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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삶

역지사지(易地思之)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선고 받고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이거 다
거짓말인 줄 아시죠.”
하는 말은 이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인권신장을 위한 노동운동을 전개하

투쟁하던 그가 노동자와 농민의 피해

희대의 거짓말의 상징이 되어 국민들

‘남을 배려하고’살아가는가?‘상대

였으며 또한 농민들과 함께 농민들의

를 무릅쓰고서라도 국익을 포기할 수

의 공분(公憤)과 더불어 세간의 비웃음

방과 입장을 바꾸어 생각’
해 본 적은

생존권 투쟁을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가 없었던 것이다. 노동자와 농민의 피

을 사고 있다.

얼마나 있는가?

(FTA) 반대 운동을 벌였던 사람이다.

해는 정부가 시간을 두고 보상해 주면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에서 먼저 생

그러던 그가 정작 대통령이 되어서는

되지만 국제무역은 나라의 흥망성쇠

그렇지만 시대가 변했다고 하여 덮

각해보고 이해하라’
는 뜻의 역지사지

여당과 야당의 대다수 국회의원의 반

가 달려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

어 놓고 과거나 현재의 행정을 비판할

(易地思之)는 한마디로 상생(相生)의

대를 무릅쓰고 자신이 주도하여 미국

었다. 이것이 바로 대(大)를 위하여 소

일만은 아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위정

정신이다. 불교의 자비, 기독교의 황금

조직사회에서는 CEO와 하위직의 시각과 관점 다르다.

률, 유교의 서(恕) 사상과도 상통한다.
그렇지만 누구나 말로는 쉽게 내세우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상생(相生)의 정신으로 좀 더 조화롭고

지만 역지사지를 실천하기는 어려운

평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게 현실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갈등과
반목이 깊어지고 있는 오늘이기에 더

모든 리더에게 전하는 메시지 함께 꿈을 이루어가자는 것

더욱 역지사지의 정신이 절실하다. 우

자로서의 당연한 관행이었을 수도 있
다. 또한 현 정권에 의하여 부풀려지고
왜곡된 사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정자들에게 모든 권력과
재력이 집중되는 과거의 관행이 옳지
않으니 이제는 그만하라는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를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

리 모두가 역지사지의 지혜를 발휘하

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小)를 희생하는 대탐소실(大貪小失)의

는 때이다. 조직사회에서는 분명 CEO

여 조화로움 속에서 갈등과 증오를 극

러자 기자들이 물었다.“대통령께서는

원리이다.

와 하위직의 시각과 관점은 다르다. 그

복하고 차별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왜, 의원시절 그렇게 반대하던 미국과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제대

렇지만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상생(相

만들어가는 희망을 꿈꿀 수는 없는 것

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습니까?” 통령으로서 집권 초기 잃어버린 10년

生)의 정신으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

일까?

그러자 노무현 대통령은“내, 대통령

운운하면서 과거 김대중 정권과 노무

력한다면 좀 더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

되어보니 다르더라.”
라고 대답했다.

현 정권을 비판하며 자신만만하게 출

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 시대의 국민

입장이 바뀌니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발했던 정권이 4대강 개발의 실정(失

들이 조직사회의 모든 리더들에게 전

이야기다.

政)과 더불어 다스 실소유주 및 뇌물수

하는 메시지가 바로 함께 꿈을 이루어

수 협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형을

가자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예를 보자. 노무
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그는 노
동자들과 함께 거리에서 임금인상 및

영생의 도는 딱 21일만 제대로 하
면 완성이 된다. 더도 덜도 없이 오직
21일이다. 21일만 부처님을 사모하
고 놓치지 않으면 부처를 이룰 수 있
다. 그래서‘21일만에 성도하기’라
는 글을 쓰기로 하였다. 필자는 21일
간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지 자세하
게 알려줄 것이다. 그대로 따라만 하
면 누구나 부처를 이룰 수 있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 - 편집자 주

노동자와 농민의 생존권을 위하여

21일 만에 성도(成道)하기 <18일째>
셨음을 언급하였듯이 기도란 24시간

의 맷돌로 갈아서 성령의 불로 태워서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안 되

유황불로 박멸소탕”

어지면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과
같다.
호흡이 끊어지면 살 수 없는 것과 같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원을 얻자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고

순간이라도 끊어지면 호흡을 멈춘 것

한다.“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과 같아서 영적으로 죽는 순간이 되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라는 기도 또는

마는 것이다. 또 그 순간은 마귀와 짝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라는 기

하는 시간이 되므로 지옥자식이니 사

도를 해보지 않았던 것이다.“당신의

망의 인을 받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럼,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

주님께서 24시간 동안 기도생활을 어

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음에 이것을

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내

지옥에 던져버려도 좋으니 당신의 뜻

용을 종류별로 살펴보자.

만 이루어 주시옵소서”이처럼 울며불

우선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중심의

며 애원하면서 기도를 하였던 것이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주님을 초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

초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오시

이는‘상달된 기도’
였던 것이다.

어 주님이 나를 죽여주시고 내 속에 좌
정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신 주님께

▶ As the Bible has it, the wonders on the Day of the Lord are blood, fire and
billowing smoke(Joel 2:30). The billowing smoke indicates the very Dew
Spirit. Therefore, the Dew Spirit cannot pour out until the Day of the Lord
comes.
이제 이슬성신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긴자 구세주를 통해서이다. 왜냐
하면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이자 이긴자이므로, 이스라엘, 이긴자는 성
령을 받은 구세주이시다.
▶ And now, it is through the Victor that the Dew Spirit pours out(Hosea
14:5), for God is in Israel, the Victor(Joel 2:27). Therefore, Israel, the Victor, is
the christ who pours out the Dew Spirit.*

경우는 반드시 냉수로 마지막에 끼얹

이상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야 하며

어야 한다.

옷을 벗을 때(잠자리, 목욕시)는“육천

귀, 진탕만탕마귀, 혈기 살인 마귀, 고
집통 오기통 마귀, 자존심 교만마귀,

◇잠에서 깨어날 때 기도문

줏대없는 마귀, 각오없는 마귀, 맡기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 정성을 다

지 못하게 하는 의심마귀, 인간의 생

하여 상달된 기도를 드린 후“주님께

각 판단 의심마귀, 뒤돌아보는 음란마
귀, 관심의 음란마귀, 무량대수 마귀,
나를 의식하는 음란마귀, 시기 샘 질투
마귀, 못마땅하게 여기는 살인마귀, 부
족하게 생각하는 음란마귀, 예산하는
음란마귀, 오락의 음란마귀, 가로막는
음란마귀, 붉은용 마귀, 상대를 의식하
는 음란마귀, 약한 음란마귀, 잡념마
귀, 병마마귀, 우쭐하게 생각하는 음란
마귀, 참견하는 음란마귀, 비교하는 음
란마귀, 원수마귀 등 오만 가지 생각이

식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도

런 다음에, 기본이 되는 기도문과 구체

◇예비 기도문

하기 위한 특별한 장소, 아니면 꼭 무

적인 기초 기도문이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주

전까지 24시간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

성경에 이긴자 구세주가 출현하는 때의 은혜가 피와 불과 연기기둥이
라고 나와 있다. 그 연기기둥이 바로 이슬성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슬성신은 이긴자 구세주가 출현할 때까지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마귀, 의심마귀, 음란마

께서 하신 것으로 쳐 주시옵소서.”그

다. 조희성 주님께서 이긴자가 되시기

▶ In regard to the Dew Spirit, if anyone drinks the Dew Spirit, then he shall
never perish forever, for the Dew Spirit is the Spirit of the Victor, who has
overcome death.

◇기초 기도문

승리제단의 기도방법을 말한다면 형

모르는 중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슬성신에 관해서, 만약 누구든 이슬성신을 먹는다면 그러면 그는 결
코 소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슬성신은 구세주의 영 그 자체이며 이긴자 구세주는 죽음
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아침 30분, 저녁 30분씩 하루 1시간

서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옵고 혹시 내

한 대화이므로 실생활에서 상대방이

이긴자 구세주는 성령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성령의 은혜는 바
로 이슬성신이며 이것은 아침이슬과 같다고 성경에 쓰여 있다.
▶ Christ is the one who pours out the spirit of God(Joel 2:28). The spirit of
God is just the Dew spirit, which is like the dew of the morning(Isaiah 26:19)

상 목욕을 한다. 온수로 목욕을 하였을

기도란 24시간 지속되어야, 이것이 안 되
어지면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과 같다

기도는 이기신 주님과 자신만의 은밀

이긴자 구세주의 증표(상징)

by Alice

성불하신 부처님께서는 나 하나 구

릎을 꿇고 해야 기도가 아닌 것이다.

The Symbol of Christ

가 기도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주님

◇기본이 되는 기도문
“무량대수마귀 일초 동안에 무량대
수 횟수로 계속해서 영원무궁토록 몽
땅 뿌리째 뽑아서 성령의 검으로 난도
질하여 성령의 도끼로 짓이겨서 성령

다 마귀이므로 뿌리째 뽑아서 박멸소
탕한다.

님이 오셔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
서. 생각의 날개가 온 우주를 덮게 하
여 주시고 생각의 날개가 닿는 곳마다
우주에 꽉 찬 무량대수 마귀를 1초 동
안에 무량대수 회수로 계속해서 뿌리
째 뽑아서 성령의 다섯 가지 무기로 가

루도 존재도 없이 박멸소탕하여 주시

서 오셔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고맙

옵소서.”

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

◇틈틈이 하는 기도문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
시옵소서.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
멸소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사합니다!”

◇식사 기도문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면서 음식물에

여 주시고 오늘 하루 종일 지낼 때에
나라는 마귀가 발동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가 지
나는 동안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지라도 주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쳐 주
시옵소서.”
하고 생수를 마신다.

년간 죄의 옷을 벗는 것으로 쳐 주시
고”옷을 입을 때는“성령의 옷, 은혜
의 옷을 입는 것으로 쳐 주시옵소서.”
하며 숨을 쉴 때 걸어 다닐 때 말씀을
전할 때 그때마다 초초로 주님을 바라
보면서 기도해야 하며 항상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기도해야 한다.
또 하루 일과를 본인 사정에 맞게 정
하여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과 속에서 낮잠을 자지 말아야 하
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주님께 맡
겨야 한다. 특히, 잠자리는 주님께 고
하고 옮겨야 한다.

◇잠잘 때 기도문
“오늘 하루 지내는 동안 잘못된 부분

“이상과 같이 24시간 생활을 하면서

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외면하지 말

규칙적으로 놓치지 않고 기도생활을

아 주시옵소서. 내속에 오셔서 나를 죽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1초를 빼앗

이고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기면 빼앗긴 순간은 마귀가 점령한 순

◇목욕 기도문

주시고 주님이 주무시는 것으로 쳐 주

간이기 때문에 사망의 신의 조종을 받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면서 목욕물에

시옵소서. 이렇게 잠자리를 허락하여

는 순간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회

주님을 새기고“주님! 생수로 축복하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침구가

복되기 위해서는 1초의 순간도 놓치지

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 그런

성령의 은혜로 화하게 하여 주시고 성

말고 주님을 계속 붙잡는 기도의 노력

후에 축복한 생수로 목욕을 하면서 계

령 은혜 가운데 잠자게 하여 주시고 잠

을 경주해야만 한다. 이렇게 함으로 자

속해서“진탕만탕 마귀를 뿌리째 뽑아

잘 때 호흡하는 것을 기도로 쳐 주시옵

유율법을 지켰다가 되는 것이다.”
*

서 박멸소탕”기도하는데 매일 1회 이

소서.”
하고 생수를 마신다.

주님의 얼굴을 새기고“만나로 축복하
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잡수시
는 것으로 쳐 주시옵소서.”

박태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