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subject awareness of ‘I’ is Satan. 
The subject awareness of ‘I’ is the evil 
spirit, the subject awareness of ‘I’ is the 
original sin, it is the inherited sin, only 
when you go to the state of not arising 
the thought of the subject awareness of 
‘I’, you can become Gods. Although 
This man teaches how to become God 
in detail, if one does not become a 
righteous man, they are cursed. Though 
the Victor Christ shows the secret of 
becoming a righteous man in detail, 
though one listens to it, they do not 
practice it; they are Satan. 

When  This  man  to ld  you  the 
testimony, he said that he did not say. 
This man rarely answered anyone 
who asked him, and he didn’t answer 
anything useless. The Bible also said, “be 
silent”. If ‘I’ says, the awareness of ‘I’ 
becomes stronger and stronger. So This 
man did not say. That is necessary for 
fighting to become a righteous man. So 
those who are talkative cannot become 
righteous men. You can speak when you 
testify of God or when you evangelize. 
But when you hear the past story of a 
sinner, your blood, and the blood of that 
person who talks to you decay. The key 
point is that only if one throws ‘I’, all 
things are over.*

-Extracted from the sermon of the Victor 

Christ on Feb. 1, 1992-

Translation: Angel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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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man walked the path of 

eternal life with the grace of God

Following the guide who shows you 
the way, you can reach your destination 
quickly and accurately. In the same way, 
the one who leads the way of going to 
heaven is the Savior. That is why This 
man tells you precisely the secret to 
going to heaven, the secret to becoming 
God, the secret to eternal life, and the 
secret to solving sin. This man did not 
learn this truth from any human being. 
Due to the grace of God, he came to see 
it.

In the Secret Chamber, This man 
heard that he couldn’t understand 
the words, “Do not think of the past. 
Thinking of the past is a lewd sin 
of looking back . Do not think of 
your family. Thinking of a family is 
an obscene sin of interest. Don’t be 
conscious of ‘I’. The consciousness of ‘I’ 
is an obscene sin.” Humans cannot say 
these words. But This man did all that.

He knew sin through cutting the 

connection of life water

The living water came to This man 
all the time. Then, if This man thought 
wrong, the life water connection was 
stopped. When the life water was 
connected, the body was light, and the 
experience came as if the cold water 

flows from the mouth to the abdomen. 
Then his body floated. His body was 
always light, happy, and joyful with 
such a grace experience.

However, if This man thought wrong 
or saw a person who must not see, the 
water connection was cut off. This man 
decided through that. So, it would have 
been easy if there was someone who 
taught This man like this right now. If 
This man learned this way, it would be 
over in 21 days. He can be a righteous 
man in 21 days. This man was slow 
because he discerned as an experience 
without anyone’s teaching. If the grace 
connection is lost, that is wrong. 

Everything ‘I’ do is sin

In the step of not becoming conscious 
of himself, the Victress Eve ordered 
This man,“Leave himself to God 
completely.” but it was challenging to 
accomplish. Ladies and gentlemen, can 
I leave my body, my heart, and my life 
to God? Humans cannot do it. However, 
This man did what could not come true. 
No matter how hard This man tried to 
follow that, he could not do that, so he 
asked God. 

Even when he was praying, Eve 
Victoress did not teach him, “If ‘I’ 
pray, it is a lewd sin.” This man found 
it himself. That is, all things ‘I’ do is 
sin. The religionists in the world do not 
know this fact. This word is an excellent 
theory. It is an immortal theory. 

Whatever ‘I’ do decays my blood. Even 
if ‘I’ pray, it rots blood. No matter how 
good ‘I’ do, it is a sin. Because if ‘I’ do 
something, it will become a sin, I should 
perish, and the Spirit of God must 
become ‘I’; after that, you do not sin. As 
long as ‘I’ exist, you always sin. As the 
basis of sin is ‘I’. Satan is ‘I’, the spirit 
of death is ‘I’, the original sin is ‘I’, and 
the Forbidden Fruit is ‘I’. If ‘I’ perish, 
sin will not exist, sin will be washed 
away. 

An incredibly expensive theory

Seeing how to solve sin accurately, 
This man is not only the hero of the 
Bible but also the hero of the universe. 
This man teaches the secret of taking off 
the mask of humans, the mask of death, 
and the mask of pain. Does This man 
get tuition fees and show you those? 
If you pay for it, you can’t replace it 
with a space-sized gold lump. This is 
an amazingly expensive theory. It is a 
method of living happily, a secret of 
immortality, a secret of becoming Gods, 
and a theory of going to heaven. Can 
you learn this even if you go to 10,000 
good colleges and good graduate schools 
on earth? No, you cannot.

Only if ‘I’ disappear, one cannot die. 
Only if ‘I’ go, one can become a God. 
The key point is ‘I’. Cleaning ‘I’ up is 
the secret of becoming God, this is the 
secret of going to heaven, the secret of 
living forever, the secret of avoiding 

and get angry often. Do you get it? If 
one hears this true word that ‘I’ is Satan, 
can they get angry? No, they cannot. If 
you stop the anger when you’re mad, 
then Satan becomes weak. Do you get 
it? He was slapped by a young man 
in the Secret Chamber. Although the 
young man was so weak enough to faint 
if This man hits him once, when the 
man slapped This man, he said “thank 
you” because his ‘I’ died, he did not get 
angry. As the man hit This man, This 
man had to get angry, but he did not get 
mad because Satan completely perished. 
That person is a righteous man. Then, 
This man continually began a winning 
life. When one’s self-esteem gets hurt, 
if they cannot get angry and can not 
lose their nerve, that state is the one 
they overcome Satan. Satan is not in a 
particular place, but it is ‘I.’ 

The state that the thought of ‘I’ 

does not arise

No matter how the counterpart says 
something to offend you, no matter how 
seriously they hurt your self-esteem, and 
they hit you, only if any feelings do not 
arise, that state is the condition that ‘I’ 
die. When you are about to get angry 
because you feel unfair, someone says a 
swear word or gets beaten you up, if you 
restrain the anger, through eradicating 
the bloody Satan and wiping it out, the 
Satan of the awareness of ‘I’ dies. After 
that, the spirit of God grows in you. As 

pains, the secret of living joyfully, and 
the secret of not contracting diseases. 

Kill the awareness of ‘I’

Therefore, the awareness of ‘I’ is the 
spirit killing human life, and the spirit 
rotting the blood that becomes human 
life, only if one removes the awareness 
of ‘I’, as it is now, they live forever, 
become Gods and are reborn as the Holy 
Spirit. Although one hears this, if they 
do not fight to eliminate themselves, 
they do not have a qualification to come 
to the Victory Altar. In order to come 
to the Victory Altar; you should fight 
against yourselves. To fight against ‘I’, 
you should erase your thoughts every 
time. The person who comes out without 
erasing their minds is supposed to take 
the lead in interfering with the work of 
God as the spirit of ‘I’ gradually and 
develops into a spirit against God. Only 
those who practice according to these 
words get salvation, and only those 
who practice according to these words 
become the angels of God and become 
God. Do you understand?

The life of crushing ‘I’, trampling on 
‘I’ entirely, and eradicating ‘I’ is that 
one does not get angry when someone 
offends their pride. Because one’s self–
esteem is alive, they get mad if someone 
says something bad to them. 

Whenever one insists on pride, their 
Satan spirit grows stronger and stronger. 
It’s Satan who makes one get nerv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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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대부분의 꿈의 의미를 인간이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적 사

정 때문입니다. 이기신 하나님 이긴자께서는 

인간을 ‘마귀 옥에 갇힌 하나님이다.’라고 선언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누구도 쉽게 이해

할 수 없는 인류 최대의 화두(話頭)라 감히 말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아, 내가 마

귀 옥에 갇힌 하나님이구나.”라고 뒤집어 생

각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봅니다만, 반대로 

“아, 내가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마귀이구나.”

가 맞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도 마귀신

이 주장하고 있고, 인간의 주체영 또한 마귀신

이니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내보

낼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메시지는 모두 암호

화해서 심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제 강점

기에 독립운동을 하다 옥에 갇힌 독립운동가

가 있다고 합시다. 밖의 임시정부 요인에게 전

할 정보가 있는데 일본인 간수가 검열할 것을 

뻔히 알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쓸 리가 없지

요. 간수가 보아도 알 수 없는 암호화 된 편지

를 쓰겠지요. 이와 같습니다. 

고서나 성경, 신화와 비전 등이 그러하고 

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두고 있

는 마귀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된 형태로 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꿈의 의미를 그대로 알 

수 있게 드러내야 한다는 주장은, 애초에 성경

이나 고서, 비결서 등에도 천기를 숨기지 않고 

마귀가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내도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

겠지요. 

《문》 그렇군요. 그런데 꿈 중에는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는 꿈이나 계시적

인 꿈도 있지 않나요?

《답》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에 해당하는 특별한 꿈들도 있습니다. 아주 급

박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등장하는 계시적인 꿈이나 비전들입니

다. 그런 꿈이나 비전은 해석할 필요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자면 앞에서 언급한 요셉을 죽이려고 쫓던 라

반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더 이상 요셉을 

단죄하려 쫓지 말라(창31:24)’고 명령하는 꿈  

같은 경우입니다. 요셉이 죽게 되면, 요셉이 이

집트의 제상이 될 수 없었을 테고 그리되면 하

나님의 신을 이어받은 아버지 야곱과 형제인 

단을 구해낼 수 없게 될 테니 하나님의 역사에 

큰 지장이 생겼을 테지요. 그리 둘 순 없는 일

이지요. 이러한 유형의, 추가적 해석이 거의 필

요 없는 꿈은  꿈의 1% 미만이라 여겨지고 있

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들은 다음 기회에 논

의하기로 하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꿈, 즉 영적 

상징으로 암호화된 꿈들에 대해 얘기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꿈은 기

본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

는 것인지요.

《답》 꿈은 물론,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다

양한 방향과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

나 꿈은 무엇보다도 꿈 꾼 당사자의 내면과 영

적인 상황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또한 이긴자의 체계 안에서 보면 

자명해집니다. 인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마

귀 옥에 갇힌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꿈을 통해 전하려는 최우선 목표가 무엇일

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식이 마귀 옥에서 벗어

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

을 것입니다. 꿈의 기본 방향은 마귀 옥에 갇

혀 있는 하나님의 사정, 그리고 하나님을 가두

고 있는 마귀의 상황과 상태를 밝히려는 것이

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실제 꿈의 

예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

록 하겠습니다. 

《L의 꿈》

시장 골목처럼 어수선한 곳에서 흰 가운을 

입고 있는 의사 친구를 만났다. 그가 내게 청

첩장을 주었다. 둘이 함께 한적한 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밤하늘에 별이 거미줄처럼 서로 

하나로 엮여있다. “저게 뭐지?” 하니 그가 “저

건 별이야.”라고 알려주었다. 그 중 일부 별들

이 우수수 마을로 떨어져 집들을 활활 태우기 

시작하였으나 의사가 “괜찮을 거야”라고 한다.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신기하게도 집은 타지 

않고 그대로 있었고, 나도 불이 크게 났음에도 

걱정이 되지는 않았다. 

 : 이 꿈을 꾸기 전까지는 세상의 종교나 수

행, 철학 등 어떠한 형태의 영적인 공부와도 

거리가 멀었던 분이 꾼 영적 세계로의 입문적

인 꿈입니다. 한 구절씩 잘라 살펴보도록 하겠

습니다.

《꿈》 시장 골목처럼 어수선한 곳에서 흰 가

운을 입고 있는 어떤 의사를 만났다. 그가 내

게 청첩장을 주었다.

《해석》 꿈의 장소나 배경은 기본적으로 꿈 

꾼 자의 영적 상태와 배경을 보여줍니다. 이 

꿈의 시작 또한 꿈꾼 자의 내면이 어떤 상황이

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치열하고 복잡한 세

상사에 치일뿐이었던, 시장같이 어수선한 내

면이 번잡한 ‘시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골목길’이란 상징 또한 재미있습니다. ‘길’은 

내가 걷고 있는 마음의 길을 상징합니다. ‘골목

길’은 이 분이 널따란 마음의 길, 영적인 대도

(大道)를 찾지 못하고 좁고 복잡한 마음의 골

목길을 헤매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서 

흰 가운을 입은 의사를 만나 한적한 길을 함께 

걷습니다. 이 장면 전환은 세상적인 번잡한 길

에서 영적인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흰 옷을 입은 의사’는 영

적으로 희게 이루어진 영적 의사, 즉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불교적으로는 의왕(醫王)입니다. 

그가 청첩장을 건네줍니다. 꿈에서의 결혼의 

의미는 뚜렷합니다. 그것은 영적 신랑과 신부

의 결합이요, 하늘과 땅의 결합입니다. 영과 육

의 결합이자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입니다. 이 

장면은 영적 신랑인 하나님이 영적 신부 후보

인 이 분에게 하나님과의 결혼식으로의 초대

장, 하나님의 세계로의 초대장을 건네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꿈의 해석의 기초에 대해 잠깐 생각

해 보겠습니다. 꿈은 상징적인 암호로 만들어

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 심

리학과 의학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지만 이 또

한 이기신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 안에서 생각

해 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

다. 꿈 또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암호화해서 숨겨놓은 것이니 ‘영적 상징’으로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영적 상징’에서 ‘영적’이라는 말은 신적(神

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과 마

귀 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의미이며 

둘째, ‘상징(象徵)’이란 말은 그 내용을 서술적 

언어나 술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형상(形像)과 

비유, 은유 등 암호와 기호의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꿈, 성경, 고서, 신화 등의 내용은 영

적인 내용, 즉 신들에 대한 내용이며 상징적 암

호의 형태로 그 의미를 숨겨놓았다는 점을 이

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한문 또한 영적 상징으로 만들어진 체계의 

대표적인 예로서 태생적으로 영적인 상징과 

암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문은 사물의 형상

을 본 따서 만든 상형문자(象形文字)이니 그 

구성 자체가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리고 이긴자께서도 한문이 만들어질 때 하나

님의 신이 직접 관여하셨다고 하니 한문 자체

가 영적, 신적 암호로 가득할 수밖에 없지요. 

요한계시록의 144000(十四萬四千)이 대표

적인 예입니다. 144000을 육적으로 풀면 그저 

144000이라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영적 상징

으로 풀면 삼위일체, 세 씨의 하나님입니다. 이

긴자께서 열 十은 하나님의 상징이요, 四는 네 

생물 내지는 땅의 완전수이며 萬은 열 十자 밑

에 여성을 의미하는 밭田이 있으니 합치면 여

성성의 하나님인 해와를 의미하고 千은 人+十

이니 하나님의 사람, 즉 아담을 의미한다고 풀

어주셨습니다. 十四萬四千은 하나님, 아담, 해

와 삼위(三位) 일체의 하나님이 구원자 당사자

임을 숨겨놓은 암호였던 것이지요. 한문 자체

를 영적인 상징, 암호로 보는 하나님의 시점이 

아니면 절대 풀 수 없는 것이지요. 한문을 만든 

자도 하나님이요 푸는 자도 하나님입니다.

이와 같이 꿈이나 성경, 고서, 한문 등 영적

인 내용을 암호화해서 숨겨놓은 콘텐츠들을 

이해하는 원리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따라

서 꿈의 해석 또한 이긴자께서 성경이나 고

서 등 하나님이 감추어둔 내용을 풀 때 하시던 

‘영적인’ 풀이의 방식으로 접근하면 길이 보입

니다. 다시 이어서 실제의 꿈을 보겠습니다.* 

-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金擇

All you have to do is get rid of yourself

꿈에 대하여...<2>

아를의 별이 빛나는 밤, 고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