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inity is the immortal fruit of the 
almighty man. Therefore, today, the man 
who appears wearing the body of the 
Savior and wearing the body of a human 
is also the Trinity. Therefore, only by 
looking at the face of the Savior and 
inscribing the face of the Savior in your 
heart, all the diseases in you are healed 
such as cancers and any diseases.There 
are cancer patients who testified after 
overcoming cancers in the Victory Altar. 
Their cancers were not cured with like 
the treatments of doctors. At the moment 
they engraved the face of the Savior, 
their cancers got better. Cancers were in 
their bodies. As they were the castle of 
Satan, cancers came into their bodies. If 
the castle of the demon is changed into 
that of God, cancers are healed perfectly 
from the moment. Therefore, today, the 
reason that the Savior tells you to give 
immortality is because he is the Fruit of 
Life, he gives eternal life to you. 

Why does the Savior emit the Holy 
Dew Spirit? The Holy Dew Spirit is the 
Sweet Dew in the Buddhist Scriptures 
which say people do not die if they eat 
the Sweet Dew. Because only the Savior 
was supposed to radiate. The others 
except for the Savior cannot emit. 

Are there men who emitted the Holy 
Dew Spirit for 6000 years, human 
history? Nobody. The Dew Manna that 
was fallen by Moses is the one that 
people died after eating it. All those who 
ate it died. However, that Manna like a 
dew looks like the same with today’s the 
Holy Dew Spirit? They are the same.* 

Extracted from the sermon of the Victor 

Christon November 6h, 2002               
Translation: Angel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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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a man of a devil who is 
trying to become a God among the 
believers of the Victory Altar. A man 
of a devil is destined to wither and die. 
When a man of God becomes more 
and more powerful, a man of a demon 
naturally falls behind and withers away 
completely. However, some people have 
doubts about why a man of a demon 
is not being made because they are not 
able to discern.

A Man of  Dev i l  i s  Never  
Completed

A m a n  o f  a  d e v i l  c a n n o t  b e 
accomplished. So there is a man of a 
devil among humans, when a man of a 
demon first comes to the Victory Altar, 
he struggles to become a God. A man of 
a devil is never made. The man of God 
is fulfilled, and the devil is supposed to 
wither.

This man said to you, “Treat anyone 
like God.” But it is impossible for 
the man of a devil to practice it. Not 
everyone is considered as God for them 
because they are devils. So they have 
strong self-esteem, so the man of a devil 
himself is trying to become a God. A 
devil tries to become a God.

Imagine! Can a demon become a 
God? No way. Therefore, This man 
teaches you that oneself is a devil, but 
you judge the Savior’s words according 
to the devil’s thoughts, and you think in 
a devilish way. If you think in a devilish 
way, you can’t tell the difference. The 
very words of ‘Regard everyone as 
God, means that‘I’am a demon who has 

nothing to do with salvation because 
‘I’ am a being that deserves to die, you 
must trample and kill yourself, the man 
of God, who has the awareness of God, 
become strong gradually, becomes a 
Victor and almighty man, the man of a 
demon has nothing with salvation and 
cannot become a God.

So This man says that the method of 
salvation is leaving yourself to God.

You have to leave yourself to God so 
that God can nourishes your spirits.

Considering Everyone As God 
Means  You are the Devil

If you do not entrust yourselves to 
God, your spirits cannot grow day 
by day. This man said that the life 
in humans is God? Also the word, 
“Consider everyone as God” indicates 
that ‘I’ am a demon. Admitting ‘I’ am 
a devil and respecting the other person, 
the spirit of God in you become strong 
and become a Victor. 

The reason that people call This man 
the Savior is because he is the man who 
teaches them the method of immortality. 
The Savior is the one who teaches the 
way of immortal life exactly. The Savior 
should act as a Savior. If he does not do 
that, he cannot be a Savior.

Only by becoming a Victor and 
becoming an almighty man, you can 
become a Savior, by becoming a Savior, 
you can go to heaven. The presence 
to live in heaven is God, not the devil. 
So, you have to live a life of stamping 
down the awareness of ‘I’all the time, 
regarding ‘I’as a demon.

As the awareness of ‘I’ is the devil, 
‘I’ cannot become a God. And diseases 
in you are not cured if body of Satan is 
trying to heal. If the ‘I’ is trying to get 

better, will it be healed? No. the disease 
is not getting better.

Deasease Can Be Cured Only 
When God Lives In Your Body

So, only by becoming a man of 
heaven, only if God comes into my 
heart, my body becomes a castle of 
heaven. My body used to be the castle 
of a devil, if the spirit of God lives in 
my heart, my body becomes heaven. 
So, only if my body becomes the 
castle of heaven, diseases are healed 
and immortality is achieved, become a 
Victor and the body becomes light and 
healthy, no diseases permeate to my 
body. 

If the Victorious God lives in my 
heart, my body becomes the castle of 
God, so the castle of God can never 
get sick. Although the body contracts a 
disease, the disease will get better. It is a 
case when the body becomes the hall of 
God. So, This man said that you should 
look at God in order for you to become 
a castle of God. The face of the Savior 
is the face of the Trinity. It’s an illusion 
if you think his face as that of a human. 
“Jeongdoryeong(the Savior) is like a 
human but he is not a man according 
to GyeokAmYourok. This man looks 
like a person! This is why he is wearing 
a mask of a man to occupy the devils 
and kill them. Putting on the body of a 
human is wearing a mask of the devil. 

So people meet the Savior comfortably 
and come to the place where the Savior 
kills the devils. You come to the Victory 
Altar lightheartedly because This man is 
wearing the body of man. If you appear 
in the state of God, not one person can 
enter here. Because they are afraid of 

immortal life in many ways. “Laugh 
all the time, if you laugh, you will live 
forever.” “If people laugh, they are 
supposed to achieve everlasting life.”

This man is teaching,“Laughing 
makes people Gods.” He also says, “Be 
sure of eternal life.” Because the Savior 
who gives immortality is standing in the 
rostrum and leading a worship service, 
if you inscribe the face of the Savior 
on your mind, it means the spirit of the 
Savior is in your heart. 

It indicates that at that time, you 
become the castle of God. Your body 
becomes the house of God. So, if you 
engrave the face of the Savior, any 
disease is cured. Did you do that?

New Way to Gain Immortality: 
Laugh All the Time

Any illness cannot come into you. 
Because if one becomes the castle of 
the Savior, they cannot contract any 
disease, they become immortal ones. So, 
the Bible writes, “God is the God of the 
flesh.” The God of the flesh means that 
God is the flesh. The dead body is the 
one of a demon. The body of a devil! So, 
by being the body of a demon, it takes 
away the life of humans. Therefore, in 
order for you to achieve eternal life, one 
easy method is to engrave the face of the 
Savior. Then you eat the Fruit of Life. 
The face of the Savior is the Fruit of 
Life. 

According to Genesis of the Bible, 
God put flame sword around the place 
where the tree of life is to prevent 
entering because Adam and Eve who 
ate the Forbidden Fruit would enter the 
Garden of Eden and eat the Fruit of Life.

The Fruit of Life is the Trinity. The 

him. 

People say that the devils are floating 
in the air. But they do not know. The 
captain of devils gripped the authority 
of the air. This man already killed it 
when he lived in the Secret Chamber. 
So the captain of the demon does not 
exist any longer. Now, the Savior has 
been up in the air and he ruled the 
whole universe for 22 years as his other 
selves, Therefore, because the Savior is 
perfect and almighty, he works with an 
omniscient and omnipotent power, he 
proclaimed 5 Covenants. Without such 
a power, how can he promise them to 
people? 

Almighter Ruling Over the Whole 
Universe

As he is so confident, he said that 
he would remove communism. After 
proclaiming to eradicate communism, if 
communism had still existed, you would 
have hit the head of This man with a 
stone. This man told you to stone his 
head if he tells a lie. Additionally, This 
man said,“ He can control winds and 
clouds.” He has stopped typhoons from 
coming toward South Korea, prevented 
the Koreans summer rainy seasons, 
made Korean harvests abundant, kept 
Korean wars. All the believers of the 
Victory Altar know the facts. 

This man said,“No Korean wars.” 
Because Korea is a country where the 
will of God will be accomplished. So 
each of Korans is very precious, if 
Korean wars break, many people will 
die. Then people to be saved will be a 
few. 

Additionally, This man said about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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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Kinds of Humans in People: Man of God and Man of Devil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된다지난 5월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백악

관 기자 회견장에서 한국에 백신을 제공

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발표하는 가운데

에 한 기자가 한국과 같은 선진국에도 백

신을 제공하느냐 라고 의문을 제기하였

다. 이 기사가 뜨자 대부분의 한국 매스컴

은 한국을 외국에서는 이미 선진국이라

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기사들을 내보냈

다. 한국인들만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 이

미 외국인에게는 한국은 선진국이다. 

유엔, 한국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
7월초에 기분좋은 뉴스가 있었다. 다름 

아니라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유엔

에서 인정했다는 소식이다. KBS 7월 3일

자 방송에 따르면 “UNCTAD는 제 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의견 일치로 우리

나라를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하

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는 1964

년 UNCTAD 설립 이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첫 사례가 됐

다.”라고 보도했다. 이것은 대한민국은 세

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명

실상부한 선진국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

아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70년전 남북전쟁으로 폐허

가 된 상태에서 최단기간 눈부신 발전을 

이룬 기적적인 나라이다. 앞으로 우리 민

족이 전 세계 만민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구세주의 말씀과 부합하는 유튜브 내용

이 있어 발췌하여 실었다. 한국이 2036년

에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된다는 예언을 다

룬 유튜브 Peachy다. 

지금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는 과거 대
한민국 초강대국 예언들

타임머신을 타고 2036년에서 2000년

으로 백투더퓨처(Back To the Future) 한 

사람이 있다. 그의 이름은 존 티토이고 미

군 소속이다.  그는 현재 자신이 살고 있

는 2036년 아시아의 상황이 다음의 지도

와 같다고 말했다. 2036년 세계 초강대국

으로 부상한 한국은 중국 땅의 상당 부분

과 베트남을 통째로 흡수했으며 일본을 

식민지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된다는 예

언의 말을 한 사람은 존 티토 말고 또 있

다.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 

아저씨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한국이 중

국과 일본은 물론 독일과 같은 서방의 선

진국들도 앞지르고 미국과 견줄만한 세

계 최강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현재

까지 거의 10년째 자신의 책과 강연 들

을 통해서 일관되게 주장해 왔는데 그

는 2040년을 전후해서 일본은 경제적으

로 완전히 실패한 국가가 되어 정부는 기

능을 잃게 되고 나라 곳곳은 최악의 범죄 

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총을 구입하거나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일

본을 떠나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냥 

말로만 그런 주장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일본관련 주식과 부

동산 등 모든 일본 자산을 남김없이 처분

했다고 한다. 

베트남의 경우도 경제적으로 부도가 

나거나 국가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무

정부 상태로 까지 추락하여 결국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강력한 국가

의 한국이 흡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짐 로저스 외에도 미국 월스트리트의 

골드만삭스 역시 과거 경제전망보고서

를 통해 2040년 을 전해서 한국이 미국과 

함께 G2 국가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측

한 바 있다.- 이상 유튜브 Peachy에서

탄허스님의 예언, 천지개벽 

탄허스님은 유불선을 통달한 위대한 

스님으로서 정역에 입각하여 천지개벽

을 예언한 하였는데 다른 나라들은 엄청

난 피해를 입지만 우리나라의 장래는 매

우 밝다고 말했다. 오래지 않아 우리나라

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서 분단된 조

국을 통일하고, 평화로운 국가를 건설할 

것이며, 모든 국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나라의 국위를 선양하며, 우리의 새로운 

문화는 다른 모든 국가의 귀감이 될 것이

라고 말했다. 

다음은 탄허스님의 예언이다. 첫째, 대

양大洋의 물이 불어서 하루에 440리의 

속도로 흘러내려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

을 휩쓸고 해안 지방이 수면에 잠기게 될 

것이다. 한국 그 때 우리나라는 동남해안 

1백리 땅이 피해를 입게 되나 서부해안

쪽으로 약 2배 이상의 땅이 융기해서 늘

어날 것이다. 또 지금은 중국 영토로 되어 

있는 만주와 요동반도 일부가 우리 영토

로 속하게 될 것이다. 이런 파멸의 시기에

도 우리나라는 가장 적은 피해를 입게 되

는데 이는 한반도가 지구의 주축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김일부의 『정역』 

이론에 따르면, 한국은 지구의 중심부분

에 있고 간태(艮兌)가 축으로 작용한다. 

둘째, 소규모 전쟁들이 계속 일어날 것

이다. 그러나 인류를 파멸시킬 세계전쟁

은 일어나지 않고 지진에 의한 자동적 핵

폭발이 있게 되는데, 이때는 핵보유국들

이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남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먼저 죽고, 남을 

살리려고 하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사는 법

이다. 수소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민중의 

맨주먹(土)뿐이다. 왜냐하면 오행(五行)

의 원리에서 ‘토극수(土克水)’를 함으로써 

민중의 시대가 핵의 시대를 대치해서 이

를 제압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세계 인구의 60~70%가 소멸된

다. 이중 수많은 사람이 놀라서 죽게 되는

데, 정역의 이론에 따르면 이때 놀라지 말

라는 교훈이 있다. 이때는 일본 영토의 3

분의 2가 침몰할 것이고, 중국 본토와 극

동의 몇 나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넷째, 파멸의 시기에 우리나라는 가장 

적은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한반

도가 지구의 주축(主軸) 부분에 위치하여 

지진이나 홍수에서 좀 더 안전한 지대이

기 때문이다. 정역 이론에 따르면 우리나

라는 지구 중심 부분, 즉 ‘간태(艮兌)’로 지

구의 중심축이 된다고 한다. 출처: 불교

닷컴(http://www.bulkyo21.com)

탄허스님은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는 

것이 아니라 지구 속 화기가 극으로 이동

해 녹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36년경 아시아 지도 (그림 출처  유튜브 Peachy에서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