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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뛰어나고 싶으면

삶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뛰어난 사람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

하고 또 반복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는 사람이며 역경에 굴하지 않고 역경을

다는 것이다. 뇌의 유연성을 연구하는 학

다.

이겨내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다. 뛰어

자들은 한결같이 같은 것을 반복할 때 뇌

여섯째, 뛰어나고 싶으

난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며, 존경

의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난다고 강조하

면 한 가지 마음을 가져

받는 리더의 성품을 지닌 사람이다. 뛰어

고 있다. 기도나 명상을 하거나 운동을 하

야 한다. 마음의 표층에는 ‘내일 아침에 6

준히 하는 사람은 우울해지지 않는다. 강

여러분 속에 있는 마귀가 바로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 마귀와 같은 마귀

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음의 열 가지를

더라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야

시에 일어나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 의지를 가질 수 있다. 운동을 통해 깨끗

인 것이다.

실천하라.

한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아냐, 6시 반 정도

한 혈관을 유지할 수 있다. 깨끗한 뇌혈관

▶ The devil in you is the same devil as the devil in the people
of the world.

승리제단 : 의인을 키우는 곳
The Victory Alter : The place where the righteous are raised.

첫째, 뛰어나고 싶으면 정말로 내가 하

넷째, 뛰어나고 싶으면 굳은 각오가 있

는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

은 당신의 뇌세포에 풍부한 영양분과 산

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어야 한다. 목표를 실천하는 데 있어 반드

다. 일곱째, 뛰어나고 싶으면 내적인 힘

소를 공급해 준다.

야 한다. 둘째, 뛰어나고 싶으면 고도의 집

시 고비가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위기가

을 키워야 한다. ‘내적인 힘’이란 흔들리지

아홉째, 뛰어나고 싶으면 우주를 주관

중력으로 한 곳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온다고 해도 극복할 것이며 아무런 성과

않는 주관을 의미한다. 내적 힘을 키우려

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고 있

는 마귀도 같이 죽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면 나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

가 없는 무료함이 지속된다고 해도 끝까

면 시시각각 들어오는 산만한 정보를 차

음을 확신해야 한다. 그러면 마음이 저절

▶ Therefore, if you kill only the devil in you, the devil in the

는 절박한 심정으로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지 참고 견디겠다는 굳은 각오가 있어야

단해야 한다. 그런 상태에서 ‘나는 올바른

로 평안해진다. 세상과 사람을 상대로 살

people of this world will also die.

를 다 잘하는 것은 몇몇 아주 능력 있는

한다. 다섯째, 뛰어나고 싶으면 머리가 부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주해야

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마음이 평안한 사

사람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 적어도 3

족해서 못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의

내적 힘이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는다.

람만이 꾸준히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라는 의식(자존심) 속에서 살면 여러분들 속에

년에서 10년 동안 오직 하나에 집중해야

욕과 열정은 뇌의 용량이 크고 작음, 머리

여덟째, 뛰어나고 싶으면 꼭 운동을 해

열째, 뛰어나고 싶으면 진리란 무엇인

있는 마귀만 안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 마귀도 안

한다.

가 좋고 나쁨의 문제를 뛰어넘는다. 보통

야 한다. 당신의 뇌를, 특히 앞쪽뇌를 보

가, 나는 무얼 하려 하는가? 자주 질문을

죽는 것이다.

셋째, 뛰어나고 싶으면 반복하고 또 반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사실 매우

호하기 위해, 인지(認知) 건강을 유지하기

던져야 한다.*

▶ If you continue to live in Self-Awareness (Self-Esteem),

복해야 한다. 뇌의 신비 중의 하나는 반복

머리가 좋은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강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운동을 꾸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있는 마귀만 죽여 버리면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있

not only the devil in you will not die, but also the devil in the
people of this world will not die.

영적 상징과 꿈
부제:

<22>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의인으로 이루어지면 또 그 옆의 사람이 하
나씩 의인으로 이루어져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다.

네 생물과 자유율법

▶ If you become righteous one by one, the people next to you
will become righteous one by one, and everyone in the world

하나님은 창조의 신이며, 마귀는 모방

있을 겁니다.

물의 왕(王)은 마귀를 이긴 승리자 하나

하고 있습니다. 팔(八)숫자가 무엇이기에

will be saved.

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이전에는 없

좀 더 단순한 기본 물질, 생명의 필수 구

님입니다. 따라서 네 생물의 왕(王)은 구

네 생물의 숫자 사(四) 안에 들어가 있을

던 것, 새로운 말씀을 내놓습니다. 반면 이

성요소인 물의 경우를 빌려 생각해 보면

세주이며 그 자체로 생명과(生命果)입니

까요. 팔(八)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백만제단은 구세주가 되는 의인을 키우는 곳이다.

미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기거나 짜깁기 하

좀 더 쉽게 그 실체에 접근 할 수 있을 듯

다.

사람 인(人)을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 The Million Alter is a place where righteous people who

는 정도가 마귀 신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

합니다.

인(人) 자를 보면 왼쪽 획(丿)이 오른쪽

네 생물의 왕 = 자유율법

become saviors are raised.

다. 이것이 하나님과 마귀 신의 근본적인

물은 H₂O입니다. 수소(H₂)와 산소(O)라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신이요, 마

는 기체가 결합해 액체인 물이 만들어집

넷째, 네 생물의 왕은 인간이 하나님이

요, 어둠의 영역이니 왼쪽 획(丿)은 마귀

여러분들이 모두 의인이 되면, 세계는 금방 뒤집어져서 죽지 않는 세상

귀는 죽음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니다. 여기서 물(H₂O)은 네 생물의 인간과,

될 수 있는 방법론 즉, 자유율법을 보여줍

신을 상징합니다. 오른쪽은 양(陽)이요 빛

이 되는 것이다.

산소(O)는 네 생물의 하나님과, 수소(H₂)

니다.

의 영역이니 오른 쪽 획(乁)은 내 안의 하

▶ When all of you become righteous, the world will quickly

나님, 자성(自性)입니다.

turn upside down and become a world that never dies.

하나님은 창조의 신

는 네 생물의 두 마귀와 각각 대응시켜 보

“새로운 말씀을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이요, 인(印)을 뗀 자다.”

네 생물의 왕의 형상

을 가만히 보십

획(乁)을 덮고 있습니다. 왼쪽은 음(陰)이

면, 네 생물과 물 H₂O의 구조가 짝이 맞아

시오. 사람(囗)이 하나님(○) 품 안에 감싸

즉, 하나님(乁)이 마귀 신(丿) 밑에 깔려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 형상 자체가 자유율법 중 ‘맡김’을 그

있는 형상이 인(人)입니다. ‘마귀 옥에 갇

이 역사는 돈이나 어떤 물질로서 세계를 뒤집는 것이 아닌 것이다

대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힌 하나님’을 그대로 모사(模寫)한 것이

▶ This history is not about turning the world upside down

인(人) 자입니다.

with money or some material.*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수소(H₂)와 산
이긴자께서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우

소(O)가 결합해서 원래의 자신과는 전혀

사람(囗)이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하

리는 조희성 이긴자로부터 이제껏 세상

다른, 제3의 물질인 물(H₂O)로 재탄생했

나님(○)께 맡기는 장면이자, 역으로 하나

에 없었던 새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

듯, 하나님의 신과 마귀신이 합쳐져 인간

님(○)이 사람(囗)을 품어 ‘소유’하는 장면

간과 삼라만상의 정체가 무엇인지, 하나

이라고 하는 완전히 이질적인 제3의 존재

이기도 합니다.

님과 마귀가 어디에 있는 어떤 존재인지,

로 탄생한 것입니다.

- From the words of the Victor Christ.*

이제 팔(八)입니다. 팔(八)은 인(人)에서

by Alice

나온 글자입니다. 둘 다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하고, 내가 하나

그런데 팔(八)을 자세히 보면 두 획이

천국과 지옥은 무엇인지, 선악과와 생명

물의 정체가 수소이기도 하고 산소이기

님을 하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떨어져 있고, 인(人)과는 반대로 오른쪽

과는 무엇인지,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

도 한 것처럼, 인간 또한 마귀신이기도 하

타자(他者)가 아닌 ‘나 자신’으로 경험됩

획(乁)이 왼쪽 획(丿)을 덮고 있습니다. 이

족은 어떤 관계인지 등등.. 이루 헤아릴 수

고 하나님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네

니다. 여기서 자유율법의 궁극, ‘누구든지

는 인(人)자와는 달리 하나님(乁)이 마귀

자유율법

없이 수많은 새로운 말씀들을 해주셨습

생물의 기본 구조이며 이는 삼라만상에

내 몸처럼’이 자연스레 등장합니다.

신(丿)에게서 벗어나 오히려 마귀 신을 제

형제의 사정을 내 사정으로 여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니다.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영모님 말씀대로 ‘성경 한 구절 캐기가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따기’일진대, 이긴자께서는 성
경 전체를 관통하는 새로운 말씀들을 무
한정 해주셨습니다. 묵시록의 7번째 인
(印), 마지막 봉인을 뗀 이기신 하나님이

네 생물의 왕 = 영육일체
둘째, 따라서 네 생물의 왕은 영육일체
를 말하고 있습니다.

압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영적 엄마인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든

따라서 팔(八) 숫자는 사람은 사람인데,

은 것도 영적으로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생물의 왕’의 도형 을 다시 떠올려 보십

지 내 몸처럼’이라는 궁극의 자유율법을

마귀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님의 입장에

김(金)은 人+王+八 이니 팔(八) 숫자의 왕

시오. 사람은 원 안의 사각형, 네 생물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 종 상태의 인간

선 사람을 상징합니다.

의 사람을 뜻하고, 李 또한 十+八+子 이

니 숫자로는 4요, 이기신 하나님은 외접

니 8 숫자의 하나님(十)의 자식입니다. 하

원으로 표현되며 숫자로는 1입니다. 따

그리고 인(人)자에서는 두 획이 하나로

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식이 가장 많이

라서 네 생물의 왕

이 누구인들 내 몸처럼 여길 수 있겠습니
까.

, 이 도형은 숫자로

무형의 수소(H₂)와 산소(O)가 결합해서

애초에 영적 엄마가 먼저 나를 내 몸처

붙어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인두겁을 뒤

배출될 나라이므로 성씨에도 그것이 반

는 4+1 즉, 5가 됩니다. ‘네 생물의 왕’ 은

유형의 물(H₂O)로 등장한 것처럼, 오감으

럼 여겨 주셨고, 나 또한 하나님께 자신

집어쓴 채 ‘한 생물’의 상태로 머물러 있음

영된 것이겠지요.

다섯 생물이며 이긴자를 상징하는 숫자

로는 포착되지 않는 영적 존재인 하나님

을 온전히 맡김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대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팔(八)에서는

팔(八) 숫자의 비밀은 ‘씨팔놈’이란 육

‘네 생물의 왕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

과 마귀 신이 결합하여 인간이라는 물질

신(代身)하여 나를 하게 되었을 때, 나도

두 획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인두겁을

두문자에도 숨어있습니다. 인간의 눈으

닌가?’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 생물’

적, 육적 존재로 등장했다는 것이 ‘네 생

비로소 하나님을 내 몸으로 여길 수 있게

벗고 하나님과 마귀, 두 신이 분리되어 등

로 보면 상스럽기 그지없는 욕에 불과하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니 ‘네 생물의 왕’

물’의 개념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장한 모습입니다.

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네 생물의 왕(王)’ 또한 이긴자께서 처
음으로 내놓으신 새 말씀입니다.

도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 말이라 여기기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마귀의 두 신

네 생물의 왕이 된 자(者)만이 하나님

즉, 한 생물 인간에서 마귀와 하나님, 두

십상입니다. 그러나 ‘네 생물의 왕’이란 말

(神), 두 영(靈)이 합쳐져 인간 즉, 육(肉)으

을 나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존재로 나뉘어 그 신적 본질을 드러낸 것

은 사실 성경이나 그 어디에서도 등장한

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빛이 입자

님을 내 몸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 팔(八)인 것입니다.

적이 없는 말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그

(즉, 육肉)이면서 파동(즉, 영 靈)이기도 하

것이 가지는 무게와 가치를 짐작할 수 있

다는 현대 물리학의 발견과도 일치합니

습니다.

다. 기존에 영과 육으로 이분되었던 신과

실로 ‘네 생물의 왕’과 그 도형

에는

이긴자의 말씀의 정수(精髓)가 응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네 생물 안에서는 한 몸, 한 존재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자(者), 오
직 네 생물의 왕(王) 뿐입니다.

<부록> 숫자 속에 감추어진 네 생물

모순 없이 공존합니다.
인간이 그대로 하나님이고 마귀입니다.
네 생물로서의 나는 인간이자 마귀이자

네 생물의 비밀은 숫자 속에도 감추어
져 있습니다.

씨팔놈은 ‘십(十) 할 놈’입니다. 십(十)
즉, 하나님이 될 자란 뜻입니다.
씨팔놈은 또한 ‘십팔(18)놈’ 즉, 십(十)+

곧 ‘네 생물의 왕’인 것입니다.

네 생물의 약자(略字)라고 할 수 있겠습니

긴 일종의 천기입니다. 그러니 ‘이 씨팔놈

다. (부연하자면 8은 옆으로 뉘이면 수학

아!’ 라고 욕을 하면 ‘이 하나님 될 놈아!’

이처럼 4, 5, 7, 8숫자 모두 네 생물을 그

의 무한대 ∞ 기호가 됩니다. 따라서 8은

‘이 성불할 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

안에 품고 있으며 영적으로 모두 같은 숫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귀 입장에서는 저주를 하고 있겠지만, 자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팔(八)과 사(四)가 영적으

입니다. 7이

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되라는 축복을 하
고 있는 셈이지요.

귀 옥에서 벗어난 하나님, 네 생물이라는

셋째, 네 생물의 왕은 생명과일입니다.

상형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 마귀와 하나님의 복합체이기도 하다

이긴자께서 흰 돌(石)과 첩경의 독사(毒

팔(八)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네 생물과

약간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

께서는 밀실에서부터 당신의 숫자가 5숫

는 말은 언뜻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도

蛇)를 파자로 풀어 밝혀주신 바대로, 네 생

팔(八) 숫자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암시

리나라에 김(金)씨와 이(李)씨가 제일 많

자라 하셨습니다. 왜 5일까요. 지난 번 ‘네

내가 단순히 인간일 뿐인 존재가 아니

물이니, 7은 하나님(3)과 네 생물 즉, 사람

숫자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욕 속에 담

외곽의 사각형(囗)이 네 생물을 그대로

통찰이 담겨있습니다.

다.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4는 네 생

나님이며 하나님, 마귀, 인간으로 구성된

자 공히 인간이 그저 한 생물이 아니라 마

이고 영이 육입니다.

의미가 더욱 또렷해집니다. 7은 4+3입니

(4)이 결합한 네 생물의 왕

자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四)

상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존재론적

인 7 숫자도 네 생물의 관점에서 보면 그

팔(八)+놈(子)입니다. 十+八+子 이니 ‘8

로 같은 글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숫

하나님입니다. 네 생물 안에서는 육이 영

끝으로 7번째 인을 뗀 이긴자의 상징

팔(八)은 마귀 옥을 벗어나기 시작한 하

우선 사(四)가 네 생물을 상징하는 숫

첫째, ‘네 생물의 왕’에는 인간과 삼라만

는 ‘5’ 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4차례 걸친 네 생물의 왕에
관한 소소한 담론을 마무리할까 합니

네 생물의 비밀을 알면 5숫자의 의미

다.*

도 쉽게 이해됩니다. 아시다시피 이긴자
金擇 / 의사 kimtaek8@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