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ccupies their spirit and they become 
humans again, then they become strong 
devils. Therefore, if a God becomes 
the devil again,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Victor Christ to remove the devil. 
Therefore, though This man has ability 
to make people Gods at once, he does 
not do that because there is possibility 
to become the devil again. When they 
become Satan again, they become 
strong devils, in that case, to make that 
man of the devil a God again, the Victor 
Christ has to exert the power to make a 
thousand people Gods in order to make 
that one person a God. Then the will of 
God will be delayed. 

So, This man makes you be trained 
continually. If there is a painful thing, 
you should think it is good. The devil 
does that to weaken you, if you think 
that it is good and laugh, the devil loses. 
You defeat the devil in this way. That 
is Tao(道). Praying in the church is not 
Tao(道). 

So only if you overcome yourself 
completely, you can reach nirvana 
and become a God. You will see how 
This man could become a Victor after 
listening to him.*

-Extracted from the sermon of the Victor 
Christ of the Victory Altar on July 9th, 2001

Translation: Angel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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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this way is the one killing the 
awareness of ‘I’, if someone hates me, 
you should think, “Good for me”, if 
someone hates me, at the moment, you 
should have a heart of gratitude to God. 
Because when someone hates me, with 
a thankful heart for having a chance to 
overcome Satan and coming near to 
God, only with living on the contrary of 
what you want to live; love a man who 
hates you, you can go this way. If you 
love me, or if you hate someone who 
hates you together, or if you don’t like 
someone who’s jealous  of you, you 
already live a losing life to Satan because 
you fall to the devil’s operation. 

The Aim of the Devil is decaying 

Human Blood

The devil knows that if he hates 
humans, they have a hateful mind, if a 
hateful mind arises, their blood rots. If 
one’s blood goes bad, the devil’s aim is 
accomplished, so the devil laughs. So 
This man laughed loudly when someone 
hated This man. He did not laugh in 
front of that man, he laughed where 
the man was not. So This man heard a 
lot, “You’re crazy! You’re laughing for 
no reason!” The reason why This man 

laughed so aloud is because God made 
him overcome the hateful demon by 
making someone hate him. This man, So 
This man was so thankful. 

One should hate oneself very 

much 

You have to live on the contrary of 
what you want to live in order to go this 
way. If you love yourself, are conscious 
of yourself, or think of yourself, and live 
centering on  yourself, you will become 
a devil, eventually, you are getting closer 
to the grave. So This man hated himself 
a lot. While he worked so hard that he 
wanted to take a rest because the devil 
said, “Rest”, “Rest” Therefore, because 
This man wanted to take a break, he did 
not stop. This man hated himself like 
that. This man said that he worked until 
he fainted because he hated himself 
like an enemy. It is because This man’s 
central thoughts were at God’s side, he 
hated demons enough to gnash teeth. As 
the devil always lives by holding onto 
a person’s life, if you continue to hate 
yourself, the devil who is holding your 
life will fall away, and keep going in and 
out of another man. Then Savior kills 
the demon when it falls apart.  When a 
demon holds the life of people, This man 
can not kill the demon.  When a devil is 
holding on to a man’s life,  if the Victor 

Christ kills the demon, the man also dies. 
Do you understand?

 As soon as the demon falls off, 

the Victor Christ kills the demon

Therefore, only if you hate yourself 
and live a life on the contrary of what 
you want to live, the demon falls off and 
tries to find a place to stay in. So you 
should hate yourselves and live a life on 
the contrary of what you want to live, 
when the devil falls off and now comes 
out looking for a man to go into, only if 
it is seen to the Victor Christ, it is surely 
killed by the Victor Christ. To kill devils 
is a piece of a cake for the Victor Christ, 
but the Victor Christ cannot destroy the 
devil which holds the life of humans. 
This man came to save humans. People 
do not know their awareness is the devil 
of death. Only if you know the fact 
and hate the devil continually, the devil 
becomes weak. If you move according 
to the will and control of the devil in you, 
the devil gradually becomes strong, and 
kill the spirit of God, which is the spirit 
of life. Therefore, at the moment, people 
die.

As the devil grows stronger, one’s 
energy weakens, When your energy is 
weakened, your vitality is weakened. 
The weakening of life force means God’s 
spirit becomes weaker and reaches to die 

against yourself each time and should 
overcome yourself. If you do not defeat 
yourself, you cannot take this path. If one 
becomes a Victor, their spiritual eyes are 
opened, if their spiritual eyes are opened, 
they will know what the will of God 
is, they will see how God’s work will 
happen now, just by looking at a person’s 
face, they can see whether this person is 
going to hell or heaven.

 However, as the Victor Christ is 
almighty, though people show they will 
go to hell on their faces, the Victor Christ 
can solve all their sins that make them 
lead to hell and save them. Though This 
man looks like a normal man, This man 
is a person who has the power to make 
all of the world’s mankind Gods at once. 
Although he has the ability to make a 
God at once, but people now have no 
resistance to overcome the attacks of the 
devil right now. Even if This man makes 
them Gods, those who do not have the 
resistance to overcome the attacks of the 
devil, will become devils again.

The Victor Christ train his people to 

raise the strong

 When a man becomes a God, as he 
killed the devil, all those who become 
Gods become the God of victory and 
become a strong spirit. When one’s 
spirit becomes strong, in case the devil 

by demons.
The Victory Altar is the place where 

the Victor Christ raises Victors, it is 
not the place where the Victor Christ 
produces good people. 

Only if the Victor Christ makes the 
spirit of people strong by overcoming 
the devil, they are supposed to become 
Saviors and achieve eternal life, so This 
man is raising Victor Christs. Becoming 
Victor Christs is not difficult. From the 
situation of the devil, becoming Victor 
Christs is difficult. From the situation of 
the Victor Christ, there is nothing easier 
than this.

 One must kill the awareness of ‘I’, 

to become overcomers

Everyone, being a winner is said to 
be easy, so you shouldn’t just think too 
easily. Because the path of going to 
heaven is narrow and difficult. That way 
is killing the ego completely. One cannot 
go to heaven without killing me(ego). 
The true Tao is killing the awareness of 
‘I’. Overcoming ‘I’ is that whenever my 
thoughts arise, one should remove their 
opinion habitually. So if one can go this 
way, then they can become Gods. One 
cannot be saved because they are close 
to the Victor Christ or they are the family 
of the Victor Christ. This way is the one 
that each of one goes the way. You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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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에덴동산을 상징하는 지

구를 등지고 먼 행성으로 떠나는 꿈에 대

해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질 대로 멀어진 위험한 상태임을 경

고하는 꿈인 것을 본인에게 자세히 전했

고 그 이후 나온 꿈들이 이번에 다룰 꿈입

니다. 꿈을 통해 그 분의 내면에 어떤 변화

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0일 꿈>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앉아 경치를 내

려다보고 있다. 저 멀리에 거대한 산이 보

이는데 산 정상에 호수가 있는 것이 보인

다. 호수물이 점점 바다처럼 넓어지면서 

파도를 일으키며 이쪽으로 몰려오기 시

작한다. 나는 파도를 피하려고 그 자리에

서 황급히 일어나 뒤쪽으로 달려가고 있

는데 돌아보니 엄마가 그 자리에 서서 밀

려오는 엄청난 파도를 보고 있다. 큰소리

로 피해야 한다고 소리를 질러대자 그제

서야 엄마는 몸을 돌려 천천히 내 쪽으로 

오기 시작한다. 파도가 벌써 다가온 뒤라 

엄마는 이미 물에 온몸이 젖은 채, 파도와 

함께 내쪽으로 오고 있다. 

<꿈>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앉아 경치

를 내려다보고 있다. 

<해석> 꿈에 등장하는 장소는 연극 무

대장치처럼 꿈의 전체적 배경과 상황을 

반영합니다. 이 꿈은 산꼭대기에서 시작

합니다. 산은 영적인 산, 마음의 산입니다. 

직전의 꿈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빛도 

물도 없는 행성에서 끝이 났으니 이 산은 

그 행성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며 그렇다

면 이 산은 행성처럼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인간적이고 마귀적인 마음의 산으로 

봐야 합니다. 

이 산은 성경의 ‘겨자씨만 한 믿음만 있

다면, 이 산더러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겨

질’ 바로 그 산이며 격암유록에서 ‘山不近, 

轉白死’ ‘산을 멀리하라. 入山(白자를 굴리

면 入山자가 됩니다)하면 죽는다.’ 라고 경

고한 그 산입니다. 이 산은 아상의 산이며 

내가 높아지고자, 이루어지고자 하는 자

존의 산입니다. 지난번의 꿈 해석을 간곡

히 전달한 결과, 하늘 저 멀리의 행성 보다

는 많이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나라는 

의식의 산꼭대기, 이 자리는 여전히 높습

니다. 

<꿈> 저 멀리 거대한 산이 보이는데 산 

정상에 호수가 있는 것이 보인다. 호수물

이 점점 바다처럼 넓어지면서 파도를 일

으키며 이쪽으로 몰려오기 시작한다. 

<해석> 상선약수(上善若水)라. ‘지고의 

선(善)은 물과도 같다.’라고 한 도덕경의 

구절처럼 물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은

혜의 상징입니다. 

산 정상은 마음의 꼭대기 자리, 즉 나라

는 의식의 자리이자 주체 영 자리입니다. 

호수는 지하(무의식의 층, 마귀 옥에 갇힌 

하나님의 층)에서 땅(나라는 의식의 층)

을 뚫고 솟아 오른 물, 하나님의 신을 상징

합니다. 아래로 흘러 산 아래나 땅 속 깊이 

있어야 할 물, 호수가 산꼭대기에 등장했

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깊은 무의식 레

벨에 있어야 할 층이 의식의 최상층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지요. 

이 호수는 우파니샤드에서 노래한 ‘뿌

리는 위쪽으로, 가지는 아래쪽으로 향한 

거꾸로 선 나무’입니다. 그것은 ‘드러난 무

의식’이자 마귀 옥에서 벗어나 산 정상, 즉 

주체 영 자리를 차지한 하나님의 모습

입니다. 

게다가 이 호수는 바다로 변해 나를 

덮칩니다. 보통 호수는 사람마다의 개

인 무의식을 상징하고 바다는 인류 전

체를 아우르는 무의식 전체, 집단 무의

식, 하나님의 신 자체를 의미합니다. 따

라서 이 산은 호수와 바다를 모두 제 

몸 안에 품고 있는 영적 거인, 하나님

의 사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산 정상에서 바닷물이 해

일처럼 내 산을 향해 덮쳐 옵니다. 은

혜로서의 파도와 하나님을 떠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함께 해일처럼 

덮쳐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산이 

아상의 산을 덮쳐 무너뜨리려 하고 있

습니다. 

 

<꿈> 나는 파도를 피하려고 그 자리

에서 황급히 일어나 뒤쪽으로 달려간

다. 돌아보니 엄마가 그 자리에 서서 

밀려오는 엄청난 파도를 보고 있다. 큰

소리로 피해야 한다고 소리를 질러대

자 그제서야 엄마는 몸을 돌려 천천히 

내 쪽으로 오기 시작한다. 파도가 벌써 

다가온 뒤라 엄마는 이미 물에 온몸이 

젖은 채, 파도와 함께 내쪽으로 오고 

있다. 

<해석> 무의식의 층, 하나님의 층에

서 솟구쳐 올라온 내용들이 해일처럼 

덮쳐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것

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와 위력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나라는 

자존의 산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습니

다. 

여기에 엄마가 등장합니다. 꿈의 엄

마는 기본적으로는 영적 엄마, 즉 내 

양심이자 하나님으로 보아야 합니다. 

현실의 어머니로 풀면 그저 육적인 풀

이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개인 무의식의 

층을 다루는 프로이드적 분석 상황이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이 꿈은 그보다는 

깊은 영의 층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양심이자 하나님인 엄마에게 악을 쓰며 

영적 파도, 무의식의 파도를 외면하고 피

하라 외칩니다. 그러나 엄마는 파도를 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파도와 어머니는 하

나입니다. 엄마는 인간의 형상을 한 파도

입니다. 해서 엄마는 파도와 한 몸이 되어 

내게 다가옵니다. 과연 엄마와 파도를 맞

이해서 하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도망가고 말 것이냐, 선택의 기로입니다. 

<12월 21일 꿈> 

어떤 의사와 함께 연못가에 서서 물을 

보고 있다. 의사 선생님이 내게 “이 물에 

해와 달이 들어 있다.”라고 말한다. 그 말

에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이었고 ‘아, 지금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싶다. 

<해석> 참으로 아름다운 꿈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산 정상에서 밀려온 파도

가 내 아상의 산을 덮쳐 부숴버리고 난 이

후의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영

적 의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호수는 나

의 마음, 내 무의식이라 했습니다. 그가 내 

호수를 함께 들여다 보아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의 내면 깊은 곳에 해와 달이 들어

있다고 말해줍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작품에서 노승(老僧)이 제

자에게 던졌던 “마음달이 물밑에서 차오

를 때 너의 주인공은 어디로 가느냐?”는 

선문답(禪問答)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

니다. 

해는 스스로 빛을 내는 이기신 하나님

이며 달은 그 빛을 받아 빛나는 내 안의 

하나님, 자성(自性)입니다. 호수 속의 해와 

달은 의사와 나이며, 하나님과 나 자신의 

진면목(眞面目)입니다. 

내 내면의 호수에 달도 있고 해도 있습

니다. 내가 하나님과 맞서지 않고 내 자신

을 내어주면, 마귀 옥을 벗어난 하나님, 이

기신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할 수 있습니

다. 

내 자존의 산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내 안에 좌정해서 내 안의 달과 함께 빛날 

수 있도록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 때는 

내가 이미 호수이고 바다이며 달이자 태

양입니다. 태양(日)과 달(月)이 함께 있으

니 비로소 밝게 빛나기(明) 시작합니다. 

  

끝으로 이 꿈과 신통하리만치 짝을 이

루는 천부경(天符經)의 한 구절로 맺음을 

대신할까 합니다. 

本心 本太陽   

사람의 본마음은 본래  태양이니 

昻明    

그 태양이 떠올라 밝게 빛나면 

人中 天地一     

사람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

이상으로 하나님을 떠나려는 한 생명 

앞에 때론 성난 파도로, 때론 엄마로, 때론 

친구 같은 스승의 모습으로 등장해 역사

하는 하나님의 곤고한 여정이 담긴 꿈들

을 살펴보았습니다.* 

金擇 / kimtaek8@nate.com

The Way of Hating and Persecuting Me is the Right Tao(正道)

꿈에 대하여...<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