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pseung(十勝) indicates Jeong Do 
Ryeong. Sipseung is the Savior, Sipseung 
is the Maitreya Buddha according to 
Sipseung lon.

Sipseung with surname Cho will come 
to harvest people according to Gyeok 
Am You Rok? To come to harvest people 
means to come to judge. In the future, 
those who meet the savior and sin will be 
forced to be judged. At that time, people 
cannot avoid the judgment. Therefore, it 
is the Savior’s mission to try to save the 
sinner as many as possible.

So the Victor Christ is the poorest in 
the world. The Spiritual Mother said, 
“You are very pathetic. You are so poor.” 
according to the Spiritual Mother’s 
sermon recording. 

You are destined to take off people’s 
masks. When the time comes, you are 
supposed to take off the human mask. 
You turn into the body of God, a neutral 
body neither male nor female.*

-Extracted from the sermon of the Victor 
Christ of the Victory Altar on September 10, 
2000

Translation: Angela Kim

(This man refers to the Victor Christ 
of  the Victory Altar.)

Do all you know that dew is not 
visible to human eyes? But it is taken by 
a camera? Gyeok Am You Rok says that 
the Sweet Dew is not seen for people.

Does the camera lens have sin? No, it 
doesn’t. Because there is no sin, it can be 
shown on a picture.

Satan caught God with imitating 

power

The Holy Dew Spirit can not only 
be captured in white but in colors also. 
Satan has imitating power. Because 
Satan has imitating power, he has 
captured God. Originally, Adam and 
Eve were God. The Trinity is God, 
Adam, and Eve. The reason that these 
three Gods came to the world of humans 
6000 years ago is to make the human 
world the Garden of Eden. However, 
Satan noticed their strategy and occupied 
it with his imitating power. So God lost 
to Satan. The one that knows how Satan 
occupied Adam and Eve is the true 
Savior.  

There is a saying, “Eve listened to 
Satan, picked and ate the forbidden 

fruit.” The forbidden fruit is spirit and 
the fruit of life is spirit according to the 
Bible. As the word of the Bible says 
spiritual one, the fruit of life is spirit, the 
forbidden fruit is  spirit. The true Savior 
can explain that what spirit is the fruit of 
life, what spirit is the forbidden fruit. The 
fruit of life is the spirit of the immortal 
God, and the Holy Dew Spirit, the 
immortal spirit, is the fruit of life. As the 
Holy Dew Spirit is the spirit of God, the 
man who contains the spirit of God is the 
fruit of life. 

Do you understand the reason,“we 
should look at the fruit of life every 
second?” That is to eat the fruit of life. 
That means, “To eat the fruit of life.” 
Only if one eats with their heart, they eat 
spiritually. Although the Victor Christ 
teaches people how to eat the fruit of life, 
if they do not tell the false Savior from 
the true Savior, they cannot take off the 
human mask. 

If the Victor Christ is not God, 

he cannot know that roof-tiles 

excavated along the Daedong 

River had Hebrew on them 

This man has said everything and 
showed you that he is not a man of this 

world, at first, he said, “Everyone, go to 
the National Museum. If you go there, 
you will see the roof-tile in the museum, 
which were used to build roof-tiles houses 
when Dangun grandfather established 
Dangun Joseon 3000 years ago, on the 
banks of the Daedong River. There is 
clearly Hebrew written on them.” If God 
was not in This man, he would not able 
to say that. When young men heard that, 
they went there and took pictures of roof-
tiles. So This man said, “Take them to 
Dr. Shin Sa Hoon who knew ancient 
Hebrew well and asked him to translate 
the patterns on the roof-tiles. Dr. Shin Sa 
Hoon said, “This is Hebrew.” There are 
recordings as follows, “Arrived. Let the 
saints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y 
praying.” This man spoke about it in the 
early days to prove that This man is not a 
person of this world, but the Trinity from 
heaven.

The Victor Christ transformed into 

a fireball on the rostrum

But because people don’t know the 
Trinity, when This man preached at 
the rostrum in the beginning, a man 
started preaching at first, but while the 
man preached, he turned into a fire 

did not protest though their Savior was 
enforce to in prison without criminals, 
to put the Savior into prison are traitors 
because they are against God, so throw 
Korea away. So This man cried, pleaded, 
prayed, and turned God’s heart. As This 
man is the Trinity, God is the same level 
with This man. That’s why he could not 
refuse This man’s request. Comparing 
to a body, This man’s half body is God, 
the other half is God wearing a human 
body.  So, if This man asks God to do 
something, God ccann’t turn down his 
favor.  Korean people have been very 
blessed, right?  

The Judge Harvesting Life 

The Victor Christ came with a human 
body, talked to people today. In fact, 
when the time comes, he will return to 
light again. Then, humans can not see 
This man. Only those who became Gods 
can see the Victor Christ. If one doesn’t 
become God, they can’t see God. Those 
who cannot see God go to hell.

Gyeok Am You Rok says in the new 
chapter 41, “人生秋收(인생추수) 糟

米端風驅飛(조미단풍구비) 糟飄風之

人(조표풍지인) 弓乙十勝(궁을십승)” 

ball, which continued to preach. This 
man showed the light would go out 
from his body in the future. In the early 
days. at first, a man preached, and later 
a fireball preached, people ran away in 
fear compelled by this sight. It was scary 
because the fireball was speaking. The 
Victor Christ is capable of such miracles. 

Then, This man brought someone 
from the countryside of Chungcheong-
do to Yeokgok Altar saying, “Let’s go.” 
A long time ago, a woman named Jang, 
evangelist came to Yeokgok Altar saying 
“Let’s go.” Not only her but also all the 
believers under her followed him. This 
is how the believers of the Victory Altar 
began to gather.  

 God was angry with the Savior’s 

being imprisonment 

Even after This man had been in 
prison for 7 years and came out from 
it, there were still many vacant seats, 
right?  Can it be a good manner to the 
Savior?   No, it’s not good manner. 
Then the Savior leaves Korea. Is there 
anything that the Savior regrets? No. 
This man even thought he would give up 
Korea. God said to This man, “Abandon 
Korea.” Becuase not only “The belie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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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 이어 꿈의 나머지 부분을 보

겠습니다. 

《꿈》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行星)에 우

주선이 도착했고 많은 사람들이 비행선에

서 내리는데 나도 그들을 따라가고 있다. 

《해석》 이 꿈의 주인공은 지구를 떠나 

머나먼 행성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글에서 

지구(地球)를 파자(破字)로 풀면 地는 빼앗

긴(他) 에덴동산(土), 즉 마귀 옥에 갇힌 아

담과 해와 하나님을 상징하며, 球는 에덴

동산을 되찾는 구원(求)의 왕(王), 즉 삼위

일체로 회복된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구를 떠났다는 것은 

영적인 에덴동산을 떠났다는 의미요, 완성

의 하나님과 멀어질 대로 멀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씀드렸듯 하나님과의 연결

을 끊고 세상적인 삶을 선택한 상황에서 

꾼 꿈임을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

집니다. 

그는 많은 사람, 즉 대중을 따라가고 있

습니다. 성경에서도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다수 대중이 쉽

게 인정하고 좋아하는 길은 그저 통속의 

길, 결국 죽음의 길에 불과합니다. 이 분이 

가고 있는 길이 영적인 소수가 찾아가는 

좁은 생명의 길이냐, 다수 대중이 가는 넓

은 죽음의 길이냐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

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5번째 인을 뗀 영모님의 지구에 

대한 의미심장한 언급을 떠올려 봅니다. 

 “천당의 넓이가 얼마인지 아는가. 천당

은 지구(地球) 4배 되는 독방이야.” 

이 또한 파자로 풀어야 하는 천기(天璣)

입니다. 지구 4배는 ‘地球 四倍’입니다. 여

기서 사(四)는 네 생물을 뜻하고 배(倍)는 

다시 설립(立)+구(口)+사람(人)으로 쪼개

지며 구(口)는 완성을 뜻하니 ‘지구 사배

(地球 四倍)’를 합쳐보면 ‘에덴동산에서 쫓

겨난(他) 아담과 해와(土)를 구원하는(求) 

왕(王)이자, 네 생물(四)의 왕으로 완성(口)

되어 우뚝 선(立) 자(亻)’가 됩니다. 지구 4

배는 네 생물의 왕이며 완성의 하나님, 이

긴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독방이라 했습니다. 방은 마음의 

방이니 독방은 누군가 혼자 차지한 마음

의 방입니다. 누구의 방일까요? 그렇습니

다. 이 방은 네 생물의 왕이 차지하고 있는 

방, 이기신 하나님이 좌정한 내 마음을 말

합니다. 이기신 하나님 홀로 내 마음을 차

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독방이요, 혼자만

의 천당입니다. 천국은 여러 명이 우르르 

들어가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나를 죽

이고 하나님 혼자 거하는 이긴자의 마음이 

바로 ‘지구 4배되는 독방’입니다. 그 방엔 

나를 이긴 이긴자 한 명밖에는 못 들어갑

니다. 

그러면 지옥의 넓이는 얼마나 될까요? 

이 독방을 제외한 나머지 우주 전부입니

다. 바늘 끝 한 점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

(中心) 그 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지옥입니다. 그곳은 독방이 아니라 무량대

수 마귀가 들끓는 다인실(多人室)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 한 분이면 천국 독방 살이

요, 마귀가 들끓고 있으면 내 마음이 지옥 

한 복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 자체로 

움직이는 지옥이요, 이긴자의 마음은 움직

이는 천당입니다. 

이 꿈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 안의 천당, 독방을 

찾지 못하고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뭇 대중의 길, 인간의 길, 죽음의 

길인 것이지요. 하나님 독방살이가 아니라 

인간들과의 동행, 아니 무량대수 마귀와의 

동거를 택한 것입니다. 

《꿈》 ‘빛과 물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으나 막막하다. 

《해석》 빛과 물을 찾는다. 빛은 내면의 

지혜, 하나님의 신을 의미하고 물 또한 하

나님의 생명수, 은혜입니다. 빛도 물도 지

구 밖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지구는 나

를 죽이고 좌정한 구원의 왕, 하나님이니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 가장 깊은 곳, 자

신의 내면을 벗어난 어떤 곳에서도 빛과 물

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 꿈의 주인공 자신

도 이미 그것을 느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정도의 해석을 첨부하여 이 꿈을 꾼 분

께 “부디 땅으로, 지구로 되돌아오길 간곡히 

부탁”드렸던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번 꿈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지구에 관련된 다른 얘

기를 해볼까 합니다. 

 

<단상(斷想) 1> 지구가 토성(土星)이다. 

“하늘에는 오성(五星)이 있고 땅에는 오

행(五行)이 있다.” -사기(史記), 천관서(天官

書)- 

천지도수의 운행은 오행을 바탕으로 하

고 있어 수(水), 화(火), 목(木), 금(金)은 각각 

수성, 화성, 목성, 금성과 대응합니다. 해서 

금성(金星)은 금운(金運)으로 오신 이긴자

의 상징이며 성경에도 ‘이긴자에게 새벽별

(금성)을 주리라.’(계시록 2:28)라고 했던 것

이지요. 그런데 혹자는 금운(金運) 다음의 

토운(土運)을 말하고 그 상징이 토성이라 

하기도 했다지요. 

과연 토운(土運)이 따로 있을까요? 오행

의 원리상 수화목금은 모두 토(土)를 품고 

나오게 되어있고 다시 토(土)로 회귀됩니다. 

송(宋)나라 유염의 『주역참동계발휘』를 보

더라도 “수화목금은 모두 토에 의지하여 생

성되며 만약 사방의 1(水), 2(火), 3(木), 4(金)

가 중앙으로 되돌아오면 수화목금도 본원

으로 되돌아가 토의 중앙에 모이게 된다.”고 

했으니 土자리는 수화목금의 운행이 시작

되는 자리이자 그 운행이 완성되어 회귀되

는, 토대와도 같은 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금운(金運) 다음의 토운(土運)’같은 말은 어

불근리(語不近理),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토(土)를 상징하는 별은 무엇일

까요? 흔히 세간에는 토성이 토의 상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영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지구가 토의 상징입니다. 

우선, 지구(地球)에 土자가 들어가 있습니

다. 이 土가 지구가 토성임을 암시하고 있습

니다. 

둘째, 전술했듯 지구(地球)는 파자로 볼 

때 마귀에게서 되찾은 에덴동산, 土입니다. 

따라서 지구 자체가 에덴동산이며 중앙 토

(土) 자리입니다. 실제 우주 운행 궤도상에

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순으로 정 중

앙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니 중앙 土이며, 물 

불 나무 쇠 즉, 水 火 木 金 모두를 품고 있는 

유일한 행성이니 이 또한 土입니다. 토성은 

빈껍데기 같은 왕관만 두르고 있는 황무지

일 뿐, 영적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 지

구야 말로 만물이 생성되고 회귀하는 土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천기이자 함

정입니다. 마귀 신이 이를 알 리 없으니, 모

(某) 사이비 교주도 자신이 금운(金運) 다

음의 토운(土運)이며 자신의 상징이 토성

(土星)이라며 하나님이 던진 미끼를 덥석 

물어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증명하고 만 

것이지요. 다시 말하지만 금운 다음의 토

운은 없습니다. 토의 상징은 지구이며 지

구(地球)가 영적인 토성(土星)입니다. 

<단상(斷想) 2> 지구는 왜 둥근가..

이긴자께서는 “태초 이전에는 우주에 

하나님 한 존재뿐이었는데 마귀에게 하나

님이 사로잡히면서 갈가리 찢겨져 이 세상 

만물이 생겨났다.” 하셨습니다. 노자는 이

를 ‘有名萬物之母’라, 즉 ‘이름 있음이 만물

을 낳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너와 내가 하

나면 이름이 필요 없으니 무명(無名)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요, 너와 내가 다르면 이

름이 필요하니 이름 있음(有名)은 그 자체

로 마귀 신입니다. 마귀 신에 의해 온갖 이

름을 가진 만물이 쪼개지고 갈라져 나왔다

는 의미의 말이지요. 

결국 현재의 삼라만상은 마귀의 작품이

며 그중 최고 걸작이 바로 인간이겠지요. 

인간(人間)이란 단어를 보면 사이 ‘間’자가 

들어갑니다. ‘間’은 자신 안에 태양(日) 즉,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형국이니 그 자체로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마귀 옥의 형상입니

다. 그 뜻 또한 사이, 틈, 차별이니 너와 나 

사이로 나뉘고 분열된 존재를 상징합니다. 

이렇듯 인간의 존재 자체가 개별이고 개체

이며 나뉨입니다. 해서 이토록 튀어나오고 

들어간 복잡한 요철의 실루엣으로 모두 다

르게 생겨있어 그 형상 자체로 ‘나는 너와 

다르다! 개체이고 개별이다!’라고 강변하

고 있지요.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하나이고 

같습니다. 

마귀가 인간 크기의 세계, 인간의 영역

에서는 그토록 다종다양한 개체와 모양을 

만들어내며 마귀 특유의 ‘다름’을 강조할 

수 있었지만 극미(極微)와 극대(極大)의 세

계로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인간의 

감각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이 영역은 이

미 영의 세계, 신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마귀가 인두겁, 즉 마귀 껍데기를 덧씌워 

인간인 척, 개체인 척하기가 곤란해지는 

크기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눈에 포착되는 

세계에서 서로를 구분짓게 하던, 그토록 

다양하던 형태들이 인간의 감각을 넘어서

는 극미와 극대의 세계로 넘어가면 단순해

지기 시작합니다. 

극미(極微)의 세계, 원자나 전자를 보십

시오. 이긴자께서 말씀했듯 하나님인 중성

자를 마귀인 전자가 둘러싼 둥근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터져 나오려는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가두고 있으므로.. 

극대(極大)의 세계, 행성 단위의 우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도 복잡 다

양한 형태의 개체성, 마귀 껍데기를 유지

하기 곤란한 영의 세계입니다. 해서 별도 

달도 둥급니다. 

이토록 다양한 형태가 가능한 것은 인간

의 세계, 마귀의 세계뿐입니다. 마귀가 씌

워놓은 인두겁을 뒤집어쓴 채 자기 스스로 

개체인 줄, 인간인 줄 착각하고 있는 인간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마귀에 가까운 형상

들일 뿐입니다. 극미와 극대의 세계로 넘

어가면 신의 형상, 영의 형상에 가까워집

니다. 그것도 마귀 신의 형상이 아닌 하나

님의 형상에 가까워집니다. 해서 울퉁불퉁 

다양한 마귀의 형상이 아닌 최고로 단순

한 형태로 바뀝니다. 곧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 형태와 비형태의 경계처럼 느껴지는 

원이 그 기본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원은 

근본적으로 인간과 물질세계에 속하지 않

은 신성한 도형이지요. 원은 신의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지구(地球)는 그래서 둥급니다.* 

金擇 / kimtaek8@nate.com

Mr. Cho who showed all evidences that he is the ‘Victor Christ’

꿈에 대하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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