永生

인류에게 전하는
의 메시지

영생(不死)의 주인공이
한국에서 출현하였습니다.
유구한 인류 역사를 통하여 진정 인류가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리고
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현재 인간
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삶은 종교를 통하여 행복과
이상을 추구하였으며 실제로 사람들은 신앙을 의지하며 살아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종교나 학문에서는 영생의 논리를 논하는 곳이 없었으므로 죽어
서 천국 간다는 믿음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진리(영생)구현을
목표로 하는 종교의 기본 목표에서 위배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
나 오늘날 과학문명은 인간에게 편의와 풍성한 물질을 가져다줌으로써 과학
만능이라는 새로운 종교를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여전히 인간에게 죽음과 고통의 삶이 연속되는 것은 인류
역사이래 수많은 종교(종파)가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종교
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이란 다시는 불안, 초조, 고통,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을 의미하듯이 진리
란 다시는 변할 수 없는 것을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진리라고 내세우는 이 세상 모든 종교와 과학, 철학 등이 시
대의 변화에 따라 변하고 있는 것은 참 진리를 논하는 학문이 이 세상에 없
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이 고통의 세상에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참 진리가 이 세상에 나
왔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정도령이 나타나면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지도국이 되며 종주국으로 만
들 것이라는 기대 속에 정도령이 나타나기를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
여기 해 돋는 동방나라 모퉁이 땅 한국에서 정도령님이 나타나셔서 고통과
죽음의 학문을 초월하여 참 진리의 학문, 영생의 학문을 들고 나오셔서 하나
님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전 세계 인류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도령은 성씨 정(鄭)씨가 아니라 바른(正) 도(道)를 호령(令)하시는
정도령(正道令)을 말합니다.

聖經은 이렇게 거한다!
“영생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약속”

1.성경의 본질은 영생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요한복음 5:
39)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약속이었더니 (디도서 1: 2)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2:25)

2.이슬은 영생의 증표이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호세아 14:5)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서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이사야 26:19)

3.사람이 신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신(神,하나님)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시편 82: 6)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요일 3: 2)
너희는 너희 하나님(여호와)의 자녀라
(신명기 14: 1)
사람이 생령이 된 지라(사람=영:영육일체) (창세기 2:7)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 8:14)

4.구세주의 출현장소, 증표, 능력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의(義)로 불러 일으켜 열국을 그 앞에 굴복하리라. (이사야 41: 1-9)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같이 하리라. 또한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계시록
2:26)
단은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첩경의 독사가 되어 말굽을 물어 말 탄 자를 떨어
뜨리리라. 여호와여 구원을 기다리나이다.(창세기49:16)

5.하나님이 이긴자에게 주신 권능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과일을 먹게 하고,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고, 감추었
던 만나와 흰돌을 주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하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한다.(묵시록 2:7,
2:11, 2:17, 2:26, 3:5, 3:12, 3:21)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리로다.
(창세기 9:25)

6.영육일체
말씀=빛=생명=피=마음=영
말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빛이요, 생명은 빛이요, 빛은 곧 성령이라.
(말씀=하나님=생명=빛=성령) (요한 1:1)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나니라(생명=마음_잠언서 4:23)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하나님=육체_민수기 16:22)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레위기 17:11)

7.죄와 사망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15) 죄값은 사망이다. (로마서 6: 23)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로마서
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