
비참한 말로를 당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심지어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도 한국의 모든 기독교가 다
종교 달러의 원조를 받아서 일어났으나,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
님은 단 원 달러도 원조를 받지 않은 것으로 유명한 것이다.
박태선 장로님께서 신앙촌 건설하다가 국내의 시멘트가 품절
이 되어 일본에다 수입요청을 해놓고 계실 때, 케네디는 미8군
에 지시하여 8톤 트럭 12대에 시멘트를 가득가득 싣고 신앙촌
으로 들어와서 도와드리겠다고 하였으나 정중히 사양을 하셨으
며, 그 후로도 수차례 종교 달러를 원조하겠다고 하여도 사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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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케네디는 박태선 장로님을 제거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그 즉시 케네디는 괴한의 총탄에 저격
당하여 비명에 죽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의 모든 기독
교가 다 미국의 종교달러의 원조를 받아서 성장하였지만, 전도
관(박태선 장로)은 단 원 달러도 원조 받은 일이 없으며, 못대
가리 하나 원조 받은 일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대하여 이단이다, 사이
비다 하고 함부로 중상모략을 하는 못된 습성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기독교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믿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단이라고 명시된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하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신봉하는 성경에는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기독교가 비난하는 다른 종교는 이단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올라 있지도 않은 것이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
단이라고 다음과 같이 아주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 사도행전 24: 5∼9 ----

이는 당시에 예수의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당시 법관에게 넘
겨 송사하는 내용인 것이다. 이와 같이 2천 년 전에 그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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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나사렛 당 예수교는 이단이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될 정
도라면 기독교는 그때부터 이미 확실하게 강력한 이단으로 자
리매김을 해놓았던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였는
데, 당시에 예수라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구세주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가 당장에 이단으로 인식이 되는 것은 어쩌
면 당연한 것이었을 지도 모른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성신의 은혜를 받지도 못할뿐더러 예
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성령의 은혜를 내리지 못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신과 반대가 되는 대장 마귀 예수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 내린다면 말이 되겠는가.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은혜를 받았다, 성신 받았다 하는 것은
모두 마귀 악신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
성교회는 절대로 구원이 없는 것이다.
과거에 박태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라고 외치셨던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구세주 새하나님이 오
시면 기성교회는 폐하게 되고 새하나님께 나아와야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강하게 강조하신 말씀인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기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
이다. 그 소굴에서 어서 속히 탈퇴하여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
오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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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경은 똥통에나 버려라!
성주님께서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며, 성경은 엉터리 책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아시게 된 것은, 어린 중학교 1학년 때이다.
성주님께서 그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
지고 있는 베스트셀러 1위가 성경책이라는 학교 선생님의 말씀
을 듣고 그날 즉시 읍내 서점에서 성경책을 사가지고 돌아와서
신약성경 첫머리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셨던 것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1: 1∼16) 계속해서 읽어내려 가는데

(마태복음 1: 18∼19)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족보를 장황하게 나열해 놓고
는 또 다시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고 하였으니,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모순인 것이다.
마태복음 1장을 다 읽고 나서…

당장에 의혹이 생겼다. 첫째, 예수는 이 족보에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으며, 다만 의붓아버지인 요셉의 족보에 예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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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삽입해 놓은 것에 불과하니, 예수는 절대로 아브라함의 자
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
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였으니, 이 족보는 더욱 가짜
가 아닌가. 반대로 이 족보가 사실이라면 처녀 잉태설은 거짓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서로 상충되는 모
순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예수의 족보설
과 처녀 잉태설 두 가지가 모두 다 엉터리 허위라는 결론을 내
리시게 되었던 것이다.
만약에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과연 사실이라면
오히려
하고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그런데도
이렇게 허위로 족보를 조작하기까지 한 내막은 혈통 상으로 아
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구세주가 나오게 되어 있는 구약성경
의 예언을 자기에게 맞추려는 의도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예수의 처녀 잉태설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여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생명창조의 법칙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이단설이 되는 것이다.
성주님께서는 그 즉시 판단을 내리셨던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셨던 것이다. 그와 같은 결
론을 내리는 시간은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지 5분 정도밖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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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시간이었다. 성주님께서는 이처럼 어린 중학교 1학년 때
성경책을 접하여 읽은 지 불과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에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셨는데,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
은 기독교인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구세주가
나오리라고 예언이 된 고로, 예수는 처녀 잉태설에는 자신이 없
기 때문에 이처럼 어설픈 가짜 족보라도 조작을 하여 자기가
혈통 상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구세주라는 증거를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랄 만
한 사실은 예수의 족보가 누가복음에 중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데, 그 두 군데 제시된 족보에 기록된 예수의 5대조 할아버지들
의 이름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
에 기록된 예수의 5대조까지의 할아버지들의 이름이 각각 서로
다르다. 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누가
복음에 나오는 족보에 예수의 5대조까지의 할아버지 이름이 각
각 서로 다르니, 참으로 해괴한 족보도 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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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진돗개나 도사견과 같은 개들도 족보가 있다. 그런
데 그러한 개들의 족보도 이보다는 훌륭하다. 개들도 할아버지
개가 두 마리씩 되지는 않는다.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이를 헷갈리게 해서 잘 알아보지 못하
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제시하는 족보의
순서를 정반대로 기록하여 잘 분간하지 못하게 하였는데도 불
구하고 이를 자세히 살펴서 이처럼 엉터리임을 여지없이 밝혀
내고 말았다. 그리고 신약성경 4복음서 중에서 복음서의 기록이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르게 기록된 내용들이 이 외에도 많다.
세상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다.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고 엄격하게 신뢰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독생자 외
아들 소위 구세주(?)라는 예수의 족보가 이런 정도 엉터리라면
다른 내용은 얼마나 엉터리이겠는가. 가히 짐작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2%만 있고 98%는 마귀의
글이다.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인
기가 높다는 것은 마귀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이요, 성경은
곧 마귀의 글이므로 마경(魔經)이라 해야 옳은 것이다.
그런데 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작전 전략서(戰略書)에
하나님께서 2%정도의 암호문을 마귀 모르게 삽입해 놓으신 것
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이 세상에 구세주 새하나님이 오신
다는 소식을 마귀가 모르게 암호문으로 삽입해 놓은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며 구세주라는 기록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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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귀가 기록한 글이다. 그 동안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마귀
의 장난에 놀아난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처녀 잉태설과 족보의 조작으로
인하여 자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
세주라는 사기극에 넘어가 가짜 구세주 예수를 믿고 찬양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행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성경의 기록을 일 점 일획도 틀림이 없는 절대적인 신성불가
침의 경전으로 믿고 순종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다. 나는 이와 같은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본을 받고 순
종을 하면 저주를 받는 불행한 자가 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
고 성경책을 똥통에 던져버리는 자는 하늘의 축복을 받을 것이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워 의인으로 찬양하는 인물들
마다 어린 자녀들의 교육상으로도 본을 받아서는 안 되며, 절대
로 용납할 수 없는 포악하고 더러운 음란한 개자식들을 내세우
고 있기 때문이다. 본을 받을 만한 인물이 그렇게도 없다는 말
인가. 성경을 읽으면 오히려 해독이 되는 추악한 인물들을 가장
의로운 인물이라고 추앙하고 칭송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이 도대체 얼마나 훌륭하고 거룩한 글
인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경이 얼마나 거룩하
고 훌륭한 글인가를 알아보려면, 성경에 의인이라고 나오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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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인물 중에서 가장 거물급부터 그들의 인물됨을 한번 분
석해 보아야 한다.
첫 번째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
도록 하자. 그는 자기 본처 사라가 있는 가운데,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으며, 첩으로 데리고 살았으니,
매일 음란한 창녀와 기생집에 가서 음란죄를 짓는 것과 같다.
이는 여지없는 음란한 개새끼다.(창세기 16: 1∼16) 소위 믿음
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이 정도의 개자식인 것이다.
거기에 비하면 그의 조카인 롯도 역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라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처럼 의로운 의인
이라고 하는 롯의 행실이 얼마나 의로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
자. 소위 성경상의 의인이라는 롯은 소돔 고모라 성에서 유황불
로 멸망당하기 전에 두 딸과 함께 도망하여 소알이라는 산언덕
토굴 속에서 숨어살면서, 두 딸과 밤마다 교대로 교미(동침)를
하여 자식들을 낳았던 것이다.
그 자식은 도대체 롯의 아들인가, 롯의 손자인가? 자기가 낳
았으니, 아들이면서 또한 딸이 낳았으니 외손자도 된다는 말인
가? 그런데 자기가 낳았으니 롯의 친손자도 된다는 말인가? 그
러므로 롯의 친손자인가 롯의 외손자인가? 매우 헷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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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나일론 자식이 또 어디 있는가. 참으로 한심하고 지저분
한 의인도 다 있다. 그와 같은 사실을 기록한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성경에 기록된 의인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음란한 죄인들이다.

--- 창세기 19: 33∼38 ---

그러면 그와 같은 성경의 기록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
겠다. 이와 같은 글은 신앙인에게는 물론이요, 자라나는 청소년
들에게 교훈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글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소위 기독교의 성경이다.
그러면 과연 그토록 인사불성(人事不省)이 되도록 술이 취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겠는가.
또 그렇게 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어불성설이다.
이는 자라나는 자녀들의 교육상으로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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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예수의 조상이라고 기록된 유다는 자기의 며느
리와 간통을 하여 자식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며느리 다말
이 자기 시동생 셀나가 자라고 있으나 아직 남자 구실을 못하
니 창녀로 변복하여 시아버지와 간통을 하여 아이를 배어 자식
을 낳았으니,(창세기 38: 12∼19) 이 또한 헷갈리는 나일론 자
식을 낳은 소위 위대한 예수의 조상들이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음란한 개잡놈들을 의인이라고 미화시켜
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나 자기의 근친 가족이라도 변
장을 하여 속이고 간통을 하기만 하면 죄가 되지 않고 의로운
일이라도 된다는 뜻인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이런 추잡한 잡소
리를 기록해놓았단 말인가. 예수의 조상들은 가장 더러운 음란
의 줄기이다.
그렇다면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본받아 자기 가족의
누구에게라도 술이 취하게 하여놓고 동침을 하여 자식을 낳는
다면 롯과 같은 거룩하고 깨끗한 의인이라도 된다는 뜻인가. 또
한 그러한 의인을 본받아야 하는가.
천하의 더럽고 너절한 개 같은 짓이다. 그리고 근친 중에 어
느 한쪽이 상대방의 얼굴을 가리고 속여서 간통을 저지르면 죄
가 안 되는가. 그리고 모르고 지었다고만 하면 죄가 안 되는가.
모르고 지은 죄라도 죄는 분명히 죄일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음란죄를 짓는 자는 아예 용서 없
이 죽여 버리라고 엄명하셨다. 오늘날 인간의 몸속에 피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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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럽히는 가장 더러운 죄가 음란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
는 성도들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바로 음란죄인 것이다.

레위기 20: 10∼18 -----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법이 이토록 엄중하니, 성경에서 의
인이라는 롯과 그 딸들이나, 유다(시아버지)와 그 며느리 다말,
그리고 다윗이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예수의 사도 바울이나, 소위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까지도 모두

12. 백보좌의 심판

당장에 돌로 쳐서 때려 죽여야만 하는 천하의 개잡놈들이 아닌
가.(참조, 신명기 22: 12∼30)
그런데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음란죄를 지
은 자들은 모두 다 죽이라고 하였는데, 반면에 가장 살인을 많
이 하고 음란죄를 많이 지은 자들을 가장 위대한 위인이요, 가
장 깨끗한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조리에도 맞지
않는 이론이며 참으로 개 같이 더러운 성경인 것이다.
어느 쪽이 맞는 말인가? 하나님이 음란죄를 지은 자를 용서
없이 죽이라는 율법이 맞는 기록인가? 아니면 가장 많이 살인
하고 음란한 개잡놈들이 의인이요, 위대한 왕이라고 추앙하는
기록이 맞는 것인가?
이와 같이 성경은 크게 모순이 된 글이요, 잘못된 글이 분명
하다. 일점일획도 틀림이 없으며, 신성불가침이라는 성경이 왜
이런 모순투성이인가? 이러한 성경을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성경에 기록된 의인들을 다시금 계속해서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자기 딸들과 음란죄를 지어 나일
론 자식을 낳은 롯이 아브라함보다는 50배나 더 더러운 개새끼
다.(창세기 19: 30∼38)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 간통을 한 일은
너무나 추하여 거론할 가치도 없다.
그리고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야곱은 또 어떠한가. 그는
부인이 네 명이나 되었던 것이다. 거기서 아들을 12명이나 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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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니, 이는 또한 롯에 비하면 100배나 더 더러운 개새끼다.
(창세기 29: 18∼35) (참조, 창세기 30: 1∼24)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용맹스럽고 위대한 왕으로 추앙하는
다윗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는 자기 부인에게
서 아들 솔로몬을 낳은 것이 아니라, 충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았으니, 그 놈은 번지수가 헷갈려서 엉뚱한 번지에다 일을 저
질렀다고나 할까, 요즈음 말로하면 가정 파괴범이요, 그야말로
아주 골치 아프게 난잡한 놈이다.
다윗은 밤에 몰래 남의 지붕위로 돌아다니다가 우리아의 아
내 밧세바가 집 뒤꼍에서 발가벗고 나체로 목욕하는 것을 훔쳐
보며 음욕이 동해 침을 질질 흘리다가 신하들에게 잡아오라고
하여, 끌려온 여인을 그 자리에서 당장 겁탈을 하여 음란죄를
지었다. 천하에 때려죽일 개잡놈이 아닌가.
그리하여 그 여인이 아이를 배니, 그것을 그의 남편 우리아에
게 덮어씌우려고 하였으나 되지 않으니, 그의 남편 우리아를 치
열한 전쟁터에 몰아넣고 뒤에서 죽여 버리고, 그 아내를 빼앗아
살면서 솔로몬을 낳았던 것이다. 그런 식으로 지저분한 혈통에
서 나온 놈이 솔로몬이다.

---- 사무엘하서 11: 2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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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은 이런 식으로 모아들인 첩이 많았으니,
(삼하15: 17절)라고 함
과 같이, 다윗의 첩은 10명이었다.

---- 사무엘하서 12: 7∼10 ----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지저분한 혈통으로 나온 솔로몬을 가
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성경에서는 최고로 위대하고 거룩한 인
물로 칭송하고 있다.
성경은 왜 이토록 지저분한 혈통에서 나온 개잡놈들을 모두
위대한 의인들이라고 추앙하고 있는지, 너무나 더럽고 추잡한
성경도 다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
데서도 다윗과 같이 이처럼 악독한 놈은 없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행할 수 없는 악을 행한 자요, 살인마
요, 더러운 개잡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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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다윗은 야곱보다도 만 배나 더 더러운 개새끼다.(사
무엘하 11: 1∼27, 20: 1∼10) 모세의 십계명에 보면
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성경에
(삼상18: 7)라고 기
록하면서,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윗은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모
세의 십계명을 어기고 최고로 음란죄를 많이 짓고 살인죄를 많
이 저지른 음란한 개잡놈이요, 살인마 죄인괴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윗이 굉장히 많은 인명을 살해하여 죽이
고 수많은 왕들을 쳐서 죽이고 성을 모두 불사르고 하여 굉장
히 용맹스러운 장수요, 위대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기독교
에서는 지금까지도 다윗을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미
화하며 자랑하고 있다.
다윗이 아내를 빼앗고 죽여 버린 우리아와 같은 인물은 오히
려 의인이라고 칭송할 만한 의로운 인물인데, 그러한 의로운 자
는 다윗의 명을 어겼으니, 치열한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뒤에서
쏴서 죽여 버린 것이 잘했다고 기독교인들은 박수갈채를 보내
면서 성경을 읽고 있단 말인가.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묘사할 만한 인물은 모두 악한 자로 몰
아버리고, 다윗과 같은 음란하고 포악무도한 자는 의인이라고
높이 칭송하고 추앙하니, 이것이 오늘날 소위 기독교의 거룩한
(?) 성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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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칭송할 만한 인물이 그렇게도
없어서 하필이면 그토록 추악한 놈들만을 대표적으로 높이 추
켜세우고 있단 말인가. 한심한 성경도 다 있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하게 답변하라! 위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 아브라함과 롯과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행한 일들이 사실인
가, 아닌가, 말하라!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옳은가 옳지 않는가,
분명하게 대답해 보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였다고 하였으나, 다윗과
같은 자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훗날 나라까지 잃고 2천 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하며 설움을 받
는 비참한 민족이 되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수천 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갖
은 음란하고 더러운 짓을 다하는 자였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
도 역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성경에 미화시켜 기록하고 있으
며, 기독교인들은 그를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추앙하고 있다.
그들이 즐겨 읽고 있는 시편의 글 중에 다윗의 시와 솔로몬
의 시를 즐겨 읽고 있다. 그리고

를 신령한 영시

라고 하여 여인의 육체와 음란한 장면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즐겨 읽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의
심령이 얼마나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런데 성경에는 왜 이렇게 악한 살인마나 음란한 개새끼들
만 골라서 의인들이라고 숭상을 하는가? 소위 거룩한 구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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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의 조상 중에는 참으로 기가 막힌 더러운 개새끼와 음란한
기생 라합도 끼어 있으며, 예수의 조상인 유다는 자기 며느리인
다말과 간통을 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이 또한 상당히 헷갈리게
하는 나일론 자식들이 아닌가.(창세기 38: 12∼30)
그런데 이런 것은 오히려 아무 것도 아니다. 신약 성경에 들
어가게 되면 참으로 더 개판이다. 이는 곧 기독교의 예수와 그
의 사도들이 구약 성경에서 많은 것을 배워 가지고 거기다가
한 수 더 떠서 고단수로 놀아나는 작태를 엿볼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날 소위 기독교의 신성불가침인 거룩한 경전(?)이
다. 그리고 성경(신약전서)에서 예수가 구세주라고 기록하고 있
는 것은, 2천 년 전에 소위 예수가 살아 있던 그 시절에 예수를
구세주라고 따랐던 당시의 행적을 예수가 죽은 지 수세기 후에
구전을 통하여 내려오는 전설과 외경의 기록 중에서 예수의 좋
은 점만 골라서 미화시키고 과장하여 기록해놓은 책이다.
그런데, 그 후 예수는 죽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2천년
동안 영생을 얻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예수가 구세주라
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예수가 구
세주라고 믿고 또 주장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둔하고 어리석
은 짓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성경과 기독교의 과거 역사가 이와 같으니, 이 모든 추잡한
마귀 세상의 어둠의 과거사를 이제는 말끔히 청산해야 한다. 그
중에 예수라는 우상을 완전히 박살내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12. 백보좌의 심판

도 성경을 제법 절대적인 신성불가침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주장하는 수준은 참으로 미개인이요, 야만인이라 할 수밖
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유치한 수준의 인물들을 숭배하고 본
받으며 섬기라는 말인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가 적어도 성경 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은
지우개로 지우고 나서 예수를 구세주라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구세주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
에,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위장하기 위하여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의붓아버지 요셉의 족보를 예수의 족보
라고 위장한 기록(마태복음 1: 25, 누가복음 3: 23∼38)과 예수
가 십자가상에서 남겼다는 최후의 한마디다.

---- 마태복음 27: 46 ----

2000년 전에 유대 땅 나사렛 예수! 그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이요, 구세주라면 성경에 이와 같은 기록이 왜 존재하는가. 이
와 같은 기록들을 모두 지우개로 지우고 나서 예수가 구세주라
고 주장한다면 몰라도, 이러한 기록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
고 이런 예수를 구세주라고 기록한 성서 기자들이야말로 정신
적인 결함이 있는 자들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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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이 아니다. 예수는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면서도 제자들
이 말세에 어떠한 징조가 있겠느냐고 질문을 할 때에, 그는

(마태복음 24: 3, 36∼
39) 하였으니, 이 또한 성경에서 지우개로 지워야만 할 것이다.
구세주라면 어찌 말세가 언제인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도
이렇게나 모를 수가 있겠는가.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예수의 말
을 믿었다가는 모두 다 천치바보들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어느 시대나 먹고 마시
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짓고 살지 않은 시대가 없었기 때문이
다. 그러한 인간의 사는 모습이 말세의 징조가 될 수가 없다.
말세의 징조는 노아와 같은 의인이 나타나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인류를 구원하시게 된다. 그리고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고 하였으니, 감람나무 새 하나님이 나타나
시어 만민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리며 하나님의 성신을 부어
주시는 것이 말세의 징조이다.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라고 주장하려면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주장한 기록들을 모두 다 지우개로 지워야만
할 것이다. 예수를 믿어서 2천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영생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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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던 것이다.

-- 요 6: 49~52 --

---- 요 8: 51 ----

---- 요 11: 25 ----

이와 같이 예수는 자기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호언장담하였으나, 이 예언들이 모두 다 부도수표로 끝나고 말
았던 것이다. 예수가 한 말 중에서 구세주라고 인정할 만한 훌
륭한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이다. 이처럼 예수가 한 말은 모두가
다 거짓말이었으니, 이런 자가 어찌 구세주라 말할 수 있겠는
가? 그 동안 예수의 예언은 모두가 다 부도가 나고 말았다. 그
러므로 앞으로 성경은 새로 기록해야만 하는 것이며, 새로 쓰는
성경에는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아예 기록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가 아주 잘못돼 있는 것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
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기도를 할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추악한 귀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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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는 한낱 죽은 서양 귀신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
교가 2천년이 되어도 하나님의 성신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
는 원인은 바로 예수가 중간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을 올바르게 믿으려면 예수부터 내동댕이치고 나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는 이 세상을 화평케 하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온 자가 아니고, 세상에 온갖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고 인류를
멸망케 하려고 온 마귀의 앞잡이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해보라! 기독교는 중세기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200만 명이나 인명을 살해하였으며, 그 후 기독교는 구교와 개
신교 간에 서로 이단이라고 주장하며 종교전쟁을 일으켜서 또
다시 200만 명이나 학살을 하였던 것이다.
유사 이래 어느 종교가 이처럼 많은 사람을 살인하고 원수를
맺으며 세상을 소란케 한 종교가 있었는가. 이러한 기독교를 어
찌 참 종교라고 추앙할 수 있겠는가. 이는 종교라는 미명으로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이단, 사이비 종교요, 살인마집단이
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땅에 이러한 기독교를 믿는 민족과 나라는 결국 서로 싸
우다가 종래는 비참하게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인류가 하나
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면 어서 속히 이와 같은 기독교부터 버
리고 예수 믿는 것을 이제는 그만 둬야만 하는 것이다.
기약이 이르러 말세에 진짜 구세주가 출현하시면 그 동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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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2천년 동안 구세주라고 행세하던 예수에 대한 평가를
분명하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짜 심판
주가 되시는 구세주가 오시면 가짜 구세주와 마귀를 심판하여
멸하시기 때문이다. 진짜 구세주가 오시면 진짜와 가짜가 백일
하에 그대로 드러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구세주 왕
으로 추앙을 받는 것도 구세주(실로)가 임하실 때까지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예수나 믿는 시대가 아니다. 아직까지도 예
수를 믿는 자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미개인이라 아니할 수 없다.
기독교는 이미 하나의 종교 골동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차제에 여기서 한마디 더 말하겠다. 성경에 기록된 말세의 재
앙이나 모든 예언서에 기록된 인류의 멸망과 같은 것들이 앞으
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거나 주장하는 자들은 여지없는 마
귀의 앞잡이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구세주 새하나님은 성경이나 예언서에 기록된 말세의 재앙을
중단시키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거짓말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모든 경전의 예언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거
짓말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진정한 구세주가 아니겠는가. 이제
새 하늘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엉터리 성경을 읽고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하
나님의 축복을 받겠는가, 저주를 받겠는가? 천치바보라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성경을 읽고도 예수를 믿는다면 멸
망을 자초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날 말세에 오직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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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십계명에 예수나 다른 존재에게 찬양을 하고 섬기고 경배를
해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만왕의 왕도 만
주의 주도 예수가 아니고 새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
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라고

하였으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
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이시지 예수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은 성경말씀을 부정하고, 느닷없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
들이며 구세주라고 믿으면서 만왕의 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수에게 경배하고 찬양을 하고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700여 년 전에 위에 인용한 성경 말씀과
같이,

라고 예수가

만왕의 왕이 아니라고 여지없이 쳐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만왕의 왕이라고 예수에게
경배하고 찬양하니, 이는 분명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가 40일을 금식한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다.

12. 백보좌의 심판

---- 마태복음 4장 7∼11절 ----

예수는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홀로 주 하나님께만 경배
하고 섬기라고 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
므로 예수도 말하기를 홀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했
다고 말한 바와 같이, 십계명에도 오직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예수에게 경배하거나 섬
기는 행위는 우상숭배에 불과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요, 사탄의 장난인 것이다.
따라서 성경의 가장 큰 오류는 예수를 구세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성경에서 예언한 말세의 주인공 구세주가
출현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경전과 예언서가 필요가 없으니, 이
엉터리 성경은 폐해버리게 되는 것이다. 마치 달걀이 어미닭의
품속에서 21일이 되면 병아리가 부화가 되어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달걀껍질은 거기서 나온 병아리가 노란 발로
바삭바삭 밟아서 다 깨트려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하나님이 출현하셨는데 성
경도 새 성경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새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새 성경이 나와야 한다. 모든 것이 새롭고 옛것은 기억도 나지
않는 아름다운 지상천국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것이다.

(5) 찬양을 성주께!
태초의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고

명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태초의 하나님께서는 6
천년의 기약이 차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실 무렵에
라고 하셨으니, 앞으로는 태초의 하나님을 찬양하
지 말고 새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섬기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제는 새하나님께 새 노래로써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태초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말세
에 기약이 이르러 오시는 새하나님의 모습도 분명하게 사람의
모습이요, 사람의 몸으로 오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
는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만 내고 유령
처럼 나타난다면, 그런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깨비요, 마귀
새끼에 불과한 것이다.
말세에 기약이 이르러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찬송할 이시오,
홀로 하나만 되신다고 한 그대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홀로 새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이다.
기약이 이르러 6천년이 지나고 7천년 시대가 되면 태초의 하
나님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시고, 새하나님이 오시게 되어 있
는 것이다. 새하나님은 홀로 하나만 되시는 삼위일체 완성자 구
세주가 되어 오시는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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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딤전 6: 15∼16 -----

오직 죽지 아니하는 존재는 구세주 새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이다. 태초의 하나님도 영생의 존재가 아니시며, 제칠
일째 되는 날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다 함은, 곧 죽으신 것
을 말하는 것이다. 태초의 하나님도 마귀에게 패하신 고로 그
생명의 피의 한계가 6천년까지인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
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는 구세주가 아니다. 그러므로 2천
년 전에 이미 죽은 예수는 더군다나 위에 인용한 성경 말씀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죽지 아니하고 영생주
시는 구세주는 이미 죽은 예수가 아니라, 오늘날 말세에 출현하
신 새하나님이신 성주님인 것이다.
에덴동산의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의 3수는 본래부터 존재하
였으며, 감추었던 한 씨의 하나님은 따로 존재하셨던 것이다.
이 중에서 단 한 분만 없어도 오늘날 인류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하늘의 세 씨는 감추었던 한 씨의 하나님과
태초의 창조주 하나님과 아담인 것이다.
해와는 씨가 아니지만, 이 해와가 없이는 또한 인류가 태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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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번식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말세에 오시는 새하나님께만
찬송할 이시오, 홀로 하나만 되신다고 하였으니, 이 세상에서
찬송을 해야 할 분은 새하나님 한 분외에는 없는 것이다. 예수
나 다른 어떤 존재도 찬양과 영광을 받을 존재는 없는 것이다.
처음에 사람들이 우리 성주님을 처음 만나 뵈올 때 대부분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들
도 그때부터 성주님을 뵈올 때마다 공식적으로 경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주님께 예를 갖추어서 행
하는 의식을 보고,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좀 어색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조금도 어색하거나 이상할 것도 없는 것이다. 아
무리 세 살 난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그 분이 높고 거룩하신 분
이라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라도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
리게 되는 것이다. 항차 그 어린아이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앞에 경배를 드리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성주님이 어린 세 살 적에
성모님께서 마루에서 아이를 안고 계실 때에 어느 삿갓을 쓴
도사 한 분이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하고 물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성모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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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그 삿갓을 쓴 도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도사는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나서, 마당에 엎드려서 경
배를 하고 떠났던 것이다. 그와 같이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어린아이가 말세에 이 세상에 오시는 새하나님이었던 것이다.
그 삿갓을 쓴 도사님은 바로 태초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박태
선 장로님이었다는 사실이 후일 밝혀졌던 것이다. 태초의 창조
주 하나님만은 이 땅에 새하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아시고 삿
갓을 쓴 도사님으로 변장을 하여 은밀히 찾아와서 세 살 나신
새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영접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지리산
구례산판을 하시며 어리신 성주님께서 자라나시는 모습을 뵈려
고 그 마을을 자주 지나면서 드나드셨던 것이다.
이와 같이, 태초의 창조주 하나님도 새하나님 앞에는 땅바닥
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던 것이다. 그런데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며, 오히려 그
렇게도 고대하던 새하나님을 뵙고 경배를 드리는 일이야말로
엄청난 영광이요 축복을 받는 일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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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경에 서울에서 박홍래 선교사라는 사람과 권연진
회장님과 함께 성주님을 찾아왔었다. 그런데 전라북도 정읍을
지나면서 권 회장님이 전도자 이모(某) 씨에게 말하기를
하고 질문을 하자, 이모(某) 씨
가

라고 말했

다는 것이다. 그러자, 권연진 회장님이

하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머리 위에서 권연진 회장님에게
라는 영음이 들리더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권 회장님은 성주님을 뵈옵는 자리에서

라고 말하면서 경배를 드렸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성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박홍래
선교사는 영안이 열려서 성주님의 참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던
것이다. 성주님과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성주님 앉으신
뒤로 천군천사들이 구름떼 같이 둘러서 호위를 하고 있는 광경
을 보았던 것이다. 성주님이 움직이시는 때는 항상 그렇게 수많
은 영들이 호위하며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옆에 저승사자도 함께 와있는 광경을 보고 놀라면
서

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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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눈이 휘둥그레 놀라며 돌아갔다. 성주님은 분명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니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다.
박태선 장로님은 처음부터 성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셨으
니,

(1981년 1월 3일)라고 말씀하신 그
대로, 아무도 모르게 성안에 감추어 모셔놓았다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삼천년성 안에 계신 감추었던 한 씨의 새하나님이
신 판석 성주님이시다.
이처럼 태초의 창조주 하나님도 새하나님 앞에는 이마를 땅
에다 대고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하고 벌레만
도 못한 누추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곧 죄인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박태선 장로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태초의 하나님은 인류를 영생을 주지
못하시니 구세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때린다는 것은 심
판을 뜻하니 심판주 구세주 새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삼천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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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주님이시다.
태초의 하나님은 마귀에게 패하심으로써 전지전능의 능력을
상실해버리신 것이다. 전지전능은 곧 마귀를 멸하는 권능인 것
이다. 오늘날 구세주 새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을 회복하시고 비
로소 우주의 마귀를 모두 멸하시고 새 세상을 만드시게 되는
것이다. 박태선 하나님은 이긴자 새하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말씀하셨던 것이다.

라고 하셨고,

------ 1980. 8. 23. 박태선 하나님 ------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긴자가 바로 성주님이다.
소사에서 두 달 만에 의인이 되어 나오신 성주님은 태초의
하나님(박태선 장로님)보다 그처럼 끝도 한도 없이 높으신 새하
나님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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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님의 가장 대표적인 구세주의 권세와 능력은 바로 성주
님께서 1982년 6월 17일에 200여 명에게 몰매를 맞아 죽으셨
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주님께서 이긴자가 되셨다는 사실은,
곧 유사 이래 처음으로 사망의 신 마귀를 죽이고 승리하여 부
활하심으로 구세주의 능력이 완성되었다는 뜻이다. 단 한 마리
의 마귀를 죽이는 능력만 소유하셔도 온 우주의 마귀를 전멸시
킬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 그리하여 단 한 명의 이긴자가 나왔
다는 사실은 곧 전 인류가 다 이긴자가 되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과거에 박태선 장로님이
라고 하신 말씀도 당신은 구세주가
아니요, 둘째 반열(白馬)을 타고 세 번째로 출현하시는 삼천년
성의 성주님이 삼위일체 완성자 구세주라는 뜻이다.
위에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박태선 장로님께서 당신은 가짜라
고 하시며, 당신이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큰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모셔놓았다고 하셨으니, 곧 오늘날 삼천년성을 암시
하는 말씀이었던 것이다. 전도관이나 승리제단은 교단 명칭 그
대로 제사를 드리는 제단일 뿐이지 성은 아니다. 교단 명칭을
이라 하는 오늘날 삼천년성을 분명하게 지칭하신 말씀
인 것이다. 그리고 태초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박태선 장로님은
감추었던 한 씨의 새하나님 앞에는 구더기만도 못하고 벌레만

천신하강 특명서

도 못한 누추한 죄인일 뿐이라는 뜻이다.
그러기 때문에 새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이마를 땅에다 대고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음부보다 천만 배 억만 배 더 낮아지
는 심정으로

하고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고
백하신 것이다.
새하나님은 그토록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
러므로 박태선 장로님께서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
시면서도, 항상 단에 설 때마다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하여 바
라보면서 기도를 하실 때 바로 이 감추었던 한 씨의 새하나님
이신 성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
직 새하나님이신 성주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1986년 5월 이슬성신절 행사 때에 박태선 창조주 하나님께서
라고 친히 찬송인도를 하셨던 것이다.
이는 바로
라는 뜻이다. 이는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라
고 한 그대로 세상에서 찬양과 영광과 경배와 만세삼창을 받으
실 분은 오직 말세에 출현하시는 만왕의 왕 구세주 새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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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 외에는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관상학 상으로도 성주님은 천상천하에 이보다
더 높으신 상은 없으며, 이 세상에서 최고로 높으신 미륵부처님
상이라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관상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박태선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1980년도 경에
라고 질문하는 당시 이진희 전도
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 박태선 창조주 하나님 말씀 -----

박태선 장로님께서는 이렇게만 감추어서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 말씀은 성주님이 바로 감추었던 새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세
히 밝히지 않으시면서, 무지몽매한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을 두려
운 줄 모르고 경솔하게 함부로 만나고 무례히 대하지 못하게 하
시려고

고 엄히 당부하신

말씀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이진희 전도사님은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였으며, 다만 축복일 때마다 이현석 관장님을 찾
았으며, 만나서 인사를 하지 않고 먼 거리에서 이현석 관장님의
얼굴을 바라보고만 가곤 하였다고, 1999년도 경에 부천 역곡의
변모 성도님 댁에서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을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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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과거에 전도관의 영모님께서는 성주님을 만나 뵙는
자리에서 언제나 두 손을 가지런히 합장을 하시고 매우 공손한
자세를 취하시면서 말씀도 아주 정중하고 공손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박태선 장로님은 그때도 성주님을 알아보시고 그와
같이 예를 갖추어 대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박태선 장로님께서 1980년도에 영모님 응접실에서 전
국 144명 중앙관장 전체 회의석상에서
라고 분명하게
밝히셨던 것이다.
이 말씀도 역시 그 시간 그 자리에 함평 중앙관장으로서 중
앙관장회의에 참석하신 성주님을 적시(摘示)하시고 말씀하신 것
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말세의 주인공 이긴자 구세주는 1980년
도에 전도관에서 중앙관장으로 시무하신 분이라야 하는 것이다.
그 후에 승리제단의 조희성 해와 주님은
라고 증거를 하셨던 말씀도 똑 같이 성주
님 한 분을 적시하여 증거를 하신 말씀이었던 것이다.
이현석 관장님(성주님)은 전도관에서 12년간을 전도사, 중앙
관장 직책으로 성직 생활을 하셨으므로 전직 전도관 관장 출신
이지만, 역곡 조희성 전도사님은 11년간 육군 장교생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직 육군 장교출신인 것이다.
이는 비유로서, 마치 성경에 이삭의 아들 쌍둥이 형 에서와
아우 야곱의 경우와 같은 것이다. 형 에서는 사냥을 즐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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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풍의 성품이었으며, 아우 야곱은 집에서 부모님을 도와 드
리면서 학문을 힘쓰는 학자풍이었고 도인 풍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박태선 장로님은 태초의 하나님으로서 감추었던 한
씨의 새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러 먼저 나타나신 오리라
한 엘리야였으며, 역곡의 해와 주님은 엘리야와 동행한 엘리사
였던 것이다.
박태선 장로님은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당시에 신앙촌
간부들을 추운 겨울날 자택 10번 경비실 정문 앞 마당에 모아
놓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는 엎드려서 경배를 드려야 한
다고 하시며 모두 땅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리게 하셨던 것이다.
이처럼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를 가르치셨던 것이다. 죄인들이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버젓이
서서 얼굴을 뻔뻔하게 쳐들고 나아올 수가 있단 말인가. 어불성
설인 것이다. 성주님은 또한 불교의 비로자나부처님인 것이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이 땅에 한 번도
현신하여 나타내신 적이 없으시며, 도솔천에 계시다가 말세에
미륵부처님으로 사바세계에 현신하시어 모든 중생들을 구원하
실 생 미륵불이요, 새 부처님이다. 이 세상에 소위 부처라고 하
는 석가 등 모든 부처들은 사람이 공부를 하고 성도를 하여 부
처가 되었으나, 비로자나부처님은 본래부터 부처님이요, 청정법
신이며, 석가가 구원하지 못한 일체 중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낮고 낮은 사바세계에 강림하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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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얼마나 긴긴 세월 ⋙
１．아무도 생명길 찾은이 없고
누구도 이문을 열지 못했네
진리의길 생명의문 찾아여시니
후렴: 하늘과 땅위에 오직성주님
2. 아무도 이슬을 내린이 없고
누구도 생명물 주지 못했네
생명의물 이슬성신 내려주시니
3. 아무도 원죄를 씻은이 없고
누구도 유전죄 알지 못했네
이모든죄 완전하게 씻어주시니
4. 아무도 마귀를 이긴자 없고
누구도 세상을 구원 못했네
마귀권세 멸하시고 구원하시니

13. 예수의 실체
(1) 예수의 결혼과 그 후손
그런데 근래에 와서 세간에서도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라 가
짜였으며, 그가 구세주라는 것은 모두가 조작한 가면극이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서 세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행림출판사에서 발행한 

의 책에서 예수의 결

혼과 그 후손에 관한 내용이 폭로되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진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는 뜻에서 잠간 이에 관한 내용을 첨부하는 바이다.
그

의 책에 나오는 기록에 의하면, 예수그리스도

가 결혼을 했고, 막달라 마리아와의 사이에 아이 한 명을 두었
으며,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죽은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났으
며, 현재 유럽의 귀족 중에 그의 후손이 살아 있다고 밝히고 있
는 것이다. 聖血과 聖杯라는 이 책자는 1982년 1월 18일 영
국 런던에서 간행되었던 것이다. 간행 첫 날에 이미 재판이 매
진했고, 1만 권 이상의 추가 주문을 받는 등 독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것이다. 저자는 작가 겸 기록영화 제작자인 미국
인

과 영국인 소설가이자 역사학 박사인
와 뉴질랜드 심리학 박사인

등 3인으로, 이

책을 펴내기 위해 10년 이상 예수의 행적을 추적했다는 것이다.
이 책으로 인하여 런던의 한 법정에서는 하나의 충격적인 판
결이 나왔던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2,000년 전부터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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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많은 사람들이, 30세 된 신성한 총각으로 십자가에 달려 처
형당했다가 3일 만에 부활했고, 그 후 승천했다고 믿었던 성경
속의 소위 구세주 예수의 기적이 모두 조작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판결이었던 것이다.
그 판결은 다름 아닌 예수는 결혼하였고 십자가상에서 죽지
도 않았으며, 사형 집행자 로마 병정들에게 뇌물을 주고 지금의
프랑스 지방으로 도주하였으며, 그 후손이 지금 프랑스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런던에 소재한 성공회에서 그 사실을 폭로
한 그 책의 저자들 3명을 신성 모독으로 고소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프랑스에 살고 있다는 예수의 후손들이
법정에 출두하였고, 그들 조상의 족보까지 물증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시조 할아버지가 예수이며, 시조 할머
니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이 판명되었던 것이다.
결국 런던의 재판부에서는

라는 판결
이 나오고 말았던 것이다. 그 책의 저자들은 무죄 석방이 되었
으며, 그 소문이 퍼지자 런던에서는 그 책이 하루에 30만 부
이상이나 팔려 나가게 되었고, 드디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
러가 되었으며, 그 물결이 한국에까지 밀려 들어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1982년도에 우리나라의 동아일보, 부산일보, 조선일
보, 중앙일보, 일간스포츠 시사영어연구 등의 신문 잡지들이 그
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일제히 보도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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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신문사들에 대하여 한국의 기독교계에서는
아무런 항의마저도 하지 못했으니 왜 그랬겠는가. 그렇게 했다
가는 오히려 예수가 가짜라는 사실과 런던 법정에서의 판결문
의 내용만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널리 확인시켜 주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되고, 목사들은 삯꾼 목자들로서 밥줄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독교의 목사들은 행여나 교인들이 알까봐 그 책을
몰래 사다가 숨겨서 보곤 하였던 것이다. 그야말로 비겁한 삯꾼
목자들이요, 거짓 목자들이요, 사기꾼 목자들이 틀림없는 것이
다. 예수가 가짜였다는 사실을 뒤늦게라도 알았다면, 즉시 교인
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자신도 평생토록 예수라는 사기꾼의
이름을 팔아먹고 살던 그 못된 짓을 즉시 그만두고 눈물로 회
개해야 옳지 않겠는가.
그들은 결국 수많은 교인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쓸어 넣은
죄를 짓고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며, 뒤늦게 그 비겁한 목사
를 용서할 수 없어 분노하는 자기 교인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그 책의 내용은 2,000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번
지는 화제 거리가 되었고, 드디어 예수의 가면극의 실체가 모두
드러나고야 만 것이다.

다음은

책자의 표지 등을 복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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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원제는 THE HOLY BLOOD AND THE
HOLY GRAIL(성혈과 성배)로서 1972년 미국 BBS방송이 ｢
연대기(chronicle)｣라는 제목 하에 1979년까지 3회에 걸쳐 방
송했던 내용이며, 2,000여 년 간의 유럽사의 숨겨진 비밀에 대
한 탐구기록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한 권의 책이 서점가에 나타나자 기독
교계 권력층의 압력 하에 그 책은 즉시 회수되고 출판사까지도
매수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
서양의 기독교 목사나 신부들은 자기가 선량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여 잘못 인도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
면서, 자기네 교인들에게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고 사기꾼이었다
는 사실을 발표하고 자살을 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교회의 십
자가가 하나씩 없어져 가는 추세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의 목사들은 그 책을 교인들 모르게 숨겨
서 보곤 행여나 교인들이 알까봐 그 책을 몰수하여 불태우고
숨기는 추태까지 보였으니, 같은 목사라도 유럽의 목사들과 한
국의 목사들은 질적인 면에서 크게 다른 족속들인 모양이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요즈음 서양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수많은 신부와 수녀들 그리고 목사들이 자살하
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따라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네 믿던
예수가 가짜라는 것이 판명됨에 따라 허탈감에 빠져 있으며, 이
제는 다른 신을 찾아보아야 할 것 아니냐고 하면서 걱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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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영국에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알려지자 교회 십자가가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고 교회는 사람들이 가지 않으니 텅텅
비어 문을 닫고 사라져 갔던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기독교는
아직도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으니, 그야말로 해괴한 진풍경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시절도 모르고 날뛰는 철부지들이라고나 할까. 이 또한 꼴불
견이 아니던가. 이는 마치 서양 사람들이 타고 다니다 버린 똥
차를 뒤늦게 끌고 다니면서 한참 기분 내고 있는 꼴이라고나
할까. 이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에 똥칠을 하는 일이요, 우리 민
족의 수치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죽은 가짜 구세주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고
사는 거짓 목자들 때문이다. 지금 전국 교도소에 갇혀 있는 수
많은 재소자들보다 기독교의 목사 1명이 더 악질적이고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
의 인생을 망치고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당의 두목들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우리의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좀
먹고 있으며, 인류를 파멸로 끌고 가는 악성 병원균(病原菌)과
같은 것이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계의 권력층에서는 그 문제의 성혈과 성
배 책자를 회수하여 소각하는 음흉한 짓들을 저질렀던 것이니,
평생을 다 바쳐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온 순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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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에게는 이 얼마나 소름끼치는 일이란 말인가.
자기가 평생토록 구세주라고 증거를 했던 예수가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때라도 서양의 신부나 목사들처럼 자기 교
인들에게 자신이 예수가 진짜인 줄로 잘못 알았던 것이지 고의
적으로 속이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여 용서를 빌고, 지은
죄의 대가로 차라리 자살이라도 할 일인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선량한 교인들에게 사기를 칠 일이 얼마나 더
남았기에 그것을 숨기려고 책을 수거해서 소각하는 음흉한 짓
들을 행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를 구세주라고 주장
했던 것은 진실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가면을 쓰고
거짓으로 주장을 했다는 말인가.
그러기 때문에 그 마각이 드러날까 봐 감춰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을 친 것이 아닌가. 그와 같이 심히도 의심스러운
일인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흥미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오늘
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외국에선 버젓이 방영되고 출간되어 팔
리는 책(성혈과 성배)을 회수하여 소각하는 행위는 참으로 어처
구니없는 짓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짓으로 진실이 퍼져
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기독교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고백한 기독교적 신앙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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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지금 성행하고 있는 예수교 장로파는 미
국에서 발생한 근본주의 신앙에 토대를 둔 반지성적 종파로서
그들의 신앙 교리는 소위

이라는 신앙고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있는 것이
다.
오늘날 교회에서 외우는 사도신경은 3, 4세기에 날조되어 십
자군 전쟁을 치렀던 교황 이노센트 3세(1198~1216)에 이르러
비로소 공식 문건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절대적
인 신앙고백으로 신도들이 항상 외우고 있는 그 사도신경의 내
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 기독교는 처녀 잉태설이나 부활과 이적과 같
은 신화적인 요소로 가면적인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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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만약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2,000년 간 예수를 정점으로 세운 모든 교리체계는
일시에 붕괴되어 버리며, 한국의 1천만 기독교인에게 심각한 결
과를 불러올 것이다.
그러니 기독교계가 왜 그런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지는 짐작
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였다는 소위 구세주의 신
화설이 조작된 허위 사실이었다니, 이 얼마나 끔찍한 사기극인
가.
우리는 성경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예수의 사도 바울의 다음
과 같은 주장에서도 그 심각성을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 것이다.

---- 고전 15: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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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처럼 예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를 하는 바울 자
신도 사실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자가 아닌 것이다.
그 부활에 대한 사건은 순전히 예수와 결혼했던 막달라 마리
아가(참조: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 새벽에 홀로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 시몬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달려가서
하므
로, 그 제자들과 같이 가서 보니 가는 베와 머리를 쌌던 수건만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 가 버린 후에 역시 마리아 혼자 남아
무덤밖에 서서 울 때에 천사가 나타나고 다시 살아난 예수가
나타났으나 예수의 몸을 만지지 말라고 하였다는 둥, 마리아의
혼자 하는 말만 듣고 오늘날까지 기독교에서 예수가 부활했다
고 주장해 온 것이다.
사실 부활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부활한 몸을 입고 있는 실
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마리아는 예
수와 결혼한 예수의 아내였으며, 예수의 제자들에게 선생님이
부활을 했다고 조작하여 놓고(참조: 요한복음 20장), 예수와 함
께 지금의 프랑스 지방으로 몰래 도망가서 살았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위 부활하여 하늘 공중으로 구름타고 승천했
다는 가짜 구세주 예수의 실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
는 부활, 승천 등의 구세주의 신화설은 모두가 사기극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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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만 것이다.
이 세상에 참 구세주가 출현을 하였다면 지금까지 2천 년 동
안 구세주라고 행세했던 예수가 가짜 구세주라는 사실을 분명
하게 규명을 해야만 하는 것이 또한 참구세주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사명인 것이다.
왜냐하면 가짜 구세주에게 미혹당하여 멸망의 길로 끌려가고
있는 인류를 시급히 건져내지 않고 그대로 방관만 하고 있다면
그는 참구세주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서에서 2천년
동안 구세주라고 떠들었던 예수에 대하여 그 실상을 적나라하
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도깨비한테 미혹되어 멸망의 길로 끌려가
고 있는 인류를 시급히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진짜 구세주 하
나님인 것이다. 따라서 본서에서 예수를 마귀라고 지적하고 가
짜 구세주라고 설명하는 일에 대하여 괜히 남의 종교를 비평이
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는 매우 무식하며 어리석고 분별이
없는 자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가짜 구세주 예수의 실상을 알고 나서는
더 이상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니 구세주니 하는 망
상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 동안 잘못 알고 맹신하던 지난 시절
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깊이 반성하고 회개를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본서를 통하여 이와 같은 실상을 알고서도 예수를 구
세주라고 믿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히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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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본서의 저자는 전 세계 인류를 어리석고 무지함에서 하루 속
히 건져내어 밝고 현명하며 또한 매우 아름다운 지혜와 빛의
길로 인도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사악한 죄악에서 건져내어 영
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처럼 간곡한 심정으로 계속해서
글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 그런데 최근 2005년 3월 9일자 발행(펴낸이: 강병
철, 펴낸 곳: 주, 자음과 모음)으로 ⋘성혈과 성배⋙의
책자가 다시 시중 서점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 저자는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를 하
나 지적하고자 하는 바이다.
흔히들 사회적으로 기독교와 같은 역사가 오랜 기존 종교는
의례 종교로 인정을 하고 기독교와 조금이라도 다른 입장에 있
는 신흥종교는 사이비 종교라고 생각하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오류를 범하는 자들에게 진심으로 충고하는 바이다.
오히려 이 세상에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다가 말세에 구세주
새하나님이 출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는 말세에 나타나게 되
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꾸로 오래된 종교는 모두가 다 가
짜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참 종교는 세상 끝에 일어나게 되
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세주가 오시면 마귀 세상을 끝장내
고 새 세상 하늘나라를 만드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는 이
제 종교의 골동품으로 역사의 박물관에나 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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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수의 잃어버린 세월
사실 기독교는 원래 불교에서 떨어져 나와서 만든 불교의 사
이비 종교인 것이다. 불교는 기독교의 큰집인 셈이다.
왜냐하면, 예수는 13살부터 29살까지 17년간을 스페인 상인
들을 따라서 인도로 건너가 티베트고원에 들어가 불타(佛陀)가
되려고 불교의 고승들 밑에서 공부하여

라는 대사 칭호까

지 받았던 승려였다는 사실이 최근에 국내에 새롭게 밝혀져 파
문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와 같은 연유로 인하여 성경에 예수의 행적 중에 13살부터
29살까지 17년간의 행적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구멍이 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30살적에 자기 조국인 유대 나라에 귀국하
여 불교의 교리를 포교하다가 도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라고 주장하며 잘못 변질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는 한낱 불교의 타락한 파계승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는 불교를 우상을 숭배하는 마귀 종
교라고 배척하지 말고, 오히려 불교가 자기네 기독교의 큰집이
요, 자기 스승인 예수를 가르친 위대한 종교라고 자기네의 큰집
으로 숭상하고 받들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못할 것이라면 불
교를 우상숭배를 하는 마귀소굴이라고 욕이나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명한 십계명을 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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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짜 구세주 예수를 믿고 구세주라고 믿고 섬기고 있으니,
기독교야말로 우상숭배 집단이 아니고 무엇인가.
예수는 인도 티베트 고원의 불교 고승들 밑에서 가르침을 받
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양대학교 민희식 교수가
1986년 10월 26일자「주간중앙」을 통해
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예수의 청년기가 새롭
게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프랑스에 가서 고도서관
에서 이와 같은 예수에 관한 기록 문서를 발견하여 국내에 발
표하여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예수가 소위 복음 활동을 시작할 무렵에 입었던 의상을 보면
마치 불교의 고승들이 입는 의상이었던 점을 보아도 가히 짐작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에
서 예수는 회색 장삼에다 붉은 가사를 두르고 있으니, 불교의
스님들이 입는 승복을 입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가 불교에서 고승 밑에서 배운 율법을 설파하니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대단한 인기였던 것이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교인들이 음란죄를 지은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에게 질문하기를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 허리를 구부려 땅에 글씨를 쓰고 일
어나 가라사대

는

것이었다.(성경, 요한복음 8장 1~11절)
그 말씀을 듣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낱낱이 다 떠나가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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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의 그와 같은 행동으로써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대단히 인기가 높아졌던 것이다. 모세율법에는
음란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이와 같이 여유 있고 위엄 있는 태도는 당시
에 모세율법을 지키고 있던 유대나라에서는 아주 고매한 가르
침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던 것이다. 예수가 인도 티베트 고원에
들어가 불교 고승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불교의 도(道)를 설
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는 한낱 아비 없는 사생아로
서 멸시를 받는 처지였기 때문에 12살적에 스페인 상인들을 따
라서 인도로 건너가 티베트 고원으로 들어가서 불타(佛陀)가 되
려고 불교의 고승들 밑에서 공부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사’라는 대사의 칭호까지 받은 후, 그렇게 멸시를 받
던 자기 본국에 돌아와서 자신의 인기가 그처럼 높아지는 것을
보고나서 그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본격
적으로 기염을 토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가 가짜임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가?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대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라고 하면서 구세주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4: 6)
하고 현혹하고 있으므로, 그 예수에게 잘 보이고 잘 믿어야만
하는 줄로 잘못 미혹을 당하고 만 것이다.

13. 예수의 실체

그러나 그것은 예수에게 미혹되어 신약성경을 거짓말로 꾸며
서 기록한 사기극이라는 사실을 이미 설명하였던 것이다. 그러
면 다시 태초의 하나님만을 믿으면 되는가?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신중하고도 자세히 성경의 기록들
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다.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

---- 누가복음 12: 10 ----

이는 예수가 한 말로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자기를 거역하면
사하시려니와 오직 성신을 거역하면 사하시지 아니하신다고 하
였으니, 맞는 말인 것이다.
예수는 가짜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
이 거역해도 되지만, 다음에 오실 보혜사 성신은 진리의 신이
요, 하나님의 성신이요, 심판주 구세주 하나님이시니 훼방하거
나 거역하면 그 죄를 사함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어서 속히 예수를 버리고 말세에 오시는 보혜사 성
신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보혜사가 곧 구세주 새하나님인 것
이다. 하나님과 예수는 서로 상대적인 반대 신인 것이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보혜사 성신은 태초의 하나님이 아니
요, 말세에 오실 구세주요, 새하나님을 암시하는 것이다. 지금은
바야흐로 예수의 시대는 가고 보혜사 성신이신 새하나님이 오
셔서 역사하시는 고대하던 새 아침 새 세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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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얼마나 긴긴 세월 ⋙
1. 그얼마나 긴긴세월 고대하던 분이신가
때이르니 동방에서 나타나신 의인이라
후들으소서 새하나님 우리의기도 들으소서
 따르리다 따르리다 영원토록 따르리다
렴영원토록 따르리다
2. 죄의권세 이기시려 억만죽음 넘었는데
그고생을 누가알랴 사람으론 알수없네
3. 받은고난 당한시험 사무치게 아프거늘
우리들이 모른다면 그얼마나 서러울까
4. 고대하던 새아침은 이제다시 밝아왔네
죽음없는 새세상이 이땅에서 이뤄졌네
5. 떠오르는 태양빛에 어둔밤은 물러갔네
만민들아 일어나서 새하나님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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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 태초의 하나님은

(출
애굽기 20: 3∼7)라고 십계명에 엄히 명하신 것을 알았고, 말세
에는 새하나님께 경배하고 새 노래로써 찬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새하나님께서는
고 말씀하시니, 그 율법의 범위와 차원이 달라진
것이다. 이 율법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라는 차원의 율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바로 지상천국 유토피아를 건설하
시는 구세주 새하나님께서 설파하시는 하늘나라의 자유율법인
것이다. 사람이 본래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사람이었던 것이
다. 에덴동산의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다 아담과 해와의 후예요, 아담과 해와의 분신 체들이
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혈손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들이다. 소 새끼는 소요, 말 새끼는 말이며, 개새끼는
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서
팥이 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식은 곧 하나님
이다 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본래 하나님들이므로
는 새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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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이 세상은 다른 법이 따로 필요가 없는 지상천국이 되는
것이다. 이 율법은 그야말로 하늘나라의 율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말세에 출현하신 구세주 새하나님이 들
고 나오신 율법이요, 천하 만민들이 지켜야할 완성된 구세주의
자유율법인 것이다. 그런데 이는 오직 ‘나’라는 주체의 영만이
홀로 마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데서 만이 가능한 것
이다. ‘나’라는 존재만이 마귀일 뿐이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들이며, 부처님들이라는 사상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상은 우리나라 천도교 최제우 선
생의 인내천(人乃天) 사상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
제우 선생은 ‘나’라는 주체의 영이 마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아주 낮은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주체의 영이 마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
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으며,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여
영생하는 구원의 도(道)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 승리제단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마귀요, 그 마
귀를 죽여야만 한다고 주장은 하면서도

고 가르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본질을 왜곡하여 모든 형제를 ‘나’라는
존재 마귀로 여기고, 심지어는 나의 실수를 형제의 실수로, 나
의 죄를 형제의 죄로 뒤집어씌워서 그 형제를 미워하고 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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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마귀라고 때려죽여야 한다고 착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형제가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용서하
고 감싸기는커녕 마귀새끼라고 욕을 하고 미워하고 비웃고 조
롱하고 잡아다 가두고 매질을 가하고 심지어는 때려죽여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종교(宗敎)란, 대체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
주고 감싸고 용서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인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형제가 죄를
지었다는 확증도 없이 또한 죄를 지은 형제를 감싸고 용서하기
는커녕 오히려 마귀라고 비웃고 침 뱉고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천대 멸시를 하고 마귀새끼니까 때려죽여버려야 한다고
벌 떼같이 달려들어 악담과 저주를 퍼부으며 결국은 때려서 죽
여 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형제를 마귀로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태
인 것이다. 모든 형제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상황이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자신 속의 마귀만을 죽이고 자신의 죄
를 씻으려고 해야 하는데, 형제 속에 있는 마귀를 죽이고 형제
의 죄를 없애주겠다고 참견하고 달려들어 때려죽이는 우를 범
하는 것이다.
오늘날까지 기독교도 이와 같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오직 예
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마귀로 몰아서 십자군
전쟁이나 마녀사냥과 같이 무참히 죽여 버려도 된다는 식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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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 오직 예수만을 절대적으로 믿으니, 반사적으로 나머
지는 모두가 마귀라고 매도해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까지 소위 믿노라 하는 자들의 만행이 오히
려 지구상의 평화를 파괴해왔던 것이다. 소위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이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오히려 형제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한다는 성경 말씀과도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악한 마귀가 들어가 있는 인생들의 심리를 잘 아시
기 때문에 그들의 심리를 역이용하시어

라고

지목을 하시고, 또 이현석이 아니 지은 음란죄를 지었다고 하시
면서
하고 호령을 하시니, 200여 명이 벌 떼같이 달려들어
온갖 악담과 저주를 퍼부으며 때려죽여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현석이라는 자신의 ‘나’라는 존재 마귀와 싸우던 이긴자는 그
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 속의 마귀를 완전히 죽이고 승리자가
되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로 인하여 이긴자를 연단하여 삼위일체를
완성하여 구세주가 되게 하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귀들의
악한 행위를 역이용하여 승리하는 작전을 구사하셨던 것이다.
성주님은 자신을 미워하고 악담과 저주를 퍼부으며 때려죽여
주는 사람들에게 털끝만큼도 서운한 감정이나 못마땅한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매질을 당하셨던 것이다. 만약에 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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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서운한 감정이나 못마땅한 생각을 하였더라면, 자유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 마귀를 죽이지 못하고
실패하여 죄인이 되어 그 자리에서 영영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
이다. 그러나 그 험한 매질 속에서도 끝까지 잘 이기고 견디셨
기 때문에 결국 ‘나’라는 존재 마귀(이현석)를 완전히 죽이고 나
서야 비로소 박태선 장로님 속에 있던 태초의 창조주 하나님의
씨(영)와 조희성 전도사님 속에 있던 해와 주님의 씨(영)를 끌
어 잡아당기어 이현석 관장님 자신 속에 감추고 계시던 한 씨
하나님의 영과 합(合)하여 삼위일체(三位一體)를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여 마귀를 죽이고 영생하는 생명과일을 소유한
구세주가 되어 나오신 것이다.
이를 다시 비유로 설명하면, 하늘에는 본래 세 마리의 용이
각각 여의주(如意珠)를 가지고 있었으나, 두 마리의 용은 범죄
를 하여 지상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하늘에 홀로 남아있
던 한 마리의 용은 범죄를 하여 땅에 떨어진 두 마리의 용이
가지고 있던 두 개의 여의주를 도로 찾아야만 하는 것이 최고
소원이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 하늘에서 잃었던 두 개의 여의주를 다시 찾아서
세 개의 여의주를 소유하지 못하면 전지전능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기막힌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한 마리의
용이 잃었던 두 개의 여의주를 찾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와서
황구렁이가 된 것이다. 이제 이 황구렁이는 하늘에서 잃었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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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여의주를 찾아서 세 개의 여의주를 소유하지 못하면 절대
로 황룡이 되어 하늘로 승천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먼저 지상에 떨어졌던 용이 소유하고 있었던 여의주
곧 잃었던 두 개의 여의주 가운데 한 개는 과거 전도관의 박
태선 장로님(東方甲乙三八木 靑帝將軍 靑龍之神)이 몰래 간직하
고 있었으며, 다른 한 개는 영생교 승리제단의 조희성 전도사님
(西方庚申四九金 白帝將軍 白虎之神)이 몰래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이 세상에 아무도 아는 자가 없
었으나, 이 땅에 오신 토운의 정도령이신 이현석 관장님(中央戊
己五十土 黃帝將軍 句陳騰蛇)이 아시고, 먼저 박태선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여의주를 회복하기 위하여, 1967년 3월 26일(일요
일)에 어느 누구의 전도나 인도를 받지 않고 스스로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님을 찾아가서 12년 동안을 전도사 관장 직책을 가
지고 머슴 생활을 하며 충성을 다 바쳤던 것이다.
그리고 다시 조희성 전도사님이 소유하고 있던 여의주를 회
복하기 위하여, 1982년 1월 25일(설날) 영생교 승리제단을 스
스로 찾아가서 그해 6월 17일 오후 3시경에 200여 명의 교인
들이 둘러 선 자리에서 조희성 전도사님으로부터

라는

지목을 받고 아니 지은 음란죄를 지었다는 문초를 받기에 이르
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가운데서 아니 지은 죄를 지었다고 시인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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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를 빌었던 것이다. 그러자
하는 조희성 전도사님의
호령소리와 함께 200여 명이 벌 떼같이 달려들어 온갖 악담과
저주를 퍼부으면서 매질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셨던 것이다.
이때에 마귀는 이현석을 때려죽여버리기만 하면 마귀가 이기
는 줄로만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마귀가 패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비밀을 마귀가 알지 못했던 것
이다. 그리하여 마귀가 들어간 죄인들 200여 명이 벌떼 같이
달려들어 온갖 악담과 저주를 퍼부으며 이현석을 때려서 죽여
버렸던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마귀를 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몸이 죽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 이현석
이라는 사람의 몸이 실제로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토
록 향하고 사모하던 박태선 장로님 속에 있던 여의주(如意珠)와
조희성 전도사님 속에 있던 여의주가 동시에 끌어당겨와 이현
석 관장님 속에 감추고 있던 한 개의 여의주와 합쳐서 삼위일
체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현석 관장님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이
와 같은 놀라운 하늘의 이적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것은 동방
과 서방의 기운을 중앙토에서 합하여 회전을 하는 오황극(五皇
極)의 도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하늘의 3수의 완성을 이루었
던 것이다. 그리하여 구세주의 자격 요건인 삼위일체를 완성하
여 영계에서 죽은 자의 영들을 다스리다가 이 세상에 살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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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인간계로 나오신 것이다.
그리하여 영계에서 삼위일체를 완성하여 구세주 새하나님이
이미 죽은 이현석 관장님의 시체 속으로 다시 들어가시어 부활
(復活)을 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 부활하시어 받으신 새 이
름이

이시니 이는 곧 이긴자 구세주 새하나님의 이름

인 것이다. 이와 같이 이기고 구세주 새하나님이 되어 나오신
곳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역곡동)였으나, 그 후 1983년 6월 30
일부로 전라남도 빛고을 광주(光州)로 자리를 옮겨서 은둔생활
을 시작하셨던 것이니, 아직은 나타내어 드러내실 때가 아니었
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세 개의 여의주를 모두 소유하게 된 황구렁이는 비
로소 빛고을 광주에서 황룡이 되어 자라고

있었으며, 기약이

이르러 승천할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황무지에 18년간을 은
둔생활을 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마치 이와 같은 하늘의
섭리를 대변이라도 하듯이 빛고을 광주 시내에는 황룡강(黃龍
江)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드디어 빛고을 광주의 황룡강에서 황룡(黃龍)이 승
천할 때가 왔던 것이니, 그때가 바로 진사년(辰巳年: 서기
2000~2001년)이다. 그리하여 황룡(黃龍)이 세 개의 여의주를
소유하여 삼위일체를 완성함으로써 비로소 황룡이 여의주를 입
에 물고 승천(昇天)하였다. 황룡의 승천은 곧 중앙토운의 구세
주 정도령이 진사성인출(辰巳聖人出)하셨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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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천기(天紀)라는 연호(年號)를 제정하고 이때 곧 금
시당(今時當) 진사년(서기 2000~2001년)을 천기원년(天紀元年)
으로 정하여, 구세주 새하나님의 출현을 선포하셨던 것이다.
이로써 바야흐로 이 땅에 구세주가 전라도 땅에 강림한다는
격암유록 성운론에 다음과 같이 예언된 그대로 적중하여 전라
도 땅 빛고을 광주(光州)에서 구세주가 출현하신 것이다.

甘露如雨寶惠大師 正道靈이飛出하야
雷聲霹靂電閃迅에 一次二次再三次로
紫霞黃霧火然中에 救世主가降臨하니
三八數定諸神明이 各率神兵總合하야
儒道更正仙儒佛로 天下文明始於艮에
禮義東方湖南으로 人王四維全羅道를
道通天地無形外라 三人一夕脫劫일세
그리고 향취와 이슬은혜를 내리면서 마귀를 죽이는 구세주의
권능을 행하여 죄인의 마음속의 악한 마귀를 죽여주시고 죄를
사해주시니, 악하던 마음이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
의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성
주님께서 생수 축복과 안수, 안찰 등으로 마귀를 죽이시는 권능
을 여러 가지로 행하시는 것이다. 성주님을 바라보기만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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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귀가 죽는 것이다. 성주님 눈에서는 마귀를 죽이는 살마광선
이 강하게 방출되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토록 험한 고비를 다 이기고 죽었다가 부활하여 나오신 승
리의 하나님 성주님은 우리 인류에게 온전한 구원의 율법을 설
파하시니, 이는 곧 성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면서 자신 속의 마귀와 싸워 이기면서 몸소 지키고 실천
하여 완성하신 하늘의 자유율법이다.
그 온전한 하늘의 자유율법이 바로
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주님께서 가르
치시는 율법의 대강령(大綱領)인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정도령을 고대하고 기다려 왔던 것
이다. 정도령이 오시면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태
평천하를 하실 것이라고 기다려 왔던 것이다.
정도령이 오시면 왜 그렇게 된다는 말인가. 첫째는 정도령(正
道令)이란, 인생이 가야할 바른(正) 도(道)를 호령(令)하여 가르
치는 분이란 뜻이니, 이 세상에 처음으로 바른 도가 나왔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모든 종교는 다 사교(邪敎)요, 사
도(邪道)라는 뜻이다. 둘째는 구세주 정도령이 오시어 이 세상
을 혼란케 하던 마귀를 멸하여 버리시기 때문이다. 이 세상 사
람들의 피 속에서 죄를 짓게 미혹하는 주범이 되는 마귀만을
죽여 버리면,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소생들이다. 세상에서도 죄
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는 것이다. 그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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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참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처럼(부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
라는, 이 율법이야말로 하나님을 참되게 바로 섬기는 자유율법
이다. 이 율법은 온 인류를 화평하게 하는 율법이요, 이 세상을
태평천하를 이룰 수 있는 최고의 하늘의 율법인 것이다.
새하나님이 들고 나오신 이 하늘의 율법은 마귀를 죽여주시
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니, 이것이 바로 구세주의 자유율법
인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법은 세상에 없는 것이다.
또한 부모님과 조상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어떤 자들은 십계명에 오
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였다 해서 자기 부모님께 절을 하는
것마저도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여, 자기 부모님에게도 절을 하지
않고 홀대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다. 무지몽매한 자들이다.
실제로 부모님을 거슬러 올라가면 할아버지 할머니요, 또 그
위로 올라가면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요, 또 그 위로 고조할
아버지 고조할머니로 올라가게 되고, 계속해서 위로 거슬러 올
라가면 종국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은 곧 오늘날 현
존하는 하나님의 후예요, 하나님의 분신체들이시다.
따라서 ‘나’라는 존재만 마귀이고,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들이요, 부처님들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
처럼 섬기고 사랑하라는 성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하고 섬기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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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구세주 새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예법이 아니겠는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경배를 드
리고 찬양과 존귀와 만세삼창을 부르면서 영광을 돌려야 할 분
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구세주 새하나님이 아니
겠는가.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경배하는 것도 최고의 조상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하나
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부모님을 통
해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시며 온갖 사랑을 다 쏟아 애지중지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
는 어찌 말로 다 형용하리요. 부모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 내가
어찌 살아 있으며,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것 아닌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은 잘 섬기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설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참 꼴불견이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가
상달되지 않으며, 그 기도를 중간에서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
이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섬기는 일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 상
달되는 기도를 하는 자요, 부모님께 지극히 효도하고 섬기는 것
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존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
의 후예요, 하나님의 분신체들이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하나
님은 섬기지 않으면서 눈에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가?

15. 우리의 전통문화
오늘날 모든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
는 성주님의 가르침은 영원한 하나님의 율법인 것이다. 그 중에
서 첫째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섬기는 일과 조상을 섬기는 아름
다운 일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마치 과거와 현재 그리
고 미래가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는 주위에서 부모님을 섬기고 조상의 영전에 제사하고
묘소(墓所)에 절을 하며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죄악시하여
배격하는 행위를 자주 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짓이다. 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또한 성주님께서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자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홀대하고 불효하는
자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을 잘 섬기는 체를 하는
것도 꼴불견이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자의 제사를
죽은 조상님의 영들이 받아주시겠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기
도가 상달이 되겠는가. 어불성설이다.
특히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서양귀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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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게는 극성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과 조상 섬기는 것을 배척하면 되겠는가. 천벌을 받으리
라! 기독교의 그와 같은 사상이 우리의 민족정기를 좀먹고 있는
것이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는 법이요, 샘 근원이 없는 강물이
흐를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생명의 뿌리가 바로 조상이요, 가
장 근본이 되는 조상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효
도하고 조상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상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르지 않으며 같은 맥락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가르치시는 성주님을 뵙고 나서 성전에
나와서 성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조상님의 영들
이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성주님을 따르기 전까지는 꿈에라도 죽은 조상들이
너무나도 남루한 옷을 입고 고생스럽고 근심스런 모습으로 나
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성주님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르면서부
터는 조상님들이 고운 옷을 입고 평안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웃
으면서 나타나시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죽은 조상님의 영들이 자손을 따라서
함께 새하나님께로 찾아와서 감로수의 은혜를 받고 너무나 행
복해 하는 모습이다. 삼천년성에서 성도들이 성례를 드릴 때엔
영계의 영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가 모여와서 함께 성례
를 드리고 새하나님의 말씀을 청종(聽從)하고 있는 것이다.
성주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생명을 초월하여 죽어서 영계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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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가시어 헤일 수 없이 많은 영들을 다스리다가 오셨으며, 이
세상 인간계로 오시어 이제는 영계와 인간계를 동시에 다스리
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먼저 영계를 다스리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다. 영계를 다스리는 존재가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 있는 것
이다. 그러므로 성주님은 이미 사람이 아니요, 사인불인이요, 하
늘 문을 열고 나오신 천신이 하강하신 새하나님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주님을 잘 아는 사람이 죽으면 운
명과 동시에 벌써 성주님께 찾아와서 성례를 참석하는 광경을
영안이 열린 성도님들이 목격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은 조상님의 영들이 살아 있는 자손들에게 어서
속히 성주님께 나아와 은혜를 받으라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
타까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조상을
섬기는 일이 절대로 우상숭배나 미신이 아니다.
그리고 혹은 성주님을 뵙기 전에나 뵙고 나면 꿈을 꾸게 되
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이다. 그러면 그 꿈은 성주님께
말씀을 드려서 꿈 해몽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아무나 꿈을 해
석할 수가 없고 꿈을 주신 하나님의 신만이 가능한 것이다.
성주님께서 어디를 행보하실 때엔 영계에서 헤일 수 없는 수
많은 천군천사들이 성주님을 호위하고 따라다니는 것이다. 성주
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때마다 영계에서는 엄청난 수의 영들
이 동원이 되어 성주님의 행차 준비를 하고, 또 맞이하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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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기도 하는 그와 같은 광경을 영안이 열린 자들은 보고나
서 너무나 놀라워하는 것이다. 죽은 조상의 영들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로써 살아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죽은 조상님의 영들을 통하
여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
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것은 환
원해서 말하면 부모님과 조상을 잘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다.
또한 불교의 절에 갔을 때, 불교의 의식에 따라서 그 불교의
의식을 존중히 여기며 법당의 불상 앞에 절을 해도 되는 것이
다. 다른 종교에 갔을 때 그 종교의 의식을 존중히 여겨 그들의
의식에 동참한다 해도 무방하다.
거기에도 새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우리는 오직 새하나님께 경
배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오늘날 새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
에 으뜸이 되시는 승리의 신일진대 언제 어디든지 거하시고 무
소부재하신 새하나님께서 어찌 그곳에도 주재하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어찌 그곳이라고 새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을
주저하리요. 그곳에서 절을 하는 것은 결국은 그곳에 임재하신
새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어떤 신들 앞에서도 의연
하게 절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신보다 최고로 높으신 새하나님
께 절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신들은 너무나 무
서워서 떨게 되는 것이다. 그곳에도 이슬이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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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승리의 하나님의 신을 마음속에 모신 자들이다. 그러
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주장하여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이다. 힘이 센 자는 힘이 약한 자에게 자신의 신분
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 맞이하는 예의
를 갖추는 여유가 있는 법이다.
특별히 우리민족이 예로부터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에게 효
도하며 조상을 섬기는 충효사상(忠孝思想)은 이 민족의 전통문
화요, 미풍양속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우리의 미풍양속
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이어가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민족이 예로부터 몇 년씩 가뭄이 심하여 흉년이 들면 제
단을 쌓아놓고 나라의 왕이 굵은 제복을 입고 그 단 아래 무릎
을 꿇고 않아서 하늘에 제사하며 자신의 악정으로 하늘이 노하
심을 푸시라고 하며 용서를 빌었던 것이다. 그리고 고을의 사또
도 그와 같이 기우제를 지냈던 것이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가멜산 상에서 바알의
선지자 사백오십 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사백 인과 대결을 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3년 6개월을 비가 오지 않다가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내렸다는 기록이 있는 것이다.(열왕기상서 18장)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우리민족이 가뭄이 심할 때에 높은 산에 올라서 기
우제를 지냈던 풍습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민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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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전통문화와 미풍양속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 땅에 구세주 새하나님이 강림하셨기 때문
에 별도로 기우제를 지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차차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가뭄도 없는 것이다.
우선 죄의 본질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죄란 본래 어떠한 행
위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정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숨을 쉬시는 것도 의가 되며,
숨을 안 쉬시는 것도 의가 된다. 하나님은 걸어 다니시는 것도
의가 되며, 안 걸어 다니시는 것도 의가 된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의가 되며, 말씀을 안 하시는 것도 의가 된다. 하
나님은 눈을 뜨시고 앞을 보시는 것도 의가 되며, 눈을 감으시
고 안 보시는 것도 의가 된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신다 해도 의가 되신다 하는 것이다.
빛 안에 어둠이 거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죄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함과 같

은 것이다. 그러나 죄인은 숨을 쉬는 것도 죄가 되며, 숨을 안
쉬는 것도 죄가 된다. 죄인은 걸어 다니는 것도 죄가 되며, 안
걸어 다니는 것도 죄가 된다. 심지어는 내가 거지 동냥을 주는
것도 죄가 되며, 내가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
다. 내가 고아원에 쌀을 백 가마니를 기부해도 죄가 되는 것이
다. 죄인인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
이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죄가 되는 것이다.

1
다음은 그 동안 성주님을 가까이에서 수행하고 따르는 성도
님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체험과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본 대로 느낀 대로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는 내용들이다.
참 종교는 확실한 체험의 종교다. 체험이 없이 상상적이고 관
념적인 이론만으로는 참된 신앙으로서의 생명을 상실하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능력이라고 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
다. 마귀도 모방의 신인 고로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신분별을
잘 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생의 신이요, 마귀는 사망
의 신이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을 보시면 잘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은 바로 인생을 구원하는 영생의 역사인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로 그 마음을 아름답고 성결하게
하여 의인을 만드시는 능력이요, 마귀를 죽이는 구세주의 능력
인 것이다. 그리하여 새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그 생명을
구원하시는 영생의 능력인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눈물로 감사
해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다. 이 외에도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
를 체험하고 간증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으나, 제출해 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만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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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기를 여기에 수록하며 몇 말씀 첨언하는 바이다.
또 어떤 분은 먼 거리에서(莞島) 근무하는 중학교 교사인데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차를 타고 와야 그 날 성전에
성례를 참석할 수가 있는데, 깊은 잠에 취해 자고 있으면 하나
님이 비몽사몽간에 찾아 오셔서 머리를 살짝 만지시면서
하시며 자비로운 음성으로 깨워 주시
니, 늦지 않고 제시간에 빛고을의 삼천년성 성전에 도착하여 지
장 없이 성례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다.(정미영 선생님)
또는 학교에서 비상소집을 하여 깜깜한 새벽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그런 때도 늦지 않게 정확한 시간에 비몽사몽간에 하나
님이 찾아 오셔서 깨워 주시니 잠을 설치지 않고 편안하게 맡
기고 잠을 자고도 서두르지 않게 하여주시는 등, 심지어는 연탄
가스에 질식되어 깊은 잠에 빠져 일어나지 못하고 질식사를 할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찾아오셔서
하시며 큰 소리로 소리쳐 깨워 주
셔서 일어나니, 연탄가스에 취하여 하마터면 질식하여 죽을 번
한 지경을 모면하게 해 주시는 일과,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향취가 진동하는 것을 보고 아마 하나님이 가까운 곳에
지금 오시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한 5분 정도 지나서 과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일 등 어찌 그 많은 은혜 체험담을 글로
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또한 꿈을 통하여 속이고 가리는 것을 낱낱이 드러내 지적하

부록1: 은혜체험 간증담

시니, 이는 영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증거인 것이다. 흑백 꿈을
꾸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뵌 후부터는 총천연색 칼라 꿈을
꾸게 되고 그 사람의 영의 정도와 죄상이 낱낱이 지적되고 자
유율법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처음 나오신 분이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있으면 전혀 엉뚱한
사람의 꿈을 통하여 그 사실을 나타내 지적하시는 것이다. 그러
므로 비밀히 움직이는 것이 다 드러나는 고로 각자의 죄상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지 못하는 것과 같이 낱낱이 직고할 수밖
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의 꿈이나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영
체(靈體)로 나타나시어 마귀를 죽여주시는 분명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영체로 나타나시어 말씀도 하시고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성주님이 감람나무이시며 백보
좌의 심판을 하시는 구세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는 증거
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이미 간증담을 제출해 주셨던 대로 권현숙 성도의
경우는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 찾아 왔을 때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이 건강이 안 좋았던 것이다. 어느 날 하나님을 뵙는 자리
에서 권현숙 성도가 머리가 몹시 아프다고 하며 손바닥으로 이
마를 가리고 있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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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적당히 얼버무리는 답변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힘주어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권현숙 성도는 그 말씀을 들은 후부터 어쩐지 마음에 걸리고,
마음이 안 놓여서 다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려 하니, 의
사들이

그런데 그 진찰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난소에 탁구공만한 종양이 자라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즉시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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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권현숙 성도는 그러한 정도로 끝난
분이 아닌 것이다.
자신의 은혜 체험기에서도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하나님을 만
나 뵙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이 세상에 살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원래 악성 뇌종양으로 고생하면서 기독교의 신앙으로
산기도, 금식 기도도 많이 하면서 매달려 보기도 하였다는 것이
다. 그러나 어느 한 줄기의 소망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 것이다.
일본의 의료진에 의해 뇌종양 수술을 받는다 해도 살아날 확
률은 10프로(％)도 안 된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수술 받는 것도 포기하기로 하고 나날을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 삶의 의지마저 상실하고 있을 무렵, 뜻밖에 하나님
을 만나 뵙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은혜를 체험한 후에
간증담에서 밝힌 바와 같이,

라고 고백
하였던 것이다.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의학 박사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건강을 회복한 사실을 보면서 현대 의학만을 맹신
하던 분들에게 하나의 경종을 울려 주는 좋은 예가 되었던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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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성도들은 권현숙 성도 가정의 식구들이 은혜를 받고 너
무 좋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것이다. 그러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오
래도록 변치 않고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 온 것이다.
그 동안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
들 중에 태반이 병 고침을 받기 전에는 열심히 매달리다가도
병 고침을 받기만 하면 즉시 자기들의 생활의 사정을 핑계로
계속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도중하차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그들의 복이 그것뿐이기 때문이다. 영생의 복을 받기까지는
그들에겐 너무 과분한 것이요, 병든 몸을 고침 받은 것만으로도
이 세상 어디 가서도 받을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것이요, 그들
에게는 그것만으로 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를 병고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고맙고 감사
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항이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면 되겠는
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단이니, 삼단이니 하더라
도 그런 모략하는 자들과 합류하여 마귀 역사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는 생명의 주님이라고 하
며 살려 달라고 매달리고, 살려주면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른다면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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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교회에 수십 년을 다니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
답도 얻지 못하다가 성주님을 만나 뵙고 은혜를 받아서 죽을병
이 낫고 살아났는데, 살려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이단이라니,
이런 말이 세상에 또 어디 있는가?
그들과 같이 이단이라고 지껄인다면 그러한 배은망덕을 하나
님이 지켜보시지 않겠는가? 이단(?)이라도 좋고 삼단(?)이라도
좋으니, 우리는 살려주지 못하는 기성 교회 따라가는 것보다 살
려 주시고 영생주시는 이단(?)을 따라가는 것이 억만 배나 더
좋은 것이다. 구원받지 못하는 기성 교회보다 구원받는 이단(?)
이 억만 배 좋은 것이다.
살려주시는 능력의 이단(?)이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요, 살려주는 능이 없는 무능의 기성 교회는 진짜 이단이
요, 사이비인 것이다. 하나님의 참 종교는 기성 교회에서 말하
는 이단인 것이다. 마귀들은 하나님을 이단이라 말하고 마귀라
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과 마귀의 신은 서로 상
대적인 반대 신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유혹과 핍박에도 흔들림이 없는 변함없는 신앙이 진
정한 참된 신앙인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흔들
림이 없는 신앙이란 강한 연단을 통해서만 쌓아지는 것이다. 그
러므로 아무리 온갖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다 하더라도 연단이 없는 신앙은 사상누각(砂上樓閣)과도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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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은 오늘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그 이긴자로서 걸
어오신 강한 연단의 과정을 보면서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바이다. 그러므로 연단이 없는 신앙은 잠시 잠깐 은혜 체험이나
병 고침을 받거나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도 수시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 중에서 부산 사하구에 사시던 황분옥 씨는 무릎에 루머치
스 관절염으로 고생하다가 친구의 인도로 천주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16년을 믿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천주교회를 다니면 곧 나을 것이라던 병은 낫지 않고
16년을 병으로 고생만 하면서 병원 치료비로 살던 집 한 채를
다 팔아 없애고 조그마한 셋방에서 살면서 식구들의 밥도 제대
로 지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으로 선박 회사에 출근하는
남편이 아이들과 라면을 끓여서 식사를 대신하고 아침 출근을
하는 형편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질(甥姪) 되는 부산 연산동 박 모(某) 씨의 안내로
1986년 경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산에 가셨을 때에 안찰을 받
게 되었던 것이다.
그 해 어느 여름밤에 연산동 부근의 많은 주민들이 찾아 와
서 안찰을 받았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머리 병이 나았습니다!
속병이 나았습니다! 등등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안찰을 받고 그
은혜 체험들을 간증했던 것이다. 그 때에 황모(某) 씨도 무릎에
안찰을 받고 나서 이튿날 아침에 다시 안찰 받는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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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경상도 사투리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니, 곧 허락하시고 연
락할 전화번호를 적어 주셨던 것이다. 그 후 그 분은 며칠 후에
광주로 찾아와서 삼천년성 부근에 방을 정하여 하숙을 하면서
매일 성례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남편에게 21일 동안만 가서 은혜 받고 오겠다고 약속하고 왔
다는 것이다. 매일 성례를 참석하던 중, 1주일 째 되던 날 가방
속에서 성모 마리아 상과 묵주와 성가집 등 천주교에 다닐 때
에 쓰던 소지품을 모두 꺼내어 깨뜨리고 불에다 태워 버리는
것이었다.
그 후 병세가 속속히 호전되더니 20일 안에 완전히 나아 버
렸던 것이다. 그리하여 21일 간의 성례를 마치고 약속대로 21
일 만에 부산 집으로 내려갔는데, 전에는 집안일도 못하고 식구
들 밥도 지어 주지 못했던 분이 이제는 건강이 회복되어 어느
공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게 되었고 그 받은 월급을 봉투째 몇
달 동안 광주에 하나님을 찾아와서 헌금하고 돌아가곤 하였던
것이다.
그 후에 광주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승리제단도 같은 하나
님의 계보이니 부산의 승리제단에 다니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던 것이다.
이처럼 루머치스 관절염은 현대 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한다는
데, 하나님을 통해 안찰을 받아서 21일 안에 완치가 되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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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10년이 넘도록 재발되지도 않는 것을 체험하곤 하는 것이
다. 앞에 수록된 간증담 중 오혜수(吳惠洙)의 경우도 그러한 것
이다.
또한 한때 광주 금남로의 남선빌딩에서 한국양복총판을 경영
하던 유모(某) 사장님은 장(臟)이 나빠서 7년 동안을 설사만 하
니 살도 안 오르고 몸이 비쩍 마른 상태였던 것이다. 그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배 안찰을 두 번 받고 완전히 정상적으로 용변
을 보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였던 것이다.
그 분은 그 후 서울로 이사를 하여 동대문 시장에서 사업을
한다는 소식만 들었던 것이다. 또한 곡성(谷城) 모 신문사 지국
장도 중풍으로 몸이 불편하였는데 어떤 분을 통하여 광주에 하
나님의 소식을 듣고 버스를 타고 광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나
뵈려고 오는 차안에서 벌써 한 쪽 어깨에 통증이 느껴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21일 동안 매일 하나님을 만나 뵙고
안찰을 받으셨는데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목격했던 것이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정신질환으로 가정에서 살림도 해 나갈 수
없던 분이 21일 동안 하나님을 뵙고 성례에 참석한 후에 완전
히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부산에서 약 1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환자: 정광숙 씨의 언
니 정정자, 부산에서 살다가 현재는 광주에서 생활하고 있음)
광주 모(某) 대학 교수님도 몹시 몸이 불편하였을 때에 어떤
선배님의 소개로 하나님과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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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님께서

라고 말씀하시니, 그 교수님은

하며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이치를 설명하시는
데, 약 5분 정도 말씀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그 교수님은

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라고 허락하시니,

하고 고백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곧 바로 그 교수님 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극진히 식사 대접을 하며 가족도 함께 안찰을
받는 영광을 누렸던 것이다. 한번은 부산에서 생활하던 전경자
성도님이 몸이 몹시 아파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나
님께 호소를 해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부산의 성도들을 보살피시려 내려가
셨던 것이다. 그런데 그 성도는 입과 턱이 붓고 몹시 아파서 물
밖에 마시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픈 턱을 가만히 어루만져 주시며 축
복을 해 주셨던 것이다.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서 하나님이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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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다 안찰을 하시는데 온 몸에 레이저 광선이 번갯불처럼 번뜩
번뜩하게 나타나는 광경을 보면서,
하면서 안타까워하
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곧 심하게 아픈 것이 진정이 되었을 때
에, 광주에 올라가신 하나님께서

하시며

전화를 해주셨던 것이다.
그래서

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그 전화 통화를 끝내고 수화기를 내려놓자
마자 즉시 입안이 욱신욱신 쑤시고 몹시 아프기 시작하더니 갑
자기 입안에서 무엇인가 딱딱한 것이 혀끝에 올라앉았다는 것
이다. 그래서 그것을 얼른 뱉어 보니 마치 돌같이 딱딱한 박씨
만한 덩어리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 덩어리가 나오자마자 그토록 무겁고 아프던 몸이
갑자기 공중으로 붕 떠오르는 것같이 가볍고 상쾌하며 전혀 아
픈 것이 없어지더라는 것이다. 그러자 또 하나가 그와 같이 혀
끝에 올라와서 뱉어 보니 역시 똑같은 모양의 덩어리였다는 것
이다.
후일 그 덩어리를 알코올에 넣어 보관하였다가 모(某) 대학병
원에 분석을 의뢰하였던바 그것은 침샘에서 응고된 물질이 악
성 종양으로 발전하는 경우로서 대개 수술이 아니면 제거가 불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 성도는 지금까지 전혀 아픈 것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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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지 못하고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도와 드리고 충
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은 직장에 나갔다가 성례를 보려고 성전에 오
면 멀찍이 길거리에서부터 향취가 진동하며, 어떤 때는 일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는데,
하고 두세 번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휘파람 소리
가 들리는 것이었다. 그 때에

하고 소

리친 몇 분 후에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수행원들과 함께 찾아오
시는 체험을 하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라북도 남원군 산내면 지리산 뱀사골 양모(某) 씨도
고혈압으로 두 번이나 떨어져서 한 쪽을 제대로 못쓰고 불편하
던 분이 어떤 분의 소개로 찾아와서 하나님께 안찰을 받고 난
후부터 몸에 변화가 일어나니 나중에는 자주 찾아오시더니 그
불편하시던 몸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직접 찾아 와서 은혜를 받고 안찰을 받는 경우가 아
니더라도 환자 자신이 하나님과 전화 통화만 하여도 병세가 갑
자기 호전되면서 좋아지고 회생한 경우는 수없이 많은 것이다.
갑상선 암으로 고생하던 환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 즉
시 그 자리에서 환부를 손으로 가볍게 만져 주셨는데 그 후로
완전히 감쪽같이 나아 버렸던 것이다.(1982년도 환자 김이남)
환자에 대한 전화가 걸려오면 하나님께서는
라고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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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는 경우나, 제 삼자가 다른 사람의 병세에 대하여 말씀만
드려도 그 시로 즉시 병이 나아 버리는 것이다. 먼 곳에서 환자
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날 환자에게 알아보면
하나님께 보고 드린 그 시간부터 갑자기 아픈 데가 시원해지면
서 좋아졌다는 간증을 듣게 되는 것이다.(1983년 당시 환자: 강
청자, 중간 보고자: 김규섭)
그런가 하면 아픈 환자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죽었다 깨어났
다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상황을 하나
님께 말씀드리면
하시는 것이다.(1995년 8월 1일, 환자 정
구성, 전화 통화자: 정병오 선생, 김연희 성도님)
그리고 거짓말 같은 기적은 드디어 일어났던 것이다. 그 전화
를 끊고 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니 그처럼 의식불명이던 환
자가 호흡을 정상적으로 고르게 쉬면서 의식을 회복하여 사람
을 알아보는 것이다.(1993년 5월경, 서울 고려대학병원 중환자
실, 환자: 김순례, 전화 통화자: 차옥순 성도님)
특히 정병오 씨는 연세가 70세가 넘은 분으로 성전에 잘 나
오시지 않았던 분으로 갑자기 뇌경색으로 1995년 12월 6일에
전남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우선 소변이 안 나오니 아랫
배가 터질 듯이 아파서 괴로워하고 입에서는 침도 안 넘어가며
일으켜 세우자마자 한쪽으로 쓰러져 버리니 걸음도 걷지 못하

부록1: 은혜체험 간증담

게 되었던 것이다.
신경과 의사 김 모(某) 선생의 말에 의하면,

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의사는 마주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란 걸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자리에서 성주님께서는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만 것이다. 걸음도 잘 걷게 되고 말
도 잘하고 하나님이 자주 찾아 돌보아 주시면서 안수, 안찰을
해 주시니, 성전에 매일 성례 드리러 나오면서 겨우 코에다 호
스를 끼워서 죽이나 들던 분이 즉시 호스를 집어 던져 버리고
입으로 삶은 고구마를 들고 밥이나 모든 음식을 정상적으로 들
게 된 것이다.
이 분은 신앙이 전혀 없던 분이요, 꼭 죽을 수밖에 없던 분이
소생하여 그야말로 새로 태어난 것이다. 이제는 매일 열심히 성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다.
어떤 아주머니는 어린 외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각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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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다니면서 온갖 정성을 다했지만 도저히 고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다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그 아이와 함께 20일을 다
니면서 간간이 눈 안찰을 받았는데, 그 병이 씻은 듯이 나아 버
렸으며 건강하게 자라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감
사헌금도 드렸던 것이다.(1990년도 이송자: 그 아이의 어머니)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니는 딸이 기관지 천식이 너무 심하여
등교할 때에 학교 교문까지 몇 차례를 앉아서 쉬었다가 가야
했으며, 밤에 잠을 자다가도 자주 병원에 실려가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입원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처럼 위중했던 병이 방학 기간에 하나님을 찾아와서 20일
간을 열심히 성전에 참석하여 성례를 드렸더니 20일도 되기 전
에 거짓말처럼 깨끗이 나아 버렸던 것이다.
그리하여 학생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하면서 20일 수료식 기념으로 닭튀김과
떡을 해 가지고 와서 성도들을 대접하고 떠났던 것이다. 그 아
버지는 진도의 모 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었던 것이다.(1989년
도 조인신 선생님: 학생의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여 현대 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치료
하도록 하시지만, 의학으로도 불가능이라는 인간의 한계점에 도
달하여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기 마련인데, 이때에는 오
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이 해결되니, 하나님께 온전히 바
치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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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는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억만 해 주셔도 인간의 힘으로는 미
치지 못하는 신비의 경지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마를 물리치고 병을 낫게 하시는데, 바
라보기만 하여도, 스쳐 지나가기만 하여도, 전화로 하나님의 음
성만 들어도, 하나님이 기억만 해 주셔도 모든 죄와 병이 눈 녹
듯이 다 녹아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 말씀대로 오늘날 구세주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시는 존재
가 되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것이 최고로 귀중한 것
이다. 그 이름이 기억하시는 책에 녹명 된 자는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에는 자기가 믿는 신에
게 다급하고 간절하게 구원을 요청하기 마련인 것이다. 그런데
막상 그처럼 절박하고 간절한 소청을 그가 섬기는 신이 마침

천신하강 특명서

그 시간에 소풍을 가 버렸다거나, 그 때에 마침 낮잠을 주무시
느라고 그 간절한 기도를 못 들었기 때문에 몰라서 살려 주지
못했다고 변명만을 한다면 어떻게 되고 마는가?
그리고 하도 간청하는 사람들 수가 많아서 너무나 바쁜 관계
로 다 돌아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는 이제 그러한 무능한 신은 신뢰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만
것이다.
종교란 말장난만 하는 것이 아니요, 또한 관념적이고 추상적
인 것만이 아닌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말만 잘하는 사람보다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을 우리는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이
다. 가장 절대적인 신을 믿고 의지하는 종교일수록 더더욱 절대
적인 능력이 있음을 보증하는 징표(徵表)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동안 하나님을 따르면서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증거와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삼천년성이야말로 체험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 구원의 종
교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말로만 주장하는 것보다 능력과 행함으로 먼저 나타내어 본
이 될 때에 더욱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말만 잘하는 종교보다
는 실천이 앞서는 행동하는 종교요, 능력과 권능의 종교, 살아
있는 생명의 종교라야 오늘날의 세계 인류를 참되게 교화하고
아름다운 세계로 선도하여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 한 예로 1984년도 영광 홍릉 원자력 발전소 건설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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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 중에 하나님을 따르던 성도 한
분이 다른 인부들 여덟 명과 같이 한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
다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기운이 감돌면서 그 곳을 나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 자리를 막 벗어나서 나오자마자 꽝－! 하고 천
지가 진동하는 듯 굉장한 큰 굉음이 지축을 흔드는 바람에 뒤
를 돌아다보니, 방금까지 함께 일하던 인부들 여덟 명은 온 데
간데없고 그 현장도 사라져 버리고 없더라는 것이다. 그 자리에
는 태산같이 엄청나게 거대한 기계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었
다.
그것은 당시 한국에서 4대밖에 없다는 큰 기중기가 그 거대
한 기계를 들어서 옮겨가는 과정에서 너무 엄청난 무게 때문에
그 기중기를 받치고 있던 바닥의 지반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그 기계가 출렁하고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여덟 명의 인부들은 무슨 소리 한번 질러 보지
도 못하고 그 거대한 물체 밑에 눈 깜짝할 사이에 고요히 생매
장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단 한 사람만 무사히 살아 나온 것
은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산이나, 들이나,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나, 항상 불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미리 말씀하셨던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신 이적으로,
그 분은 그날 저녁부터 성전에 더욱 열심히 성례를 참석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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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당시 박청자 씨의 남편)
또한 어떤 사람(앞의 간증인 변성순 성도님의 친구)은 친구가
어떤 좋은 분(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니, 자기도 같이 따라가
본다고 따라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좌석에서 약간 떨어진 위
치에서 잠깐 동안 앉아 바라보기만 하였는데, 신기한 이적이 일
어났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대화 도
중에 하나님께서 잠시 옆자리를 보실 때마다 반가이 눈을 마주
치며 바라보곤 하다가 바빠서 먼저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 일
을 보러 갔다는 것이다.
이 분은 아무런 신앙도 없던 분으로서 옆에서 대화하는 내용
을 잠시 들어보니, 그 분을

이라고 부르더라는 것도 알았

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내에서 그날 중대한 일을 성사를 시켜야 하는데 시
가지를 걸어 다니면서도 성주님 얼굴을 그려보며
하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일이 성사가 되게
해 달라고 애원을 했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날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원하는 대로 일을 잘 보았으며, 그날 저녁에 또 신기
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변비로 고통을 겪으면서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려면 약 2시간씩이나 진땀을 빼면서 꼬챙이로 변을 파내야만
하는 심한 변비 증상으로 고생해 오던 것이, 그날 하나님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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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영문도 모르고 그저 바라만 봐도 좋다는 말만 믿고 몇 번
바라보고 간 것뿐인데, 그날 저녁부터는 아주 쉽게 용변을 보게
되었으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더냐할 정도로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다 나아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천기 원년 서기 2001년부터는 성도님들의 요청에 따라
이라고 부르던 호칭을 이제는 통일하여

이라 부르도

록 허락하신 것이다.
또한 변성순 성도님의 조카며느리도 역시 변비가 심하고 치
질까지 걸려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계단을 오르다가도 하혈
하듯 피를 펑펑 쏟곤 하였는데, 변성순 성도의 말을 듣고 하나
님을 뵈올 때마다 가까이 다가가서 차를 대접하고 인사를 드리
는 정도로 여러 날 하였더니, 그처럼 갖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
던 치질이 21일 만에 씻은 듯이 다 나아 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불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인도하여 주
시니, 산이나, 바다에나,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달릴 때나, 비행
기를 탈 때에도,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확실한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폭우가 쏟아지는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다가 미끄러져
서 중앙 분리대의 벽을 옆으로 타고 달려 도로변의 반대 편 콘
크리트 벽을 정면으로 받는 등, 수없이 곤두박질을 쳐서 차는
완전히 부서져서 폐차장으로 보냈으나, 그 차안에 탄 사람 4명
은 아무런 상처도 없이 고스란히 제자리에 앉은 채로 무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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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는 것을 보고 신고를 받고 달려온 도로공사 직원들이
하며 놀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식들은 어떠한 죽음
의 상황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확실한 증
거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앞의 은혜 체험기를 제출한 조윤호의 경우는 도저히
소생할 가망이 없던 신증후군이라는 악성 신장염을 성주님을
통하여 안찰과 은혜 연결 받고 완치되었는데, 그 후 병역 문제
로 신체검사를 받을 때에 신장염을 앓았던 병력 때문에 여러
차례의 정밀검사를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조윤호의 피가 다른 청년들보다 20배나 더 맑다
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죄를 지으면 피
가 더러워지고 은혜를 받으면 그 죄로 물든 오염된 피가 피가
름을 통하여 다시 맑아진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죄를 씻어주시는 구세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거
인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각자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일들로서, 이와 같
은 체험담들은 수없이 많으므로 본 학술원 편집실에서 모두 낱
낱이 다 알 수도 없고, 여기에 다 소개할 수도 없는 일인 것이
다.
심지어는 마음이 아주 불안하고 초조할 때에 하나님께 전화
를 드려 통화를 하고 나면, 언제 그랬더냐 하는 정도로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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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솜뭉치처럼 포근하고 편안해지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그 마음을 불안하게 하던 마귀가 모두 죽어 버
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기 2001년경 어느 날 캐나다에서 온 고건웅 사장님
은 성주님을 뵙는 자리에서 성주님 앞에 앉자마자 몸이 마치
송곳으로 전신을 쑤시는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호소를
하였으며, 그리고 성주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가 너무나 눈이
부셔서 자꾸만 눈꺼풀이 내려오고 졸음이 오는 것처럼 되어 성
주님 앞에만 오면 금방 졸아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분은 성주님을 뵙고 나서 여관에서 하룻밤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토록 고민하기를

면서 당장에 ‘하나님’이라고 명패를 바
꾸셔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던 것이다.
그때 성주님께서는
라고 설명을 하셨던 것이다.
성주님께서는 누가 다른 사람에게 성주님에 대하여 험담을
이야기 하고 악평을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아시면서도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 사람을 더욱 불쌍히 여기시어
복을 빌어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의 행한 대로 받게 되니, 결국 선을 행
한 자는 선에 대한 축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의 보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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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되고 그는 하늘의 축복을 거부하므로 구원 권 안에 들어
오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결국 성주님을 극악으로 대항하던 자들은 많은 수가 다 비명
횡사하여 죽고 말았으니, 지금은 그들을 찾아보아도 만나볼 수
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은 다음에는 성주님께 찾아와
서 구원을 바라지만 결국 성도님들로부터 쫓겨나는 광경을 성
도의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성경, 이사야서 41 : 10∼16 -----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의로 불러일으키리라 한 동방의 의인이요, 말세에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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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는 새하나님인 것이다.(이사야서 41장 1∼4)
어떤 자는 과거의 박태선 장로님이나 역곡 해와 주님을 대항
하였다가 성주님까지 이단이요, 사이비 종교 교주라고 너무나
대항하고 모함을 하기 때문에 두고 보시다 못해, 지난 1992년
10월 어느 날 단에서

고 선언을 하시자, 단 한 달도 못 되어 그는 떠들썩
하게 뉴스에 보도가 되면서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이
다. 성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고,
또한 그 살인범의 이름이 임홍천(任弘天)이라 함은 멍청한 바보
라도 충분히 깨닫게 하는 바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1987년에 영생교 승리제단에서 성주님을 모함하는 한쪽
주장만을 듣고

등의 잡지에서 성주님에 대

하여 험한 말로 악평을 하였으며, 그와 같이 성주님을 일방적으
로 모함하는 내용으로 당시에 KBS2 TV 추적 60분의 프로에
방영이 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성주님께서 이를 강력
히 항의하고 정정 보도를 신청하시니, 그 후로는 다시는 그러한
방송을 내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에 그 프로를 제작했던
PD는 그 후로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다.
또한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우리 성주님이 축복하신 생수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썩지 않고 오히려 향취가 진동하였으며,
몸이 몹시 아파서 그 생수를 한 컵 마셨더니 언제 아팠느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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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나아 버렸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1995년 10월 5일 십승절(十勝節) 성
례 시에, 전모(某) 성도님이 간증하였는데 과거에 전도관을 30
여 년 동안 따르고 충성하시던 분이요, 기장의 창조주 하나님이
화천(化天)하신 이후에 삼천년성에 오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
신 생수를 타다가 깊이 간직해 오셨던 생수로서, 이는 하나님으
로부터 성령이 폭발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입으시던 양복을 세탁해 주시는 세탁소
아저씨는 세탁물에서 늘 향취를 맡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 영문
도 모르는 그 아저씨는 우리 성주님이 절에 다니시는 분이냐고
질문하는 등, 절에서 향불을 피우기 때문에 나는 향냄새로 착각
을 했던 것이다.
최근에는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방황하던 취생(臭
生) 김대홍(金大洪) 성도님은 지난 서기 2000년 12월 10일에
하나님을 처음 뵙고 안찰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부터 향취가
진동하더니 계속해서 며칠이 지나도록 1주일 동안 향취가 진동
한다고 체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죄를 사해주시는 구세주 하나님
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성주님께 찾아오기도 전에 경기도 부천에서 자기를 전
도하는 이 모 성도사와 대화를 하고 있던 중, 이 성도사가 핸드
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서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향취가 진
동을 하더라는 것이다. 그러자, 김대홍 씨는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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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자기도 모르게 물었다는 것이다. 그러
자,

하고

반문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올 사람은 미리서
부터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동안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도 당신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외부로 크게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그 동안 모든 것을 가리고 계셨던 것이다.
그것은 과거에 역곡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시기
위함인 것이다.
“이현석 관장! 이제부터 단에 서지 마!
성령이 폭발할 때까지 단에 서지 마!”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1982년 6월중에 인천 주안 제단
의 담임 목사로 시무하고 계실 때에, 일요일 대예배 준비 찬송
을 인도하고 내려오시는 하나님께 역곡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
로 그 때부터 단에 서지 않으시게 된 것이다. 단에 서지 말고
숨으라는 신호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때 이후부터 마귀라고 하
시면서 연단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이다.
이 말씀에서

라고 하신 말

씀은 성령이 폭발할 때까지는 숨으라는 말씀이며, 이 관장님이
다음 반열의 성령이 폭발하는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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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현석 관장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폭발한다는 뜻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의 역사를 하실 분이라
는 뜻이다. 그 때 이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신
구세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절대로 드러
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황무지에 18년간을 묵묵히 참고
기다리시며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역곡 주님께서 당신이 화천하시기 전에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 말씀은 역시 영적
말씀인데 역곡 승리제단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곧 다음 반열의 삼천년성에 가야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천년 후는 삼천년성이라는 뜻이니,
역곡 승리제단은 2천년성이라는 뜻이다.
역곡 주님께서 역곡 사람들을 영생을 준다고 여태껏 끌고 오
셔서 이제 와서 겨우 하신다는 말씀이
고 말씀하셨다면, 천년을 기다리는 동안 역곡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다 죽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역곡 사람들이 속았다는 뜻인가? 역곡 주님은 그처
럼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신 분이 아니다. 어서 속히 삼천년성으
로 가야만 산다고 간곡하게 강조하시는 말씀인 것이다.
과거에 천년성인 전도관에서 영모님께서
고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약속
하셨던 것이니, 이는 삼천년성에 가서야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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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이다. 그러므로 이는 영적으로 천년성인 전도관에서는 2천년
후에나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되고, 역곡 주님께서
고 하신 말씀은, 곧 다음 반열인 3천년성
에 가서야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다.
또한 승리제단에서

라고 찬

송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인류의 본향 삼천년성은
앞으로 더 나아가야할 다음 반열의 역사라는 뜻이다.
인생의 본향 에덴동산이 되는 삼천년성은 하룻길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니, 이 또한 삼천년성은 하룻길을 더 가야만 하는
다음 반열의 역사라는 뜻이요, 역곡 승리제단은 2천년성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삼천년성에
찾아오려면 하룻길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하룻길만 더 달려서
삼천년성에 오게 되면 바로 천년을 달려오는 것이 되고, 2천년
성에서 천년 후가 되는 삼천년성에서 영생을 얻는 고로 이는
또한 천년 후에 영생을 얻었다가 되는 것이다.
이 모든 하늘의 역사는 순차적으로
라는 찬송과 같이, 단계적으로 3차에 걸쳐서 완성
이 되는 것이다. 과거에 박태선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고 말씀하셨지, 승
리제단에 가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세주는 마귀를 죽이는 권세로써 인간의 죄를 사
해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셋째 반열인 삼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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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완성자가 되시는 삼천년성의 엄마가 비로소 마귀를 죽이는
구세주의 권능을 행하시기 때문에, 박태선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오직

고 말

씀하신 것이다.
최근에는 2천년성에서 온갖 질병으로 다 죽게 되어 속수무책
으로 허망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삼천년성으로 돌
아오기만 하면 그날부터 즉시 생명이 다시 소생하여 건강하고
젊어진 모습으로 다니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하여 그렇
게 건강해졌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답변을 하노라고 날마다
정신없이 바쁘다는 것이다.
삼천년성에 하루라도 늦게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욱
병이 들어 비참하게 죽어만 가는 것이다. 과거에 전도관에서부
터 향취와 이슬 같은 은혜를 받고 따랐던 사람들은 삼천년성에
들어와 구세주 새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던 것
이다.
과거에 전도관이나 승리제단을 거쳐서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해도 마지막 삼천년성에 들어와서 새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그 동안 노력했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인생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오늘날 새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다. 그런데 새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겠는가.
마귀를 죽이는 권능을 행하시는 분은 박태선 장로님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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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희성 전도사님도 아니고 오직 성주님이신 것이다. 오직 구
세주 새하나님이신 성주님 한 분만이 바라보기만 해도 마귀가
죽고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은혜 체험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마귀의 영을 죽인다는 사실이다. 축복하신 생수
를 정신병자에게 먹이면

고 소리를 치게 되고, 생

수를 먹이면 마귀가 죽는 현상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된다는 사
실이다.
그리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선한 마음으로 차차 바꿔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
다. 그것은 바로 악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마귀의 영을 죽여
주시기 때문이다. 이는 구세주 하나님의 몸에서 이와 같이 마귀
를 죽이는 살마광선을 방출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주님은 이미 옛 사람 곧 ‘나’라는 주체 영을 완전히
죽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나신 분인 고로 사람이
아니오, 신인 것이다. 그러므로 몸이 몹시도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데, 꿈에 무섭게 생긴 마귀가 덤벼들어 너무도 무서
워서 기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성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도끼로 그 마귀를 찍
어 죽여 버리셨고 또 다시 오면 죽이고 계속해서 죽여 버리셨
는데, 그 꿈을 깨고 나니 몸이 가뿐해지며 아픈 데가 거짓말처
럼 사라졌던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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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간증자: 이용석)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에 변화
가 일어나게 되는데, 곧 피가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가
름의 가장 큰 증거는 결국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100프로
(％) 변화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역사하시며 영적으로 마귀
를 죽이는 이긴자 감람나무요, 죽은 사람의 영들도 호령하시며
다스리시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산 자와 죽은 자를 무론 대소하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백보좌의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한 곳에 계시면서도 여러 곳에 영체(靈體)로
나타나시어 역사하시는 체험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밝힌 바 있듯이 꿈도 아닌데,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곳
에 계시는데도 실제 몸으로 찾아오셔서 마귀를 죽여주시고 말
씀도 하시고 손을 잡아주시며 축복을 해 주시고는 홀연히 사라
지시는 것이다. 이는 영체(靈體)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성도는 너무나 감격하여 감사의 눈물을 흘
리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도 동방의 의인이

(이사야서 41장 3∼4절)라고 기록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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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그와 같이, 이긴자 구세주 감람나무는 직접 발로 가보지 못한
곳이라도 자유로이 영적으로 나타나
(이사야 59장 19절) 함
과 같이, 마귀의 무리를 여지없이 몰아내시고 멸하시며 역사하
시는 것이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역곡 주님이 나타나시곤 한다는 무리들
이 있는 것이다. 1992년 12월 12일 역곡 주님께서는 이른 새
벽에 갑자기 제단에 나오셨던 것이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집합을 시켰던 것이다.
그때에 역곡 주님께서 친히

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은 이 세상을 떠나신다고 선언하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미 주의 길 예비자의 사명을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나신 분이다.
그런 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는가.
그런 자들은 아직도 역곡 해와 주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
며, 삼천년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고 방황하며 주
를 만나 뵙지도 못하고 있는 불쌍하고 처량한 자들이다.
마치 아직도 기독교인들이나 불교인 그리고 무당들이 간절히
기도를 하면 예수나 부처, 그리고 자기네 믿는 신들이 나타난다
고 하는 미신(迷信)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표상(表象)은 오직 영생 주시는 구세주
새하나님이시지, 주의 길 예비자가 아니다. 인생으로서 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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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태어나서 가장 크고 영광된 일은 구세주 새하나님을 만나
뵙는 일이다. 이보다 더욱 크고 복된 일은 없는 것이다.
오늘날 새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을 이겼던 마귀를 죽이
는 구세주의 능력을 소유하고 나오신 것이다. 그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성주님을 따르는 성도님 중에는 은혜 받은 체
험의 간증담이 많다. 심지어는 정신 이상이 되어 불면증에 시달
리던 환자가 성주님의 존영(尊影)을 목에 매달아서 가슴에 넣어
주었더니, 그대로 깊은 잠이 들어서 다음날 정오 12시까지 자
고 깨어나자 완전히 정신이 돌아와서 건강한 새 사람이 되었
다.(신상옥 씨)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던 사람이 한 번도 새하나
님을 만나 뵙지도 못한 분으로서, 누군가가 전해주는 새하나님
의 작은 존영(尊影)을 가슴에 넣기만 하였는데, 마귀가 여지없
이 죽어버리고 죄가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것이다. 이것이야말
로 어찌 구세주 이긴자의 권세 능력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신상옥 씨의 간증을 듣고 나서, 조그만 수첩용으로
된 새하나님 존영(尊影)을 목걸이로 만들어서 목에다 걸고 다니
는 분들이 많아진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존영에서는 한없이 강한 은혜와 능력이 나오
기 때문에, 하나님 존영을 가정에 모셔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하
였더니 몸에 있는 모든 병이 깨끗이 다 나아 버렸다고 증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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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분도 있는 것이다.(박형옥 씨)
부산성전에 직생(直生) 강복희 성도님의 외손녀딸도 정신 이
상으로 도저히 사람노릇을 하며 살아갈 수 없다고 낙심하던 환
자였는데, 성주님께서 부산에 가셨을 때 집회시간에 한 번 참석
하고 나니 매우 정상적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이다.
그 후에 광주의 축복일 행사에 참석하여 성주님의 말씀을 듣
고 돌아가서 즉시 직장에도 다니면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 온
전하게 생활하고 결혼까지 하였으며, 이제는 떡두꺼비 같은 아
들까지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외할머니인 직생(直生) 강복희 성도님은 자기 외손녀딸
의 그와 같은 은혜 체험담을 성도님들 앞에서 자주 자랑하며
간증을 하므로, 성주님께서는
하시니, 모든 성도님들이 한바탕 웃
음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성주님께서 마귀를 죽이시기 때문에 정신
이상 환자 속에 있는 마귀의 영이 여지없이 죽어버리기 때문이
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마귀를 죽이는 존재가 일어난 적이 없
는 것이다. 마귀를 죽이는 분은 구세주 성주님 한분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1997년 7월경, 새하나님(성주님)께서는 여느 때와 같이
그날도 천부장님과 함께 승용차에 동승하여 성전으로 출근을
하고 계셨다. 하남 성심병원 앞 도로를 지나갈 때에 옆 좌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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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으신 천부장님이

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성주님께서는

하시곤 곧 이어서 옆의 유리

를 내리고 밖으로 팔을 내밀어 손을 저으시며,

하

고 휘파람을 부시면서 축복을 하셨던 것이다.
그때가 서기 1997년 7월경으로 짐작이 된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은 그날 그 시간 이후부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그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일을 목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다. 그야말로 전혀 새로운 거리로 변한 것이다. 그런데도 그 도
로가에 지난 2005년도까지도

이라는 푯말이 세워

져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2008년도에 지나가다가 보니
그 푯말이 사라지고 없는 것을 보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 도로상에서 항상 교통사고가 나도록 장
난치던 마귀를 성주님께서 모두 죽여 버리셨기 때문이다. 이 세
상에 이처럼 마귀를 죽이는 존재는 천상천하(天上天下)에 오직
성주님 한 분밖에는 없다.
최근에 일어난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소개하려고 한다. 지난
2002년 11월경부터 중국 광둥성에서부터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어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였던
라는 주변국으로 다 번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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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민국에는 단 한 명의

환자도 들어오지 못

한 사실을 보고 세계가 주목하게 되었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기 때문에

에 감염되지 않은

것 같다 하여 중국에서 한국의 김치가 불티나게 잘 팔린다는
뉴스 보도를 하게 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은 김치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김치를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체질들이 있다. 그

를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신 분이 계셨다는 사실을 아
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지난 서기 2003년 3월 23일 태양의 성지인 한국의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 1동 696-3번지에 있는

에서는

이라는 연중 경축행사를 거행하고 있었다. 그 시
간 단상에 서신
말씀을 하셨다.

성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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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강력하게 선언하셨다.
결국 말씀하신 그대로 끝까지 우리나라에는

환자가 단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하고 말았으니, 실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참조: 서기 2003년 3월 23일, 성주님 말씀 테이프)
그리고

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다.
그 후에 매주 단에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분명하게 거듭
거듭 확인하셨다. 그런 일이 계속되다가 서기 2003년 4월 26일
에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 2003. 4. 26. 테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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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큰소리로 외치셨다. 성주님은 또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천신하강 특명서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결국 성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는 5월 하순까지

를 고비로 완전히 꺾어져버리고 말았다. 6월 7일에는 성주님께
서 세계적으로

가 꺾이었다는 신문기사 소개와 은혜사진을

소개하시면서 이제부터 구세주의 권능을 계속적으로 행하시겠
다는 말씀을 선언하셨다.(참조: 서기 2003년 4월 26일 말씀, 5
월 3일 말씀, 5월 8일 해인절 말씀, 5월 17일 말씀, 6월 7일
말씀, 6월 17일 말씀)
모든 경전과 비결서의 예언이 절대 예정이라고 주장하는 자
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왜냐하면 인류가 구원 얻는 예언은 하
나님의 예언이요, 인류가 멸망한다는 예언은 마귀가 예언한 것
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인공 이긴자 구세주라면 성경의 말씀이나
예언서의 예언도 스스로 이루시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게도
하시며 또 마음대로 계획을 바꿀 수도 있는 분이 진짜 경전의
주인공이요,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하시고 계시를 주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바로 그 하나님이 아니시겠는가?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경전의 주인공인 구세주 하나님이 출
현하시어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사이비 종교
들이 자주 주장하던 지구의 종말이 오고 인류가 멸망하는 말세
가 온다는 식의 시한부 종말론은 이제 거짓말로 끝나게 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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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에 세계 인류를 공포에 떨게 했던
국 베이징 근교 샤오탕신

는 6월 20일에 중

에서 5월 20일 치료받던

환자 680명 중 마지막 18명을 퇴원시킴으로써 중국은 세계적
인 공포의

를 완전히 이겼다는 우리나라 동아일보 신문 6

월 21일자 보도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균에 감염이 되면 잠복기간이 2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확하게 성주님께서 4월 하순경(26일)에

고 말씀하신 그대로, 5월 20일 이후에는 단
한 명도

환자가 발생되지 않았으니, 한 달 이내에

의

기세가 완전히 꺾이고 말았다.
이 엄연한 사실을 그 동안 계속적으로 목격하며 환호성을 질
렀던 분들이 많이 있으니, 성주님의 기운이
의 병마를 여지없이 쳐서 모두 죽여 버리셨던 것이다.

하고

이처럼 세계인을 두렵게 하며 급속도로 확산되었던 공포의
를 구세주 하나님의 권세 능력으로 쳐서 없애버리셨기 때
문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는 우려 섞인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한국에는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천신하강 특명서

사실은 세계인이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로써
이와 같은 사실은 새하나님의 권세 능력의 일부분을 조금이나
마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이긴자 하나님의 몸에서는 마귀를 죽이는 승리자
의 신의 물질이 나오고 있다. 이슬 은혜가 쏟아져 방출되고 있
다. 만물을 살리는 생명 물질이 방출되는 것이다.
이슬 은혜가 악한 영을 녹이고 썩을 것을 썩지 않게 하는 것
은 생명의 물질을 썩게 하는 마귀의 영을 죽이기 때문이다. 죄
인의 몸에서는 죄의 독소물질이 나오고, 의인 하나님의 몸에서
는 의로운 물질이 방출되기 때문이다.

---- 이사야 59: 19∼20 ----

서양에서는 태초의 하나님의 이름이나 경외하고, 해 돋는 편
에서는 새하나님이 나타나시어 한없이 내리는 이슬은혜의 영광
을 바라보며 경외하게 됨을 뜻한다.
오늘날까지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경외하
였던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 뵙지
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짖고 믿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하나님은 동방의 해 돋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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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끝 땅 모퉁이인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에서 출현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하나님의 신이 되
는 이슬 은혜가 한없이 쏟아져 내리므로, 이슬은혜가 바로 하나
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지금은 마지막 삼천년성 시대인 고로 삼위일체 완성 주가 되
시는 구세주를 바라보고 영생의 은혜를 받는 때인 것이다. 따라
서 삼위일체 완성자가 아닌 다른 존재가 나타난다고 하는 소리
는 자신들이 여지없는 가짜이며, 한낱 미신과 같은 수준에 불과
하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 된다.
이미 1994년경에 옥중에서 역곡 주님은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 역시 옥중
에서 역곡 주님과 같이 있다가 나온 승리제단의 간부들이 함께
들었던 말씀인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은 이제 역곡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
아 은혜 연결도 끊기고 당신의 시대가 끝나고 말았으니 운(運)
이 막혀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은 절대로 영생을 받기는커녕 세
상 적으로도 매사에 길이 막혀서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은 역곡 주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된 때는 1982년
6월 17일에 이현석 관장님을 마귀로 몰아서 아니 지은 음란죄
를 지었다고 문초를 하여 200여 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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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호령을 하여, 200
여 명에게 이현석 관장님이 죽은 다음에 박태선 장로님과 역곡
조희성 해와 주님 속에 잃었던 두 씨의 영을 끌어 잡아당기어
이현석 관장님 속에 감추었던 한 씨의 영과 합하여 삼위일체를
완성하고 구세주가 되어 승리하여 나오실 그때에, 박태선 장로
님 속에 있던 창조주 하나님의 영과 조희성 전도사님 속에 있
던 해와의 영이 완전히 떠났던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에 박태선 창조주 하나님께서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을 말씀
하신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 1980. 8. 23. 박태선 하나님 말씀 ------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역곡 주님의 말씀은 당신의 사명은 완전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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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났음을 분명히 암시하는 말씀인 것이다. 지금은 사명이 끝난
역곡 주님이 아닌 삼천년성의 삼위일체 완성자 구세주가 나타
나서 영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때인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역곡 주님이 영어의 몸이 되시고 단에 서지
도 않으시는데도 제단에서 이슬 같은 은혜가 내리는 광경이 사
진에 찍힌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구세주 되시는 삼천년성 하나님
이 전도관과 승리제단 즉 광야에 머물러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영적 가나안땅 삼천년
성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994년 역곡 조희성 주님이 세상 법의 심판을 받고
구속되신 이후, 하나님의 신이 떠난 조희성 주님을 옥중에까지
면회를 가서 어떤 지시를 받았다고 하며, 그 동안 사명자라고
떠드는 자들은 모두가 가짜들이요, 여지없는 도깨비 새끼들이라
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만 것이다.
그리고 삼위일체 이긴자는 그 이마에 두 이름을 쓴 자로서,
역곡(소사)에서 이기시고 이긴자의 새 이름을 받으신 오직
새하나님만이 성경상의 주인공이요 완성자인 것이다.
삼천년성의 신홍석(申烘昔) 성도 회장님은 1993년도에 처음
성전에 찾아오셔서 전도를 받으시고, 그 날부터 성례를 참석키
로 하고 하나님의 사진을 한 장 받아 가지고 가셔서 당시에 신
동이라고 칭찬이 자자했던 셋째 아들의 큰손자 진혁(眞赫: 당시
4살)이에게 그 사진을 보이면서

하고 물으

천신하강 특명서

니,

하고 대답을 했던 것이다.

그 아이는 1992년도 대통령 선거 때 텔레비전으로 나오는 입
후보들을 미리 보고 대통령이 될 입후보를 미리 알고 일관되게
장담했던 신동이었다는 것이다.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사진을
보고

이라고 말하니 온 집안 식구들도 모두 따라서 하나

님이라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1983년 1월 18일경 서울에서 김가득 씨 댁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심방을 가셨을 때에도 당시에 5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딸아이가 하나님을 골목에서 보고는 급히 달려 들어가서

하고 큰소리로 외쳐대며 방안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볼 때, 보통 인간들은 죄악으로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만나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하지만 천진난만한 어린아
이들은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은혜 체험들은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
리시는 동안 인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어나는
반응을 잠깐 테스트를 해 보신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다. 본격적인 은혜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한때
은혜를 받고 즐거워하던 사람들이 병만 낫고는 제 갈 길로 가
버리고 보이지도 않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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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이 세상에서 그 동안 약 20여 년간 은둔생활을 하시
던 성주님은 사람이 아닌 사인불인이요, 바로 구세주 새하나님
이라는 사실을 개나 쥐와 같은 하등 동물들도 알아보고 경의를
표하고 심지어는 거짓말 탐지기까지도 알아보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만물도 환호하고 기뻐하며 미물도 성주님을 알아
보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들이 새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
고도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불경스럽게 홀대하는 일들이 그 동
안에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비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하
나님처럼 사랑하라고 변함없이 가르치시는 성주님의 위대하심
을 어찌 필설로 다 형용하리오.
오늘날까지 성주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다 기록하려면 그 분량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성주님은 어린 시절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에 하나님 앞에 기
도하기를
라고 하였고
라고 하였으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하면서, 그 무렵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라고 기도를 하였던 것이다.

을 주문하여 독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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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으로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으로는 밤잠을 자지 않고 강의
록을 공부하며 주경야독(晝耕夜讀)을 할 무렵에는 추운 겨울날
도 문수리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려오는 시냇가에 있는 가마소에
가서 매일 얼음을 깨고 목욕을 하면서 치열하게 자신과의 싸움
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어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소원이 그대
로 다 이루어졌으니,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모두 바쳐서 죽기
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주는 걸
레와 진리의 빛을 밝혀주는 촛불과 같은 존재가 되신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성주님께서는

고 말씀하신다.
여기에 수록한 은혜 체험기 중 일부는 1990년 2월 27일 광
주 신양파크 호텔에서 제1회 신세계창조학술원 학술 세미나를
개최할 때, 그날 참석했던 분들에게 배부하였던 자료 중에서도
몇 편을 뽑아서 여기에 첨부하였음을 알려 드리는 바이다.
그날 세미나에는 각 대학 총장과 교수 및 각 기관장들도 다
수 초청을 하였던 것이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의 은혜 체험담
들이 있지만, 지면의 사정으로 여기에 다 수록하여 드리지 못하
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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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삼천년성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중 대 경축행사를 거행하
고 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해인절(海印節) : 음력 4월 8일
이 날은 성주님께서 빛고을 광주(光州)에서 1984년(甲子年) 5
월 8일(음력 4월 초파일)에 처음으로 감로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내리시며 해인(海印)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음을 성도님들
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신 날이다. 이때부터 성주(聖主)님이라
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이슬 같은 은혜가 사진에도 찍히
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날은 만물들도 고대하고 기다리던 날
이다. 또한 이날은 서기 2001년 새부처님 생 미륵불이 출현하
신 날이다. 그러므로 이날은 석가가 탄생한 날이 아니라 말세에
미륵 왕님이 출현하신 날이다.

십승절(十勝節) : 양력 6월 17일
이날은 성주님께서 1982년 6월 17일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
구 역곡동에 소재하는

에서 조희성 해와 주님으

로부터 마귀라는 지목을 받으며 아니 지은 음란죄를 지었다는
문초를 받고, 200여 명의 교인들에게 집단 몰매질을 당하여 죽
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하늘의 세 씨의 영을 합하여 삼위일체를 완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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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하여 이긴자 구세주가 되어 탄생하신 날이다. 그러므로 이
날이 사실상으로는 성주님이 두 번째 이 세상에 탄생하신 날이
다. 이씨 정도령 성주님이 두 번째 탄생하신 날이다.
이날은 이긴자 성주님이 마귀와 최후의 싸움에서 승리하심으
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잃었던 전지전능을 회복하시고 우주의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고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실 구세주의 권
능을 완성하시어 하늘 문을 열고 나오신 날이다. 하늘이 무너지
고 땅이 갈라지는 가운데 소사(素砂)에서 이긴자가 승리하여 지
옥에서 솟아 나오셨으니, 천붕지탁소사립(天崩地柝素砂立)이다.
격암유록 승운론에 춘말하초 사월 달에 오시는 성군이 진성
(眞聖)이 분명하며, 죄악 타파하는 구세주를 기다리는 중에 이
씨를 고대한다고 분명하게 예언 명시하고 있는 예언 문구를 자
세히 살펴보도록 하려는 것이다.

四月天의오는聖君 春末夏初分明하다
罪惡打破是非中의 紅桃花를苦待하네

사월 달에 오시는 성군이 진짜 성군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
리고 구세주가 죄악을 타파한다고 시비하는 중에 결국 붉은 복
숭아꽃을 고대한다고 한 것이다. 이는 이 세상의 죄악을 타파하
실 구세주는 곧 오얏 이씨(李氏)이니, 이씨의 정도령을 고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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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뜻이다. 홍도화는 또한 오판화(五瓣花)인 것이다.
여기서 4월 달이란, 영적으로는 금운의 해와의 시대를 암시하
며, 또한 1982년(壬戌年) 양력 6월 17일 곧 음력 윤 사월(閏
四月) 26일에 성주님께서 역곡(소사)에서 마귀와의 최후의 싸움
에서 이기고 삼위일체를 완성하여 구세주 새하나님으로 하늘
문을 열고 나오신 날이 4월 달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황극절(皇極節) : 음력 8월 5일
이날은 1948년 음력 8월 5일에 전라남도(全羅南道) 구례군
(求禮郡) 토지면(土旨面) 오미리(五美里)에서 고성이씨(固城李
氏) 사암공파(思菴公派) 31세손 이현석(李鉉錫)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하늘에 감추었던 한 씨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처음으로
탄생하신 성탄일(聖誕日)이다.
이날을 황극절(皇極節)이라 함은, 이 세상에 중앙(中央) 토운
(土運)으로 오신 이현석 정도령님께서 이 세상에 만왕의 왕이
요, 만주의 주로서 오토중앙(五土中央)의 황극(皇極)의 자리 중
앙(中央)에 정좌하셨다는 뜻이다.
본래 하늘에서 감추었던 한 씨의 하나님이 말세에 인류를 구
원하시려고 고성이씨의 혈통을 타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새하
나님으로 강림하신 날이다. 고성이씨 가문도 엄청난 하늘의 축
복을 받은 것이다.
역사적으로 우주의 별 오복성(五福星) 또는 오경명성(五庚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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星)이라는 별이 비치는 국가에 큰 발전이 있었다. 그 동안 오복
성이 영국을 81년간 비추었는데, 영국은 국운이 크게 융성하여
한때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여 대영제국이라 일컬었다.
이 별이 미국을 172년간을 비추었는데, 오늘날과 같이 미국
은 전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다시 이 별이 일
본을 5년 3개월간 비추었는데, 일본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제2
의 경제대국으로 부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오경명성이 일본을 비추고 있다가 지난
1986년 9월 14일부터 대한민국을 비추기 시작하였다. 이는 바
로
토운(土運)의 정도령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5자의 주인공 성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끌리어 온 것
이다. 이 별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3백 83년간을 비추게 되며,
이 기간 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종교의 종주국으로 떠오르게
된다고 점성가들은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중심국
가로서 인류의 낙원이 될 것이다.
오복성이 대한민국을 비추기 시작했던 그해(임술년: 1986년)
4월 하순경에 저 우주의 핼리혜성도 지구를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와서 대한민국의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지방을 가장 가까이
비추고 지나갔던 것이다. 그것은 저 우주의 거대한 기운을 강하
게 끌어 잡아당기는 중앙토운(中央土運)의 주인공이 해 돋는 나
라 대한민국의 땅 끝 땅 모퉁이 전라남도에 계시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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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신지 새 창조 ⋙
1. 신천신지 새창조 시작되었네
동방에서 새하나님 나타나셨네
마귀권세 부수는 철장을 들고
세계만민 구원하려 나타나셨네
2. 천지창조 이후에 존재못했던
참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네
말씀짝을 따라서 삼천년성의
영생복락 은혜를 받게되었네
3. 생명나무 생명수 생명과일이
탐스럽게 달려서 빛을발하며
주를찾는 무리를 부르건마는
귀와눈이 어두운자 주를못보네
4. 지루한밤 지나고 동이틀때에
동방나라 모퉁이에 새벽별뜨고
세계만민 구원하실 태양이떴다
광명천지 새세상이 이루어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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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옛날에도 그옛날 삼천여년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땅
해뜨는곳 동방의 빛의고을에
만왕의왕 새하나님 출현하셨네
6. 동해물결 춤춘다 서해물결이
반도강산 초목들이 노래를하고
한국땅에 구세주가 나타났다고
온세계 만민들이 돌아오누나
7.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셈의장막 비옥토 언약의성지
빛고을 삼천성에 깃발을세워
온세계 황금종이 울려퍼진다
8. 죽-음과 애통은 간곳이 없고
영생의 하늘나라 이루어졌네
새하나님 말씀과 권능의은혜
새마음 새사람에 새세상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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