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f Japan is occupied, the world would be 
occupied naturally. So he decided to go 
to Japan. But when he came out of jail, 
you(the followers of the Victor Christ) 
were exhausted because you have lived 
toughly. So you looked poor from the 
mother’s point of view. So This man 
thought he could go to Japan after raising 
you by pouring the grace to stand for 
yourself. 

When This man tried to do the work 
of the truth, Japanese people bought an 
apartment to stay in and a new Rolls-
Royce. Some Japanese people built the 
temple of the Victory Altar.

As This man is the one who God 
accompanies, he knows and remembers 
of people who are loyal to God. It is not 
a good attitude to have the Victor Christ 
in a state which has a lot of vacant seats. 
If there are many empty seats, then 
God ostracizes you(the followers of the 
Victory Altar in Korea). This man told a 
few people; he tried to abandon Korea. 
This man tried to leave Korea, to go to 
Japan, to pioneer it again, and occupy 
it. Then he decided to take over the 
United States and take over the world. 
As you(the followers) did not obey God 
enough, he tried to turn away them; it is 
very sad. So, you should restart and do 
not let God be sorry.*

-Extracted from the sermon of the Victor 
Christ of the Victory Altar on Aug 27th,2000

Translation: Angel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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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need to come to this Victory 
Altar every day without skipping a day 
to be saved. There is a word, “take a 
worship service every day according 
to Daniel(12:11).  It says that if one 
abolishes daily worship service, they 
will be destroyed. 

God developed the Holy Dew 

Spirit to resolve the six thousand 

years of old sins

Do you know how old the sin in 
your body is? It is not as old as your 
age is. You were made by your parents’ 
blood. The blood of your grandparents 
was made of the blood of your great 
grandparents. And so on and so on.  As 
your blood has come through a 1000 
generations... 10000 generations, that 
spoiled blood that is your ego is Satan 
that is 6000 years old.

Six thousand years old sin cannot be 
forgiven by praying,“Forgive my sin”. 
If a person who can solve the sin does 
not wash their sin, the sin cannot be 
forgiven.  The 6000-year-old sin is not 
washed in a day though you receive 
the Holy Ghost every day; it is not sure 
whether you will take it off or not.

So God came after developing the 
weapon to kill the ego(human driving 
spirit), the basis of sin, the forbidden 

fruit, in you. That weapon is the Holy 
Dew Spirit. Ladies and gentlemen, there 
are some people who can see the Holy 
Dew Spirit, and there are others who 
cannot see it. 

If the Holy Dew Spirit falls, the 
immortal era comes. This man came to 
the world to make people Gods wearing 
a human body. If people become Gods, 
they will take off male and female 
clothes. 

The structure of the body changes into 
that of God. However, those egos, the 
forbidden fruit, will remain as humans 
and die. They will be buried under the 
ground. Being buried underground 
means going to hell. The ego(the human 
driving spirit) is Satan. The ego is Satan, 
the Forbidden Fruit, which is Satan that 
has lived in us 6000 years. It is not a 
mere hundred-year-old Satan, but the ego 
in you. So it is very terrible. If you eat 
meat because the ego wants to eat and do 
not work because the ego does not want 
to work, you follow Satan’s order, not by 
God’s. 

If you commit a lewd sin, you are 

not saved

This man said, “ Read Jeremiah 16.” 
But there are some believers who did not 
read it.  The Bible says that. This man 
preaches as the Bible writes, he did not 
preach by arbitrary manipulation. Even 
if one sins with the heart, the Bible says 

that it is an obscene sin.
So although This man says, “Do not 

commit a lewd sin even with the heart, 
if one sins really, they are under the 
curse.”(intermediate omission)

Why does This man say to you to 
preach the gospel diligently? Announcing 
the message of God is the secret of 
receiving grace. You should propagate 
diligently to achieve immortality. You 
have nothing to do with eternal life 
unless you do not bear fruits.

It does not solve salvation to have 
high-ranking positions.  It is not said this 
path is neither that you are saved with 
the high positions, nor that you are not 
saved with the low positions. This way 
is the one that one should keep the Law.  
Keeping the Law and preaching the 
gospel is difficult. As they were so tough 
that This man promoted diligently. If 
they were easy, he wouldn’t do that.

To make a person believe this religion, 
you have to put all the power you have.  
You have to buy meals, buy coffee and 
do all the services they need. So you 
need money. Sending the message of 
God is a hard thing. As it is a tough 
work, if you promote this religion, you 
can get eternal life. When you propagate 
this religion, you experience the fire 
spirit; some people are connected with 
the living water. If the grace of God is 
connected cool, your body becomes 
light. 

that you achieve immortality by looking 
at the face of Jeongdoryeong(the Victor 
Christ). Just looking at Jeongdoryeong 
one time, you get eternal life, according 
to  Gyeokamyourok. And the Buddhist 
scriptures say that looking at the face of 
Maitreya Buddha(the Victor Christ), you 
can reach nirvana. 

 Despite washing their sins by looking 
at the face of the Maitreya Buddha, 
as they sin continuously, their bodies 
become contaminated. So the Victor 
Christ takes off their sin. If they are 
contaminated again, he washes it again. 
He does this act continuously. 

We receive the immortal grace 

only if we evangelize many people 

to fill the Altar

So, the Victor Christ, Jeongdoryeong, 
is in fact, a very pitiful existence. He is 
the most pitiful person. He has a critical 
duty to solve all the sins of the people 
around the world. If you don’t want to 
make this savior a poor person, you have 
to sacrificially cooperate with all your 
strength, every second of every minute.  
We should cooperate with all our 
strength. So it will relieve the Savior’s 
burden.

This man said to some people in the 
prison that he planned to go to Japan, 
spread the work there, and occupy it 
completely. Japan is the richest country; 

It is because God gives grace to those 
who propagate religion. Even though 
This man was in jail, he sent the grace of 
God. Does God send the grace of God to 
everybody? No, he doesn’t. God is not a 
fool. The Victor Christ sends grace only 
to those who announce the message of 
God. Only if you do the work of God 
and are loyal to God at the risk of God, 
you receive the grace of God. If you do 
not do that, you cannot get the grace of 
God. 

This man taught you the prayer to 
kill Satan. When This man had been 
serving imprisonment for seven years, he 
prayed without sleeping at night or day. 
The devil’s attribute is breeding babies. 
Although the Victor Christ killed Satan, 
it continually bears babies, it is countless 
and overflows. The Victor Christ kills 
the devil. This man said that he killed the 
captain of Satan in the Secret Chamber 
and came out to the world.  If he had not 
killed the captain of Satan, he would not 
have been able to save a single soul. The 
captain of Satan is extraordinarily strong.  
He killed the captain of Satan in the 
Secret Chamber and came to the world. 
Humans cannot kill the captain of Satan. 
God developed the power to destroy this 
Satan and came to the world.

 Are you confident because Victor 
Christ is behind you? You feel reassured, 
right? So you are lucky. Do you know 
what Gyeokamyourok says? It wr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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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의 꿈》

우주비행선을 타고 이동 중인데 한 행성 

근처에서 우주선이 뒤집어지면서 가속으

로 빨려 들어갔다. 발은 우주선 표면에 닿

아 있어서 롤러코스터 탄 것 같은 기분이

었다. 지구(地球)가 아닌 다른 행성(行星)

에 우주선이 도착했고, 많은 사람들이 비

행선에서 내리는데 나도 그들을 따라가고 

있다. ‘빛과 물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을 거

야.’라고 속으로 생각했으나 막막하다. 

: 이 꿈은 꿈 분석으로 시작해서 영적, 제단 

진리 공부로까지 진행되었던 분의 꿈인데, 중

도에 그만 공부를 멈추게 되었고 그러던 중 너

무 강렬한 꿈을 꾸었다며 보내온 꿈입니다. 꿈

꾼 자의 감정을 뒤흔드는 이런 종류의 꿈은 나

의 무의식이, 내 안의 하나님이 그만큼 갈급하

고 긴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야 합니다.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꿈》 우주비행선을 타고 이동 중인데 

한 행성근처에서 우주선이 뒤집어지면서 

가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발은 우주선 표

면에 닿아 있어서 롤러코스터 탄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해석》 배경이 우주입니다. 상징으로서의 

우주는 지구와 정반대의 지점에 있습니다. 어

둡고 멉니다. 지구가 내가 발을 딛고 서있는 

‘이곳’이라면, 우주는 ‘저곳’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제 그대로’ 지금 이곳에 거하는 Here 

& Now의 존재라면 마귀의 신은 끝없이 ‘과거

와 미래, 그리고 저곳’으로 부유하는 There & 

Then의 존재입니다. 

중국 전한 시대의 『회남자淮南子』를 보면 

우주(宇宙)를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를 宙라 하고 동서남북과 위와 아래를 宇라고 

한다. 往古來今 謂之宙 四方上下 謂之宇’라 정

의 했습니다. 애초에 우주는 유한한 시간과 공

간을 뜻합니다. 즉 인간의 세계, 유한한 마귀의 

세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주라는 이 꿈의 배경은 꿈꾼 자의 마음이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의 중심(中心)에

서, 내 안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대로 멀어

져 있다는 것을 뜻하며 또한 유한한 시간과 공

간의 세계, 마귀 신의 세계에 빠져 있음을 보

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가장 깊은 곳, 중심(中心)

자리에 있습니다. 중심(中心)은 선각들이 언

급한 중(中)과 같은 개념입니다. 중(中)은 흔히 

말하듯 2차원 직선상의 좌우 끝단의 중간, 극

단을 지양한 어중간한 중간의 자리가 아닙니

다. 중(中)은 3차원적 존재의 중심 자리이며 나

아가 시간을 더한 4차원 시공간, 존재의 중심

자리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 이 찰나

의 자리이며 내 몸 밖 어딘가가 아닌 내 마음

의 중심(中心), 바늘 끝 한 점의 중심입니다. 이 

자리는 부유하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절대 

중심의 자리입니다. 이긴자가 말씀한 “이제 그

대로”의 자리이며 내 속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해서 노자는 이를 도덕경에서 ‘三十幅共一

轂  當其無 有車之用’ ‘서른 개 바퀴살이 한 바

퀴통에 모이니 그 중심의 텅 빔 때문에 수레의 

유용함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만물의 본

질은 겉으로 드러난 나라는 의식의 껍데기가 

아닌 그 중심, 무아(無我)의 자리에 있음을 말

하고 있습니다. 

중용(中庸)에서도 ‘允執其中, 오로지 中을 

잡으라.’ 하였고 아함경에서 석가모니는 ‘이변

처중(離邊處中)’ 즉 ‘껍데기의 층을 떠나 중앙, 

중심에 거하라’ 했습니다. 마귀 껍데기를 버리

고 내 중심의 하나님, 마귀 옥에 갇힌 하나님

의 자리를 되찾으라는 말입니다. 

이구동성(異口同聲), 입은 다르나 말하는 

자, 모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내 안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 실

은 마귀의 신이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어딘가

에 있다고 그토록 강조해 온 이유는 단 하나, 

저기 공중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게 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최소화되기 때문이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되는, 

예수가 가르쳐준 저 기도는 하나님을 찾으려

는 인간의 시선을 밖으로 돌려버린 실로 인류

사 최대의 저주의 주문(呪文)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꿈》 지구(地球)가 아닌 다른 행성(行

星)에 우주선이 도착했고

《해석》 지구를 멀리 떠나 어떤 행성에 불시

착했습니다. 지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

난 글에도 말씀드린 한문 파자(破字)에 대해서

입니다. 

이긴자께서는 천기 중의 천기는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한반도까지 숨어들어온 우리 단 

지파의 후손들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안배되

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파인 우리 한

민족이 후대에 한자를 근간으로 한 언어를 사

용하게 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한문 속의 파

자(破字)의 형태로 영적 비밀들을 숨겨 놓으신 

바를 말씀한 것이지요. 해서 5번째 인을 뗀 영

모님, 6번째 인을 뗀 해와 이긴자, 7번째 인을 

뗀 아담 이긴자,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공히 파

자의 형태로 중요한 천기들을 숨기셨고, 또 풀

어주셨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창세

기 49:17)’ 단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

다. 파자로 볼 때 비로소 그 비밀이 풀립니다. 

독사(毒蛇)의 毒은 임금 주(主)에 어미 모(母)

이니 ‘엄마이신 하나님’이 됩니다. 뱀 사(蛇)는 

네 생물의 왕(虫) 즉 이기신 하나님이 면류관

(宀)을 쓰고 왕좌(乚)에 앉은 형상입니다. 독사

(毒蛇)는 네 생물의 왕이자 엄마이신 하나님, 

즉 성경상의 이긴자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구

리 뱀을 장대 끝에 매달아, 죽을 자를 살려냈던 

(민수기 21:9)것도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구

리 뱀은 마지막 때에 등장할 이긴자의 상징이

었던 것이지요. 

소사(素砂)라는 지명 또한 재미있습니다. 격

암유록에서는 ‘시종간야 소사지 始終艮也 素

砂地’라 하여 선천 시대가 끝나고 후천 개벽을 

시작하는 간(艮)괘에 해당하는 곳이 소사라 못 

박았습니다. 여기에 소사(素砂)를 파자로 풀어

보면 素+少石 즉, ‘흰 돌’로 풀립니다. 묵시록

에서 하나님께서 이긴자에게 주리라 약속하

셨던 ‘흰 돌’(요한계시록 2:17)이 바로 소사(素

砂)였던 것입니다. 흰 돌을 받은 당사자가 직

접 밝히기 전 까지는 묵시록의 흰 돌이 격암유

록의 소사임을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것이지

요. 

이제 파자(破字)가 하나님이 천기를 숨겨놓

는 비기(祕器)였음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이 꿈의 지구 또한 파자(破字)로 풀 때 

그 진의가 드러납니다. 지구 地球는 파자로 土

+也, 求+王입니다. 토(土)에서 十은 하나님의 

상징이고 一도 통상 하나님의 상징입니다만 

여기서는 평평한 땅의 상형(象形)으로 봅니다. 

해서 土는 하나님의 땅, 에덴동산입니다. 

그런데 土에 也자가 붙었습니다. 也는 他에

서 人변을 뺀 글자로 他(타)의 약자입니다. 他

는 배제되었다, 쫓겨났다의 뜻이니 土+他, 地

는 마귀 신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땅, 잃어버린 

에덴동산 실낙원(失樂園)을 의미합니다. 해서 

실낙원인 地 안의 土는 조금 다르게 풀립니다. 

위의 十는 플러스, 양(陽) 즉 아담이고 아래

의 ―는 마이너스, 음(陰) 즉 해와입니다. 마귀

에게 빼앗기고 점령당한 실낙원에는 아담(十)

과 해와(―) 밖에 없습니다. 빼앗긴(他) 아담과 

해와(土)가 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一)이 빼

앗긴 땅을 다시 되찾게 되면, 地 글자에서 他자

가 빠지게 되고 원래의 土 에덴동산만 남게 됩

니다. 여기에 하나님 一이 아담과 해와 土 위에 

다시 합쳐져 왕 王자가 회복됩니다. 이때의 土 

는 王이며 다시 회복된 삼위일체 하나님, 온전

한 에덴동산입니다. 해서 지구의 球에 王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球는 求 + 王이니 ‘구원의 왕’입니다. 

모두 합쳐보면 지구(地球)라는 이름 자체가 

‘빼앗긴(他) 에덴동산(土)을 되찾은 구원(求)의 

왕(王)’을 의미합니다. 지구(地球) 한 단어에 실

낙원의 사건과 그것을 되찾는 구원의 역사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에덴동산도, 지구도 땅덩어리를 의

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했으니 에덴동산이 천국이며 ‘천국 안에 하나

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천국이 있다’ 하셨으니 

에덴동산 자체가 하나님이며 빼앗긴 에덴동

산이 마귀 옥에 갇힌 하나님, 인간입니다. 우리 

자신이 실낙원입니다. 

마귀에게는 에덴동산과 아담과 해와, 인간

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에겐 에덴동산이 삼위

일체 하나님이요, 실낙원이 지구요, 지구가 인

간이요, 되찾은 에덴동산이 이긴자로 다 하나

입니다. 

지구(地球)는 마귀 옥에 갇힌 아담과 해와 

(地)가 구원의 왕(球)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인신

합일(人神合一)의 실현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토대는 충분히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글에서 해석을 이어 보

겠습니다.*            

金擇 / kimtaek8@nate.com

The Holy Dew Spirit Solves Six Thousand-Year-Old Sins

꿈에 대하여...<4>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해와, 샤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