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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if one has a right value, they can live happily
(This man refers to the Victor Christ no matter how much they studied and
of the Victory Altar.)
became a doctor, no matter how much

Are there any scholars who talked

happily. You cannot hear this at graduate

To live in the world is like going a way. money they made and became rich in

about this word? Is there any religion say

schools. No matter how good a revival

Most people in the world are on their way the world, if they die, they studied to die

about this? There were only substandard

instructor cannot say this because they

to death. But what way are you going? You or they got rich to die. If one lives and

humans in the world.

do not know. So because it is clear that if

are going toward the way of immortality. then dies, do their lives have a value of a

one becomes God, one can live forever

If the guide of immortality did not appear, penny? It doesn’t have any value at all.

Our ancestor is a happy existence

can you go the way of eternal life? No, The reason that one can live their whole

and ever, and there is evidence in one’s
blood. So if you do not know the way of

happily or unhappily rests on their

You can tell through the word This

value. As if one’s value is wrong, their

man does not pretend to be smart but he

You are surely going the way of philosophy goes wrong, and if one’s

is in another high dimension. Therefore,

immortal life. But only if you have the value is wrong, they live in misery, This

as humans’ ancestor experienced an

conviction of immortality, you can go man says each time that one should have

immortal world from the beginning of

the way of immortality. If you are not a right value.

the world, the Trinity, the ancestor of

convinced of immortality, can you go the

humans lived in heaven, a paradise, the

A man who is teaching this way

Bible says the paradise as the Garden

certainly has appeared in the Sosa area

of Eden, The Bible says that Adam and

in Korea.

you can’t.

way of everlasting life? No, you can’t.
This man taught you a methodology for
going on the road to eternity.

Humans were originally the Trinity

that way.

There is a man who is teaching the
way of immortality

Eve, the ancestor of humans, lived in the

This man biblically and scientifically

Garden of Eden.

says that humans were originally the

This man has told since the pioneer
day you are very lucky. This man is not

immortal Trinity.
As the God of death insists you all
the time, immortality cannot be easily

immortality, you should find it and go

As Adam and Eve, the ancestors of

saying this to make you feel good. You

As the hearts of humans are influenced

humans, lived in heaven, the Garden of

convinced, This man said: “have a right by their blood, the reason that they heat

Eden, they lived happily. So everyone

Because when people live a whole

value from a value standpoint.” There is death in their hearts is because of their

wants to live happily in their hearts.

life, if they live in the condition

a value which brings about happiness and blood. This man says that because the

That is the work of blood, because

someday they will die, as their lives

a value which brings about unhappiness. blood came from our ancestors and the

Adam and Eve, the ancestors of humans,

are the cycle of inexpressible despair

Therefore, This man discusses the blood of humans’ ancestors experienced

lived happily and that ancestors’ blood

and disappointment, they catch critical

necessity of going on the path of eternal immortality, humans instinctively hate

flows in our descendants, all humans

diseases, suffer from pains, and finally

life from a value standpoint because it is death. Are there any scholars who say

instinctively want to live happily and

die. Is it miserable? However, as This

are really very lucky.

better to go on the path of eternal life than this? This theory that This man says is

their blood. So the people with A-type

heart. Therefore, This man says that

seek happiness instinctively in their

man teaches the way of eternal life, you

to go on the path of death.

blood are meek and meticulous. People

today, as hating death in their heart is the

heart.

should go the way of everlasting life and

with B-type blood are sociable. The

work of blood, and because the blood

people with O-type blood are stubborn

of ancestor came to our descendants,

Therefore, there is in our hearts that

and drastic. This is a piece of scientific

hating death in their heart arises by our

only if one recovers as Gods, they

evidence that blood influences on the

ancestor’s blood.

not only will not die but also can live

If one dies, their lives have no value
Those who live and then die are that

exactly.

Blood influences on the heart
Humans’ heart are influenced by

achieve immortality.*
-Extracted from the sermon of the
Victor Christ on May 18th, 1992-*
Translation: Angela Kim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 구

것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며 어떤 존재가 이루는 세상일까?

성의 삼재(三材)는 하늘(○)과 땅(□) 그리
고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래에
소개되는 것과 같이 ‘새 하늘, 새 땅, 및 새

으리라..
▷ 새 사람

사람’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바로 신천

상)’라고 주장하며,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

하여 마치 참 이긴자인 것처럼 행동하여

지 즉 새 세상이 온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인가? 만일 그 근거를 대지 못한다면 그

도 가짜가 진짜가 될 수는 절대 없다.

것이다.

교명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새로 오게 될 신천지는 과연 어

(엡4: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
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신천지가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골3:10)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

되는 사람은 영생의 존재로 거듭난 사람

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떤 세상이며 그곳에 사는 사람은 또 어떤

새 세상은 당연히 죽음이 없어진 세상,

인 “새 사람”만 살 수 있는 세상이며, 그 세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세상은

악이 없어진 세상일 수밖에 없다. 이사야

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루는 세

어떤 존재가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

서(26:19)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상이 아닌 참 구세주께서 이루시는 새 세

▷ 옛 사람

상 즉 신천지임을 알아야 한다.

(골3:9) 너희가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문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성경 전편
을 다 읽어 봐도 신천지에 대한 이러한 의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
를 내어 놓으리로다.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문을 풀어 줄 내용은 찾을 수 없다. 그래서

▷ 죽음이 없어짐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관

즉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는 목적이 기

련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는 다음에 전

록되어 있는 셈이다. 구세주는 죽음이 지

재되는 성경내용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

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없애고

- (고전15:54)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

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

론해 보고자 한다.

새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오신다는 내용

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 마

이다. 만약 <신천지예수교회>가 새 세상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디로 말하면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다. 아

이 맞다면 그곳에 참 구세주께서 계신다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었던 그 세

는 말인가? 하긴 구세주는 이사야서(41:1

- (계9:6)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원

상과 하나도 다름이 없는 바로 그 자체이

∼9)에서 “…동방의 땅 끝 땅 모퉁이 나라

하여도 얻지를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다. 그런고로 지금 이 세상의 일부를 새나

인 우리나라에서 출현하신다”고 기록되

저희를 피하리로다.

라 즉 새 세상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들만

어 있으니 전혀 근거가 없다고는 못하겠

- (사25:8)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의 억지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새

지만. 만약 참 구세주께서 그곳에 계신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이의 얼굴에서 눈물을

하늘과 새 땅이라면 당연히 고린도전서

면 참 구세주가 맞는 지 아니면 가짜에게

씻기시며……

(15:26 & 15:54), 계시록(9:6) 및 이사야서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증할 수 있는 도

(25:8)의 기록과 같이 죽음이 없어진 세상

구가 있으니 그것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

일 수밖에 없고, 또한 그런 세상은 이사야

다. 그 도구는 다름 아닌 계시록(2:17)에

서(11:6∼9)에 기록된 모습의 세상이 펼쳐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은 전
혀 보이지 않는다. - 참고성경 구절 참조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회 중 <신천지 예

사용하는 그곳에 아래와 같이 묻고 싶다.
왜 그 교회에서는 그곳을 ‘신천지(새 세

는 사망이니라.

새벽별이라는 존함을 준다는 내용이다.

(계2:17)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

모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세주라고

과연 흰 돌 위에 쓴 이름을 아시는 그분이

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위에 새

불러 주어도 가짜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

새벽별이라는 의미의 존함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인 것이다.

지 알아야 겠다. 한 가지 더 있다. 역시 계

알 사람이 없느니라.

▷ 옛 하늘과 옛 땅의 소멸
(계6:12∼14)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

종이 축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 산
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세상 모
습을 상징하는 성경 내용
(사11:6∼9) 그 때에 이리가 어린양과 함
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

젖 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_ 이사야 11:8
출처: https://wol.jw.org/ru/wol/d/r2/lp-u/202016450

것과 같은 것으로써 흰 돌 위에 쓴 이름을

수교회>라는 교명을 사용하고 있는 개신
교 단체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 교명을

- (고전15:26)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

또 한 가지 더 있다. 그것도 계시록(2:27
∼28)의 내용으로서 아래와 같다 ;

이 부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계2:27∼28) 이기는 자는 철장을 가지

가짜 구세주가 등장할 것임을 아시고 참

고 만국을 다스리리라, 또한 그에게 새벽별

구세주만 알 수 있도록 암호를 숨겨 놓은

을 주리라.

▷ 새 하늘 & 새 땅

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 찐 짐승이 함

(계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

다시 있지 않더라.

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

(벧후3: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시록(2:17)의 내용에 있다. 실질적인 흰 돌

(사65:17)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

을 받았는가 여부이다. 흰 돌이라는 의미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

를 갖는 지명의 땅에서 인간 구원의 역사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만할 것 임이니라.*

를 하고 계시는가 여부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을 나름대로 해석

(사66:22)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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