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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생활은죽지않는방법의생각과행동입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피가 썩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피가 썩지 않는 생각의 방법을 이
사람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반대생활
을 하라고 했습니다. 반대생활을 하려
니까 반대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사람의 생각을 바
꾸어서 반대생각을 해야 피가 바뀝니
다. 피가 바뀌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
다. 

힘들면고소하게생각하라

인간의 생각은 힘들면 힘들지 않는 방
법으로 살려고 생각을 하죠? 그러한 인
간의 생각은 피가 썩을 수밖에 없고 결
국 그런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힘들면 도리어 고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힘들지 않는
방법만 찾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생
각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힘든 것은 그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죗값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죗값으로 말미암아 아
프고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이 사람은 실
에서 연단 받을 때 고소하게 생각을 하
고 더 힘들게 생활을 했습니다. 힘든 일
을 하다가 지쳐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고로 쉬게 되었는데 쉰다는 그 자
체가 피를 계속해서 썩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기 때문에 더 힘들게 생
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생활
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일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고 쉬고 싶은 생각이 나니까 안
쉬었다고 했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
을 하니까 사람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고로 지쳐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로 쓰러지고
말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이 깨
어나서 내가 너무 힘들어 정신을 잃었

구나 생각을 하니까 한참 동안 쉬었다
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겠죠?
근데 바로 또 일을 했어요. 쉬고 싶다는
생각이 나니까. 이 사람은 극한의 반대
생활을 일관해서 결국은 이긴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쉬고 싶
은 생각이 나면 쉬지 않았고 몸이 힘들
고 말할 수 없이 견딜 수가 없으면 계
속해서 몸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고통은 죗값이므로 피하게 되면 죽
는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반대생활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무
엇을 터득했냐 하면「사람에게 고통이
온다는 것은 죗값으로 온다」는 것입니
다. 조상이 죄를 지었든지 내가 죄를 지
었든지 어쨌든 죗값으로 고통이 오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걸 피하려고 하
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이 올 때에 더 고통을 가했고, 참을 수
없을 때에 쉬려고 하면 쉬지 않고 계속
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은“어째서 그렇
게 쉬지도 않고 일을 하십니까, 일하는
게 그렇게 재밌습니까”라고 희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게 재미있
어서 그래요. 재미가 있어서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사실은 그것이 마귀를 속
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힘든데
쉬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겠
어요? 없죠. 그러나 이 사람은 기왕 죗
값으로 당하는 고통 더 확실하게 고통
을 당해서 죗값을 치뤄야 되겠다는 생
각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죗값으로
꼭 죽게 되어있고 죗값으로 꼭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안 당
하고 피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
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고통
을 당한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했을

때에 그때에 고소하게 생각을 하고 죗
값으로 당하는 벌을 피하려고 하지 마
세요. 세상에서도 몇 년 징역이라고 선
고한 다음에 징역을 다 산 다음에 석방
시켜 주죠? 세상 이치와 똑같습니다.  

자신속에있는마귀를못이기면죽
는다

사람은 죗값으로 벌을 받아야 하기 때

문에 이 사람은 실에서 참을 수가 없
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가해
져 왔을 때 더욱 더 고통을 가했습니다.
더 힘든 일을 가하게 되니까 결국은 더
힘든 일 하면 또 정신을 잃게 되는 것
이 이 세상 이치죠. 그러나 이 사람은
해보니까 더 힘들게 일을 하니까 정신
을 잃는 게 아니고 더 정신이 또롱또롱
해지고 아주 확실하게 힘이 뻗치는 것

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마귀를 이
겨야 내가 사는 거지. 내 속에 있는 마
귀를 못 이기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반대생활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일하기가 싫으면 일을 해야
되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게 되면 더 고
통스럽게 일을 해야만 마귀를 이기는
거지 고통스럽다고 해서 쉬어가면서 한
다면 맨날 마귀에게 지기 때문에 피가
푹푹 썩습니다. 
인간 세상에 순리대로 순응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까 인간이 사는 순리대로 살지 아니하
고 반대로 생활을 해야 사람의 피가 죽
지 않는 생의 피로 바뀌어지는 것입
니다. 그것을 일찌기 이 사람은 터득을
한 것입니다. 실에서 연단받으면서
이 사람의 주체 이 마귀 이라는 것을
터득했고 그 다음에는 이 마귀 을 이
기려면 반대생활을 해야지 나라는 의식
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고 일을 하게
되면 결국 피는 계속 썩기 때문에 죽는
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
달았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반대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긴자가 되면 죽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그렇게 반대생활을 하게 되니까 50살
이 다 되어가는 사람이 쌀 3가마니 4가
마니 무게의 시멘트를 짊어지고 뛰었습
니다. 그 시멘트 8포를 짊어지고 이 사
람이 일어나니까 마른 땅이 쑥 들어가
요. 이 사람이 뛸 때마다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그 굳은 땅이 쑥쑥 들어가는 것
입니다. 이 사람이 19살, 18살 때 시골
에서 쌀 2가마니를 졌습니다. 지금도 쌀
2가마니 지면 장사입니다. 그런데 쌀 4
가마니 무게를 짊어지고 뛰었다는 것은
젊었을 때보다 더 기운이 세다는 것입

니다. 피가 바뀌어지니까 힘이 뻗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큰 바위를 짊어지고
실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

시듯이 산의 땅은 바위를 짊어지고 발
을 옮길 적마다 쑥쑥 들어가는 고로 그
다리를 뺄려면 힘들이지 않으면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는 그 발을 한 발
한 발 빼가면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
서 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장
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반대생활을

하니까 소변으로 시커먼 피가 쏟아져
나가고 대변으로도 시커먼 피가 쏟아져
나가면서 완전히 피가 바뀐 것입니다.
피가 하나님의 피로 바뀌니까 기운도
뻗치고 힘이 장사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터득한 것은 반대생활을 해

야 이긴자가 되고 이긴자가 되면 죽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반대생활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승리제단 나오
면서 반대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승
리제단 식구가 아닙니다. 힘들다고 해
서 피하고 쉬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
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까 항상 이 사람은 희생적인 생활을 밥
먹듯 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만 찾아서 했고, 다른 사람
이 하는 일을 늘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실 안에 청년들이 5, 6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은 하나같이 요령만
피우고 하나같이 반대생활을 할 줄 몰
랐습니다. 이 사람이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못 가
르쳐주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의 천기(天機)에 해당되는 말인 고로
함부로 가르쳐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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죗값으로고통이오게되어있는것이므로고통을피하면죽는것입니다. 때문에고통이올때에고소하게생각하며더고통을가했고, 참을수없는고통으로쉴

수밖에없는때에는쉬지않고계속해서일을하니힘이빠지는것이아니라힘이더욱강해지므로반대생활이피가바뀌고 생하는길임을깨달았습니다

여청연합의 합창과율동, 성도님들의큰환호를받았습니다 부산제단 마산제단의 합동합창, 의외의율동을보여주어멋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