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ust be one to be peaceful.
If the Israelites regard the 

Palestinians as their bodies and the 
Palestinians consider the Israelites 
as their bodies, can they wage 
wars?

Thus, after listening to This man, 
if you love the Savior profoundly, 
you can live in the Savior, and the 
Savior lives in you. Then the Savior 
is I; I am the Savior.

In the future, not only all humanity 

will be one, but all humankind will 

be Savior

For 23 years, This man has been 
a Savior alone, but from now on, 
many Saviors will appear. That 
way is that due to loving God 
highly, you are supposed to live 
in the Savior, the Savior lives in 
you, Savior, and you are one. If the 
Savior and you are one, all you will 
become Saviors. So if you become 
complete Saviors, you will become 
the same as the Savior. Because 
there’s only one Savior, Satan 
thinks only if it gets rid of the one 
Savior, the world is his; it forces 
the Savior to prison. But if there are 
many Saviors and if it forces one 
Savior to prison, as another Savior 
appears continually, it will give up 
sending Saviors to jail.*

Translation: Angel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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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ay of becoming a Savior 1 –  

To think that I am in the Savior and 

the Savior is in me

After 23 years of salvation work, 
it is time for the will of God to be 
fulfilled. That’s why This man wants 
to teach you how to be a Savior.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the 
first philosophy out of the universe 
and the final learning of completion. 
This theory is the science of God, 
no matter how many people are, it 
enables them to be Gods.

This man is trying to teach you 
the philosophy of being God, the 
philosophy of being a Savior. It’s a 
kind of a heavenly secret because 
the way of being a Savior is a very 
easy one. No one has discussed this 
philosophy since 6,000 years in 
human history. It’s the first time that 
only the perfectionist discusses this 
philosophy. This philosophy is the 
heavenly wisdom, heavenly learning. 
This man told you that you have to 
leave yourself to God to be God. 
This man said to you that you have 
to entrust yourself to God to be God. 
The philosophy of leaving oneself to 
God is very easy once after finding 
out. If I am in God and God is in 
me, then God and I become one, 
which is Hana in Korean. Putting 
nim(honorific suffix)character 

to Hana, it becomes Hananim 
meaning God.

Likewise, when you are in 
the Savior, and the Savior is in 
you, then when the Savior and 
you become one, as you become 
Saviors, you will be able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The 
Savior is the completer. The way 
to be a perfector is when you enter 
the perfector, the Savior, and the 
perfector is in you, you become a 
perfector completer. 

The way of becoming a Savior 2 – 

Leaving oneself to the Savior

Regarding everyone as my body’, 
which is the Dharma of heaven that 
This man first came to Yeokgok 
and said to all his believers.

If we become one, the work of 
salvation is done; if all humans 
become one, there is nothing 
that God has to do. Ladies and 
gentlemen, listen carefully. If I am 
in the Savior and Savior is in me, it 
is the logic of being a Savior.

 
N o  p h i l o s o p h e r  h a s  e v e r 

discussed this learning. The Savior, 
the perfector, is the first to teach 
you the highest level of learning. 
So, if you know this study, you 
can’t but be Gods or Saviors. If I 
am in the Savior and the Savior 
is in me, the Savior and I will 
be one. So the way of becoming 

a Savior is through a Victor, 
through overcoming oneself, 
then becoming a perfecter, and 
finally becoming a Savior. When 
This man went into the Secret 
Chamber, always thinking about 
how to receive God’s grace and 
how to accomplish God’s will, 
after a lot of research in the Secret 
Chamber, and discovering that he 
had to leave himself to God. Also, 
because while you leave yourself 
to God, you can not be admitted 
yourself to leave, in order for you 
to be accepted to leave yourself 
completely, only when you should 
be in God, and God has to be 
in you, leaving oneself to God 
completely is done. 

Then you cannot but become 
Saviors. Thus, to be a Savior and 
go into God, you cannot go into 
God after sinning a lot. Only if one 
does not commit sin and has a pure 
heart, they can dwell in God. Also, 
in order for God to come into me, 
I should be clean. So God stays in 
me only when I have a pure heart 
without flaws and blemishes. This 
man is a successful person in this 
struggle in the Secret Chamber. 

 
As Satan is the awareness of ‘I,’ 

the way to remove it is that God 
should live in me, and I should be 
in me.  This man taught you the 
way of becoming Saviors; you 
should become Saviors. But if you 

who call ‘the Lord’, ‘the Lord’ do 
not go to heaven; only those who 
do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Lord 
will enter the kingdom.”

Likewise, if you struggle to attain 
the Lord’s will, you will naturally 
live in the Lord, and the Lord will 
live in you.

The way of becoming a Savior 

5– Giving peace all humanity by 

regarding everyone as myself

This man said that one achieves 
salvation by obeying God, at the 
time of the Spiritual Mother, but 
after the advent of the Savior, one is 
saved by “considering  everyone as 
my body.” “Considering everyone 
as my body” means there is not you 
and I, everybody is the same with 
me. Therefore, everybody is the 
same as me; all humanity becomes 
not two but one. So this philosophy 
gives peace to all humans. Real 
peace for all humanity comes 
true only from unity; if we do not 
become one, real peace does not 
exist. The Israeli and Palestinian 
continue to wage war, cease fire, 
have peace talks, and begin the 
battle again. That is why peace 
cannot be achieved because the 
nation of Israel and the Palestinian 
state are not united.

Therefore, Israel and Palestine 

do not become a Savior, you’re 
cursed. The cursed goes to hell.

The way of becoming a Savior3 – 

To adore the Savior highly

Therefore, This man had to 
worship God highly to live in God 
and for God to live in him. So, if 
you want to dwell in the Savior, 
you should love God profoundly. 
Then the Savior stays in you. Then 
the Savior and you become one; 
you are complete as a Savior. So 
you are a Savior perfecter, you 
become almighty. 

Therefore, you should love God 
profoundly and leave all your 
things with God. So you have to 
think that what you have is what I 
keep God’s.

The way of becoming a Savior 4 – 

To think all my possessions belong 

to the Savior

Because God keeps something, 
I have it. It is not that because of 
mine; I have it.

The mind-set of This man is 
different from that of ordinary 
people. Even if you have a dime, 
you keep God’s. Therefore, if you 
use it according to God’s will, you 
will not sin. But it is a sin to use 
my way according to my will. But 
Christianity doesn’t know it’s a sin. 
According to the Bible,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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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에 몸 담고 있는 전도자들은 거

의 예외 없이 『예수구원, 불신지옥』이라

는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용하는 차에도 동

일한 글자가 적혀 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

게 볼 수 있다. 저들의 스승격인 자의 가르

침인 『원수를 사랑하라』를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다면 그런 행동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들의 피켓 내

용대로라면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지옥

으로 가라”는 저주에 해당될 수 있는 표현

이다. 그렇게 묻지마 저주를 퍼부어도 된

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 곳의 진리가 독보

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태도는 아니

라고 여겨진다. 

저들이 성경을 읽어 그 의미를 정확히 

안다고 여기고 있겠지만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면 죄인이 되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도(道)가 적혀 있는 성경

을 바로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경고

성 내용이 있음을 안다면 성경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온 그간의 행위

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경

고성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다. 

“여호와의 도(道)는 정직하니 의인이

라야 그 도(道)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

은 그 도(道)에 거쳐 넘어지리라.” (호세아

14:9)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죄인이

라고 한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6:23)는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죄

인이므로 사람들은 죽을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아무리 기독교에서 누구를 열

심히 믿으면 죽어 육신은 썩어도 영혼은 

천국에 간다고 강조해도 그건 비 성경적

이므로 그들만의 사상이요 엉터리라는 것

이다. 

상기 인용된 호세아서의 내용에서 여호

와의 도라고 하면 당연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러한 여호와의 도는 ‘죄인은 무슨 의미인

지 모르기 때문에’ 엉터리로 해석하게 되

고 그렇게 엉터리로 해석한 내용대로 행

하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

므로 그것에 거쳐 넘어진다는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가 되는 

성경을 죄인(罪人)인 인간은 읽지 못하도

록 경고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의인(義人)만이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려면 의인으로부터 성경을 배

워야 <그 도에 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런데 이 세상에는 성경을 경서로 들고 있

는 많은 종류의 종교가 존재하므로 그러

한 곳에 가면 반드시 성직자가 성경을 가

르쳐 주고 있다. 그러나 그 성직자 역시 죽

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의 신세이므로 상기 

인용된 호세아서의 내용대로 자신도 이

해가 되지 않는 성경 내용을 마치 잘 아는 

듯이 신도들에게 가르쳐 주겠지만 엉터리

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본인이 

직접 공부해서 이해하는 것도 동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6:23)에서 “죄의 삯

은 사망이요”라는 내용을 바로 이해한다

면 살아서 누구를 아무리 열심히 믿었기

로 죽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비 성경

적 주장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

독교의 성직자들은 모두 그렇게 주장한다

고 한다. 

또한 성경 마태복음(22:32)에서 <하나

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죽은 

자는 살았을 때 누구를 아무리 열심히 믿

었다고 해도 죽은 자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내용이 이 곳에도 뚜렷하

게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죽은 자는 죄값을 받았기에 

죽었고, 죽은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고 한다. 그러므로 로마서(6:23)와 마태복

음(22:32)의 두 곳의 내용만 가지고도 기

독교는 종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

게 된다. 그래서 창세기(49:16)는 야곱의 

12아들 중 장자축복을 받은 아들이 <단>

임을 의미하고 있다. 왜냐, 장자축복을 받

은 지파의 후손 가운데서 구세주를 불러 

일으키게 되어 있으므로 <심판권과 구원

권>이 주어진 아들인 <단>에게 장자축복

이 임하였음을 창세기(49:16)는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장자축복이 

어느 아들에게 임하였는지를 숨겨야 하는 

사정이 있음을 인간이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또한 야곱과의 씨

름에서 져 주시면서까지 야곱에게 <이스

라엘(이긴자, 승리자)>이라는 이름을 선물

로 주신 이유와 목적을 완전히 숨기신 것

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밀로 하신 이른바 천기 

하나님께서 비밀로 하신 것이 바로 흔

히들 말하는 천기에 해당된다. 천기는 천

기에 숨겨져 있는 목적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인간들에게 공개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모두가 장자축복을 받은 지파

의 후손 가운데서 <구세주>를 불러 일으

키는 것으로서 이사야서(41:1-9)에서 출

현 예언된 <동방의 의인>을 불러 일으키

는데 지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야곱의 

12 아들 중 어느 아들에게 장자축복이 임

하였는지를 알지 못하도록 숨긴 것과, <이

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선물로 주신 이유

와 목적 자체를 숨긴 것이 동일한 하나님

의 비밀 즉 천기임을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겠는가? 

이제는 성경의 주인공이자 불경의 주인

공이고 우리나라 전래 예언서인 정감록

(격암유록)의 주인공인 참 구세주 동방의

인께서 1980년 10월 15일자로 자신을 이

기고 득도 하시어 성경상의 구세주요, 불

경상의 생 미륵부처이시자 격암유록(정

감록)상의 정도령(正道令)이 되시어 그 주

인공들이 들고 나오신다는 영생의 묘약인 

빛난 이슬이자 甘露(감로)이자 甘露海印

(감로해인)을 들고서 모든 신도들에게 그

것을 부어주시어 죽을 인생을 죽지 않게 

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1981년 8월 18

일부터 펼쳐 오신 지 금년(2020)으로서 40

년째에 이르고 있다. 인간 세상에서 시작

된 모든 역사는 반드시 그 끝이 있게 마련

인데 참 구세주 동방의인에 의한 죄인 구

원의 역사가 40년째에 이르고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 끝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겠

구나 하는 것도 생각해 내셔야 할 것이다. 

이제는 기독교에서 2000년이 넘도록 기

다려도 오지 않는 야곱의 12아들 중 첩이 

되는 레아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후손 가

운데서 태어난 존재(예수)를 아직도 기다

리고 있으니 그 인내심은 대단하다고 해

야겠지만, 창세기에서 분명히 <단>의 후

손 가운데서 구세주가 출현토록 되어 있

다고 기록된 내용을 인정하시고 이제는 

묻지마 저주를 철회하기를 권유 드리고 

싶다.*

정수윤 승사 / 본부제단 협동총무

The qualification for salvation is to be a Savior

기독교인들의 묻지마 저주, 무엇이 문제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