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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k of eternal life takes 1000 years to fulfil
Taking Holy Dew Spirit enables you to survive over 1000 years

(This man refers to the Victor Christ and poos. Also, it is not a heavy and
of the Victory Altar.)
tired one. It flies. If you want to go to

not eat meat?” Then This man answered,
“I do not eat meat.” This is a lie. He

The Victory Altar is that of God.

stars, it does not take several hours. You

deceived Satan. You have to deceive

So, those who are stingy had better

This man said to you before; the Savior will go there in a moment. It is very

Satan well to be Victors and to be saved.

give up achieving immortality. They

was supposed to appear in the 6000s year swift.

If you don’t deceive Satan properly,

cannot get eternal life. No matter how

human history and to finish the work of

you’re going to hell. So he lived the

hard they come here, it is useless. You

This man told you that neutrons in

opposite life. If one works a lot, they

need a sacrificial life to live forever.

oxygen travel at a speed of 100 million

hate to work. When This man hated to

God provides everlasting life to those

So, in the 7000s year, all humans of the times faster than the light of this world.

work, he worked hard. Then This man

who lived sacrificially. God does not

world are expected to live forever. Do you That is the spirit of God. Speaking it in

felt like taking a rest because he felt

offer eternal life to those who are not

have a thousand years to welcome seven English, it is a material called biotron.

so tired. But he didn’t take a rest. He

sacrificially. Therefore, So how much

thousand years? So some people may be That is God. God saves you. As God is

worked all day long until it was dark.

did you sacrifice for God, and how much

disappointed that after all they die, then the in your body, you live and go. All that

This man lived such a life. It was not

did you give all yours for God decide

era of immortality will be accomplished. enables you to live and move is due to

once or twice that he fell lifeless while

whether you achieve or not. This way

But if one receives the Holy Dew Spirit, God. When humans die, because their

working. That’s why This man bathed

is not the easy way. There should be a

can they die? Only to those who have spirits die, their lives die. The word ‘spirit

with cold water as he wanted to wash in

sacrificial life in this way. This man has

the conviction of immortality, the Holy leaves’ does not make sense. Therefore,

hot water. This man lived the opposite

walked a long tunnel for seven years;

Dew Spirit goes. The Holy Dew Spirit, those who say, “When people die,

way. If you don’t want to evangelize,

he is so physically tired that he will not

something expensive, does not go to their spirits leave” are the believers of

you have to evangelize persistently.

stand at the rostrum for a while.

everyone. The Savior sends the Holy Dew pseudo-religion. At the moment, people

So This man was the person who

immortality in the 7000s year.

Spirit to those who have the assurance die, since God, the spirit of life, dies,

So, you should throw away the

Eve ate and emitted with dung, but the

evangelized the most in Jeondogwan.

This man needs to take a rest. This

of immortality in their hearts, those who then people die. As the spirits of people

life of going to the altar and coming

awareness of ‘I’. So if one moves as the

He did several thousands of people. He

man will stand on the podium after

evangelize every day and bear fruit. So die, they die.

home without evangelizing. You must

awareness of ‘I’ orders, it means that

lived the opposite life from Jeondogwan.

reinforcing his strength. This man came

This man said that God is a penny-pincher.

evangelize whenever you have time and

they eat the Forbidden Fruit. So they die.

He did that for a long time.

out from prison, and you have been

So, if humans recover as Gods; they

bear fruit. So you must move diligently

everyone. So he does not provide the are restored to God, as God is neutral,

enough not to eat food on the day when

Holy Dew Spirit to people because they they are not men, nor women. Since

you do not evangelize one person. Only

are close to him. Also, he is not a man This man was in prison for a long time,

then will you receive this blessing of

who does not give the Holy Dew Spirit to and now he’s completely neutral. He has

eternal life, or you will not receive the

God does not give the Grace of God to

looking forward to seeing him, if he does
So, you have to follow the Victor.

not show you, it is not a proper manner.

The opposite way is the Law of Liberty.

So This man stands on the rostrum

Therefore, this way is challenging to go.

today. Planning to stand for 30 minutes,

To achieve immortality is tough. So This

This man must have been standing for

So when This man was trained in the

man gave poor people some money.

over an hour now. God loves you like

Secret Chamber, he did not move as his

If This man tries to give money to

that. Being tired is not a problem. It is

‘awareness of I’ wanted, but moved in

someone, will it come to mind to think

God’s heart that he is willing to save you

reverse. So This man became a Victor.

of being unwilling? So he gave money

at the expense of you. If you love God

However, the image of humans is that

God told This man to do that. So when

to others. That is a way to achieve

1/10000 of what God loves you, the will

of Satan. The man and woman are the

This man ate a meal with a meat dish,

immortality.

of heaven will come true soon.*

images of Satan. The Forbidden Fruit

he wanted to eat the meat, he took bitter

When immortality is done, this human I(ego) orders, you will die.

is the awareness of ‘I’. The Forbidden

vegetables.

body is changed. It is not one who pees

Fruit is not something that Adam and

people who are not close to him.

been completed as a neutron. So This
man is not a human; He is not a man,

Human bodies are changed into nor a woman. He has been changed into
that body. Someday, you will be turned
flying ones
like that.
If you are faithful, according to God’s
will, immortality will surely be done. If you live as the awareness of

benefit of eternal life.
When people wear good clothes, they
look cool, right?

One becomes a Victor by living a
life contrary to what they want.

Then brothers asked, “Why did you

Extracted from the sermon of the

It is God’s love to save us by
sacrificing himself.

Victor Christ on Aug 16th, 2000
Translation: Angela Kim

간증 다시 읽기

구세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회사 다닐 때 한번은 웃어른에게 꾸중

내 상전처럼 하나님처럼 여기는 마음의

나 싶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될 것처럼

인 것이다. 나라는 이기적인 마귀의 영, 나

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릇이 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예배를 보

알았었다. 처음엔 엄청 충격이었지만, 이

라는 욕심이 하고 싶은 것을 꺾고 하나님

혼난 일이 있었다. 마음이 너무 상해서 어

면서, 귀한 이긴자 말씀을 들으면서 그 귀

제는 ‘이긴자 한 분만을 하나님처럼 섬기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이야

찌할 바를 몰랐다. 기회만 닿으면 그 일을

한 말씀을 뼛골 속에 새기고 새겨서 실천

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

말로 너무너무 위대하신 것이다.

입에 담아서 못마땅한 감정을 드러냈다.

해야 되거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

들을 하나님처럼 여겨야 하는 때가 되었

그렇게 몇 년 맘의 분을 삭이지 못했던 때

렸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리

나보다’라고 생각되었다.

가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자

석고 안타깝게도 수년간을 그렇게 바보처

‘혼날 짓을 했으면 혼나야 하고 맞을 짓을

럼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다.

긴자께 감사의 경배를 드린다. 내가 영생
이긴자께서 “이 길은 강자가 가는 길이

을 목적삼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엄

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심이 강한 자

청난 마음의 변화이다. 내가 도저히 가질

그래서 요즘은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

가 강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수 없는 마음을, 그 영생의 싹을 내 안에

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실생활에서 그것을

매일 드리는 것이 자유율법의 제1항이라

어느새 심어 주셨을까? 한 번 태어나면 반

실천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매일 나오기만 하면

드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암송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하나님의

되는구나 생각했다.

품으면 하나님 피로 변하고 하나님의 몸

했으면 맞아야 한다’고 했던 웃어른의 그
마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못마땅한 마음은 율법에 어긋난다는
깨달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는

으로 변하여 영생한다는 진리의 말씀이

그러다가 문득 ‘아! 못마땅한 마음이 드

것이 생명과일을 먹는 것이라고 하셨다.

는 것은 단순히 못마땅한 마음에서 나오

그 말씀대로 말씀을 암송하면 내 속의 죄

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하나

(마귀) 피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피가 많

님처럼 여기라는 율법에 위배 되는 것’이

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주 열 이 지난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내 마음씨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만약 이긴자

심히 하고 있다. 다시는 그런 부족하고 어 가 한없이 고약하였는데 요즈음 나를 되

께서 나를 혼내셨더라면 바로 “앞으로 조

리석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돌아보니 그 고질적인 고약함이 많이 약

심하겠습니다. 잘 모르고 한 일이니 이번

항상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고 짬짬이 외 해졌다. 그간에 나라는 의식과 치열하게

만 용서해주세요” 하고 용서를 구했을 것

우고 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실천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나를 이끄시는 놀라운 사랑의 힘
하지만 ‘매일 나온다는 것이 나라는 의

훤해져 마음까지 넓어지게 보였다.

보광 후 신앙적 자립 의미 깨달아

식의 사망의 영과 치열한 싸움을 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긴 승리자만이 매일 예배를 드리는 축복

기쁨을 누릴 그날이 속히 오기를, 만민이

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 아닐까’ 하고 요

기뻐 뛰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꿈꾸는 행

즘은 생각하게 되었다. 예배시간 30분 전

복한 청춘의 마음을 주신 이긴자께 감사,
또 감사할 뿐이다.*

보광 후 신앙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 이

에 나와 준비 찬송을 하는 것도 결코 쉬운

더 너그러워지려고 하고 이해해 보려고

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라고 자부심을

일이 아니었다. 나 자신을 위해 좀 더 뭘

노력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가져도 될 듯하다. 이긴자의 보광이 나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겨야 가능한 일

그렇게 말씀을 외우기 시작한 지 5개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니 미간이 많이

더욱 자립할 수 있도록 성숙시키지 않았

이었다. 이긴자의 위대하심이 바로 이것

말씀 암송으로 마음의 변화 생겨

누구든지 내 몸처럼 하나님처럼 여기고자
노력하는 마음의 투쟁으로 이어진다.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금

이다.
그런데 그 당시의 나에게는 누구든지

예배실에 들어가면 스크린에 비치는 이

김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