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선 장로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
는 매우 부정적이다. 그분이 어떤 사
명을 완수하셨나 이해하지 못하는 세
상 사람들로서는 당연한다. 박 장로님
은 1981년 갑자기 교인들에게 전도관
을 떠나라고 공개적으로 말 을 하셨
고,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교인들을
입에 담기 어려운 구실을 붙여서 밖으
로 내쫓았다. 도무지 이해 못할 일들
을 하시니 교인들은“박 장로님이 노
망을 하셨다”고까지 말하 다.  
승리제단 초창기 식구들은 이런 일

을 당한 전도관(신앙촌) 출신들이 많
았다. 박 장로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수많은 기행(奇行)과 뜻(소위 전도관
해산 작전)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은
승리제단에 와서야 비로소 그 진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박 장로님의 사명은
구세주를 배출하는 것이고, 당신은 조
희성 구세주를 배출하 으니 사명을
다하 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해내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초창기 승리제단 교인들에게는 박

장로님이 구세주를 배출하신 분이니
운명하실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
았다. 그런 박 장로님이 1990년 2월
돌아가시자 다수의 승리제단 교인들이
술 거렸다. ‘박 장로님도 돌아가셨는
데 생이 진짜 이루어질까’라고. 
이러한 일을 당하자 구세주 조희성

님은“박 장로님은 완성자가 되지 못
하 으므로 죄인이고, 그래서 사자마
귀에게 죽임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은 존재라도 하
나님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생을 결
코 얻지 못한다”고 말 하셨다. 
그런데 7년대환란(7년간의 옥고) 후

의 말 (2000년 8월 이후의 말 )에서
는“성인은 자신의 희생으로 많은 사

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다. 박 장로님은 마귀에게 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
신 것이다”라고 마귀에게 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많은 사람을 살리
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다고 말
을 바꾸셨다. 그러다가 보광(普光) 직
전 완전히 다른 말 을 하셨다. “박
장로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어. 어느 경
지에 올라간 사람은 마귀가 죽일 수가
없어”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대기설법(對機說法)이라는 술어가

있다. ‘듣는 사람의 이해 능력에 맞추
어 하는 설법’이라는 것이 사전 상의
뜻이다. 즉 중학생에게는 중학생이 알
아들을 수 있는 말 을 하고, 대학생
에게는 대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을 하지, 중학생에게 대학생 말 이

나 대학생에게 중학생 말 을 하지 않
는다는 것이다. 구세주께서는‘도의
젖(道乳)’을 먹여 적 어린이 던 우
리를 장성한 어른으로 키우셨다. 어릴
때에는 그에 맞게 말 하시고, 장성해
서는 그에 맞는 말 을 하셨다. 마치
계단에 오르듯 순서대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단계를 높여가면서 진
리를 설하셨다. - 불교에서는 단계별
로 적 성장을 시키는 교화법을 차제
설법(次第說法)이라고 한다. 
구세주의 말 이 서로 모순되게 보

인다면 어떤 말 이 과연 옳은 말 일
까? 대기설법과 차제설법에 따른다면
최근 말 이 당신의 뜻에 부합하는 말
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구세주의 말 을 잘 이해하여야만
생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다. 말

을 하신 배경과 사정을 잘 살펴서 이
해하는 노력을 하자. 생은 오직 구
세주 말 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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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율법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
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
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
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품으려고 애
를 쓰고 기를 써야 합니다. 그냥 아무
런 노력도 없이 하루하루 허송세월을
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내 상전처럼, 내 하나님처럼 여길 수
가 있어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하나님

의 마음을 품으면 생체로 화한 의
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전 인
류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 세

상이 죽지 않는 세상으로 변하여 천
국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 생체로 화한

사람인고로 이 사람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의 확신을 품게
되면 생의 몸으로 변하게 되고, 이
세상 만물도 원토록 썩지 않게 되
어 이 세상이 아름다운 지상천국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주의 말 요절
전세계를향하여선포한다(99)

“누구든지내몸처럼여기면”
지난해 9월 규모 5.8의 경주지진 발생

이후 그 여진이 새해 정유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
에 사는 일부 주민들은 계속된 여진으
로‘트라우마(trauma;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런 와중에 경남 창
녕 정인원 법당의‘목불지장보살상’에
하얀 명주실(무병장수의 상징)을 온통
감싸는 듯 우담바라가 피었다. 상서롭
고 신령스런 우담바라 개화현상에서 느
끼는 바, 북방불기 3천 7년 만에 창녕
조(曺)씨로 나투신 생미륵부처님이 규
모 7.0 지진 이상의 대지진이 될 수 있
었던 경주 지진을 약화시키고 막아주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불경 열반
경 2권과 화엄경 78권 법계품에‘優曇
華 三千年 開花 佛如優曇華(우담화 삼
천년 개화 불여우담화)’라고 하 으며
격암유록 말운론에도‘釋迦之運 三千年
彌勒出世運(석가지운 삼천년 미륵출세
운)’이라고 하 는데, 곧 우담화는 석
가모니 이후 삼천년 만에 꽃이 피는데
이때 미륵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다는
것이다. 

지난해규모2.0 이상의국내지진
이평년보다5배로급증

아날로그 관측(1978년부터 1998년까
지) 21년 동안 발생한 한반도 지진 횟
수는 평균 19.2회 지만 디지털 관측
(1999년부터 2015년까지) 17년 동안지
진 발생 횟수는 평균 47.6회로 2배 이
상 급증했다. 기상청은“지난해 국내에
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은 총
254회로 평년(47.6회)보다 5배 이상 발
생빈도가 높다”며“경주에서 발생한 여
진을 제외해도 85회로 평년보다 1.78배
이상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2일에 발생한 경주 지진의 여진
(규모 1.5 이상)은 정 분석 결과 554
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진은 지구 내부의 제한된 지역 내

에서 여러 형태로 잠재되어 있던 에너
지가 갑작스럽게 방출되는 과정에서 화
산이 분출하면서 발생하는 화산성 지진

과 판구조 운동으로 지판들의 경계 부
분에서 발생하는 구조성 지진 등이 있
다. 무엇보다 판(plate)의 성질이 어디
로 튈 지 예측할 수 없는 럭비공과 같
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고 600~700km
지하에서 발생하는 심발지진은‘지하에
서 수십 년에서 수천 년에 이르는 장기
간에 걸쳐서 준비된 것’이라고 추정할
뿐 아직 정확한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
하고 있다. 70km 깊이에서 시작된 천발
지진도 주변 환경에 따라 대지진으로
확대될 수도 반대로 사라질 수도 있다.

한마디로 지진을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통계를 통
해 어느 정도 추정예측이 가능하다. 이
를테면 규모 3.0 정도의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5년 안에 상당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 <KISTI의 과학향기> 제457
호에서 발췌

과학자도알지못하는첨단학문과
큰지진이없는한반도

생미륵불 되신 구세주의 가르침에 의
하면, 지구 땅속에 중성자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빛이 있다고 논한다. 지금까
지 과학자들은 지구 중심부의 내핵을
구성하는 물질의 약 85%는 철이고, 약
10%는 니켈로 추정해 왔으며, 최근에

나머지 5%의 물질이 실리콘(규소)이란
주장을 내놓았다. 또 현대과학은 내핵
에 대해서 4000∼4500℃의 고체라는 가
설을 세웠다. 
그런데 구세주의 첨단학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빛(중성자의 빛)은 6000℃의
태양빛보다 수십 배나 밝은 빛이기 때
문에 지구중심부의 불덩어리 온도는 최
소 120000℃에서 최대 540000℃까지 이
른다. 이렇게 뜨거운 불덩어리가 지구
땅속에 있는데 지구표면의 바닷물이 마
르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느 누
구도 생각조차 못했다. 지구 땅속에 있
는 빛은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빛
은 생명의 빛이기에 뜨겁기만 뜨겁지
태우는 빛이 아닌 고로 물이 마를 수도
없고 또 땅이 탈 수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땅속에 있는 불덩어리는 하

나님의 빛이지만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화산이 터진다든지 하면 지상으로 불과
용암으로 분출되어 주변 산에 있는 나
무를 태워버리는 불로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연유는 이 세상이 죄악이
난무하는 마귀세상인고로 하나님의 빛
이 땅속에 있을 때에는 타지 않는 불로
존재하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면
만물을 태우는 마귀불로 변하기 때문이
다. 이는 구세주만이 아는 하늘나라 입
문 코스의 학문인 것이다. 

대한민국에 구세주가 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
다. 우리나라만은 지진이 전혀 안 일어
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일어나
기는 해도 사람이 죽을 정도로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구세주께
서 말 하신 바 있는데, “이 땅은 하나
님의 땅이요, 이 나라 땅은 바로 하나
님의 에덴동산이 건설될 땅인고로 그런
고로 하나님의 빛이 이제 땅을 뚫고 솟
구쳐 나올 수가 없어요.”라고 설명하셨
다(2001. 11. 15 설교말 인용). 

메르스 교훈에서 구세주를 불신하
면지진안전지대도장담못해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유행했던 사
스(SARS)는 치사율이 10% 지만 중국
과 홍콩에서만 648명의 사망자가 발생
했다. 전 세계에서 77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한국에서는 단 한 명의 사
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하지만
지구 땅 위에 유일하게 승리제단 신도
들만 왜 한국에 사스 병에 걸린 사람이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사스 괴질이 한반
도에 들어오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한
국에 구세주가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구세주의 말 (2003. 3. 19 설교말 인
용)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세주 보광 이후에 구세주를

따르던 승리제단 신도들 가운데 신앙이
식어 쭉정이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속출
하는 가운데, 사스(SARS)와 사촌이라
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괴질 메
르스가 한국에 유입되어 186명의 감염
자와 38명의 사망자를 냈다. 
한국에서 사스 사망자가 전무(全無)

했던 것과 달리 메르스 사망자가 발생
하게 된 원인을 구세주를 불신(不信)하
고 생의 소망에서 점점 멀어지는 신
앙상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앞으
로 한국 땅에 큰 지진의 발생 유무(有
無)도 구세주의 말 을 따라 의인이 되
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느냐 줄
어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 증
산도 도전(道典) 7편 17장에“운수는
가까워 오고 도(道)는 멀리 가리니 마
음을 굳게 가져 목 넘기기를 잘 하라
(중략) 지금은 원시반본(原始返本)하는
시대니 혈통줄을 바르게 하라 (중략)
천하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면 일이 다
된 줄 알아라.”라는 강증산 선생의 선
견(先見)을 잘 헤아려 살필 때가 바로
지금이다.*               박태선 기자

대기설법(對機說法)과차제설법(次第說法)구도의길

괴질·사스막은구세주, 지진도막는전능자
“천하에지진이자주일어나면일이다된줄알아라”

말 요절을육비에새기도록암송합시다!

오른손은지팡이대신아미타구품인의수인을맺었고, 왼손은보주대신에법륜(法輪)을듦으로써

아미타여래로오시는전륜성왕의모습을갖춘목불지장보살상에우담바라개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생교하나님의성회승리제단
우14679  경기도부천시소사구안곡로205번길37 TEL 032-343-9981~2  http://www.victor.or.kr 

승리제단은사망을이긴‘이기신하나님’의말 대로

자유율법을지키고살면 생을얻게되는

안죽는종교입니다.

인생은고해(苦海)라고합니다. 

당신은이고통의바다를오늘도헤엄쳐가고있습니다. 

때로는높은파도를만나기도하고, 그렇지않기도합니다. 

고통의바다를성공적으로건너가길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이기신하나님’을만나보시기를권합니다. 

그분은모든고통을이긴분입니다. 

어떤괴로움과시련을이겨내고싶다면

승리제단을두드리십시오. 

‘이기신하나님’을통하여당신은기필코승리할것입니다.  

본지 지난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http://www.victor.or.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왜,, 단단군군민민족족의의뿌뿌리리역역사사를를밝밝혀혀야야만만하하는는가가?

뒤틀린인류사를바로잡

는열쇄이기때문

이다.

왜왜,, 단단군군민민족족
은은위위대대한한민민

족족인인가가?? 
구세주를낳은민

족이요, 인류구원의
역사가시작되는민족

이기때문이다. 

우 리 역 사 바 로 잡 기 캠 페 인
승승리리제제단단 우우리리역역사사 바바로로잡잡기기 운운동동본본부부

((연연락락처처:: 003322--334433--99998811,, 001100--55558833--44993388)) 

월-토요일 1부예배 오전9시 /   2부예배 오후2시

3부예배 오후7시(단, 토요일은오후5시)

일요일 오후1시

위치 지하철1호선역곡남부역에서도보7분거리

예배시간안내

지구내부맨틀은하나님의빛이다(구세주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