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dies and gentlemen, think 
this is the work of humans. This 
is not the work of a human being. 
Did This man say that the month 
and date he entered the Secret 
Chamber was 3:50 p.m. on August 
18th? Also the time he came out to 
evangelize is 3:50 p.m. on August 
18. Who can match this? Then, 
when he went to the United States 
after finishing the heavenly work 
in Korea for five years, the flight to 
the United States was supposed to 
fly at 3:20 pm on August 18, 1986, 
which was delayed, it departed on 
3:50 pm. Looking at this, this is the 
heavenly work. 

The work of the Victory Altar is 
not just a coincidence, and most of 
the believers had dreamed in the 
early days of the Victory Altar.

There were many people who saw 
This man in their dream and came to 
the Victory Altar, in their dream, they 
heard “Go to Yeokgok, to Yeokgo.”, 
so they came. In the early days, there 
were people who were not evangelized 
by the believers, but God himself led 
and came to Yeokgok. In the early days, 
there were many ways in which people 
came. Therefore, this is heavenly work. 
A lot of people came after dreaming 
from different places. The spirit of God 
worked as other selves, from the East, 
the West, and the South, have appeared 
in their dreams and collected people. 
These are those members of the Victory 
Altar.*  -Extracted from the sermon of the 

Victor Christ on April 10, 1992 -

Translation: Angel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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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are two kinds of spirit in 
humans. The existence of original 
human ‘I’ is the spirit of God. And 
the existence of the present human 
‘I’ is Satan. So, the Satan doesn’t 
die just by a few hitting. Satan dies 
when only you suffer something 
unfair enough to make you vomit 
blood and die. 

Satan dies when one has to face 

many unfair things

While This man was trained, he 
suffered a lot of unfair things to the 
extent that he couldn’t say. Only 
if Satan dies, one can become a 
Victor. So, when one goes this 
way, there are many unfair things 
that one cannot express.

The character of God and Satan 
is different. God’s character is 
a sacrificial one, while Satan’s 
character is a selfish one. Also, 
people of the world live a life 
to overcome others. However, 
as after you come to the Victory 
Altar, suffering many unfair things 
is the way of Victors, in order for 
the ‘I’ of God to defeat the present 
‘I’, you should face unfair things 
enough to vomit blood and fall. 
Then Satan dies. Because the ‘I’ of 
God is a sacrificial spirit, when one 
was in the process of suffering, the 
‘I’ of God overcomes the present 

‘I’ by enduring and standing, the 
position of ‘I’ is changed. Satan, 
the awareness of ‘I’ dies only if we 
have to go through many unfair 
things, not once or twice. 

Only when I and the world have 

gone, and only the redeemed Lord 

is seen, one can become a Victor

Therefore, This man said that if 
someone hated him, he hated that 
man, he sincerely liked those who 
spoke ill of him and hit him. Don’t 
you understand when you first hear 
this? From the standpoint of the 
present ‘I,’ you cannot understand 
it. Hearing it from the perspective 
with self-respect, we can not 
understand enough to think, “Could 
it be?”This way to be an overcomer 
is that only if one overcomes 
‘I’ completely and kills ‘I,’ they 
can become a Victor. You cannot 
become a Victor without killing ‘I’ 
and defeating ‘I.’ Therefore, like 
this hymn, “Enjoying happiness 
in the Lord, the storm in my heart 
is stable, so ‘I’ and the world have 
gone, only the redeemed Lord is 
seen. This is my testimony, this is 
my hymn while living a life, I will 
praise the Savior endlessly.” only 
if ‘I’ and the world have gone, that 
person can become a Victor and 
can become a man who is reborn as 
the Holy Spirit. 

This man forgot my name and 

house

This man forgot his name, which 
has been called for 50 years. 

Although his old nature lives, 
he forgot his name, it is not 
understood. So if he asked his 
name to brothers there, they might 
think that he is crazy, he could 
not ask. And as no one called his 
name, no matter how he tried to 
remember the name, he couldn’t 
know it. After a week or so, This 
man unconsciously put his hand in 
the inside pocket of the suit, which 
he wore when entering the Secret 
Chamber. His ID card was there. 
Taking it out, and seeing it, his 
name was written on it, “Ah, my 
name is Cho Hee Sung.”, after that, 
he came to know his name. This 
story cannot be understood. This 
man experienced that for the first 
time.

Can the old nature of Cho Hee 
Sung visit the house where he 
lived for nearly 30 years, right? 
But he did not know the house 
where he lived for 30 years. He 
did not know where his house 
was. So, looking at the address on 
his ID card, he asked, asked, and 
found it. Isn’t it a fact like a lie? 
If one is not accomplished like 
this, it is not being reborn as the 
Holy Spirit. When This man went 
asking and asking, he asked not 
adults but children. Because if he 
asked adults, they would say, “You 

was utterly different, so his mother 
was not felt like her son, and his 
daughter was not thought that her 
father was her father. As there was 
not his son at that time, This man 
asked his daughter, “where is your 
brother? I will be back in a week, 
let him come home.” And This 
man went to his mother’s house 
again a week later. But his son did 
not come. If his son felt like his 
father, he would have wishes to 
meet him. When This man was in 
the army, he loved him so much 
that he would carry him. He loved 
his son so much, but the reason that 
he didn’t come to his father’s place 
is that the spirit is different.

Since the spirit is different, the 
spirit of God and the spirit of Satan 
are the spirit of enemies; the son did 
not come. When his daughter said, 
“although she said that her father 
would come home, but her brother 
did not come.”, This man did not 
feel sorry at that time. If This man 
had been felt like their father to his 
son, is he a Victor? Or sinner? He 
is a sinner. This man went back 
in a week and didn’t even see his 
son; he couldn’t go home after that. 
Because he could not remember, he 
just went twice and didn’t go. Then 
This man stayed for another year in 
the Secret Chamber; he went to the 
world on Aug 18, 1981.

 God’s work runs perfectly

are crazy.” When This man asked 
a child, “Hey, where is C 5 dong 
4ho” He rebuked, “Here it is. As 
you know.” “Knowing that, why 
you ask me”

Because the old nature of Cho 
Hee Sung died and disappeared, it 
is only natural that the new man, 
Cho Hee-sung, can’t know the old 
Cho’s home and can’t know his 
name. That’s the evidence of being 
reborn as the Holy Spirit. 

His family was not thought of as 

his family

Because he was trained that 
although he tries to think of his 
past, he cannot, though he tries to 
think of his family, he cannot, in the 
Secret Chamber for years, he forgot 
his family completely. Additionally, 
since he was a new person who 
forgot his house and his name 
entirely, when This man visited 
his mother, there were his mother 
and his daughter, Jisuk, he felt he 
was in other house. He was not felt 
his mother was his mother. As the 
old nature of Cho Hee Sung died 
completely and disappeared, and 
was a new person; his mother was 
not his mother; his daughter was 
not his daughter; he felt strange. 
It’s been a long time since This 
man visited his mother, and she 
would have told him to have a meal 
and stay longer, but she did not 
tell. She did that because the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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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꿈이란 무엇일까요? 꿈은 어

떤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걸까

요?

 

《답》 꿈을 간단히 정의한다면 ‘마귀 옥에 

갇힌 하나님이 마귀 눈을 피해 인간에게 전

하려는 암호화된 메시지이다.’라고 할 수 있

겠습니다. 이 정의에는 이미 몇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첫째, 꿈의 기본적인 생산자는 내 안의 하

나님이라는 사실.

둘째, 꿈의 내용은 마귀 눈을 피하기 위해 

영적 상징으로 암호화 되어 있어 의식의 나

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이르러서야 꿈은 현대 의학과 심

리학을 통해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王道)’

로 이해되며 그 의의와 가치가 비로소 밝혀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흐

름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이미 수천 년 전부

터 꿈은 고유의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도구로써 활용되어져 왔음을 쉽

게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印)을 뗀 

의인들에게 있어서 꿈은 이미 중요한 영적 

통로로 사용되어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의 

인(印)을 뗀 아브라함과 두 번째 인(印)을 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통해 역

사하신 것은 익히 알려진 바입니다.

세 번째 인을 뗀 야곱 또한 광야에서 돌베

개를 베고 잠을 자던 중 하늘까지 연결된 사

다리 꿈을 꾸게 되고 그로 인해 영적 방황을 

끝내고 비로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연결

을 이루게 됩니다(창 28:10-19).

하나님의 인(印)을 뗀 자는 아니지만 요셉

의 경우도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이집트에

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이집트의 왕 바

로의 꿈, ‘일곱 마리의 살찐 암소를 일곱 마

리의 마른 암소가 먹어치우는’ 꿈을 해석하

여 자신의 목숨은 물론 이집트 백성 수백만

의 목숨을 기근에서 구해냅니다(창 41:1-

57). 그는 바로의 꿈을 ‘7년의 풍년 이후 7년

의 대기근이 올 것’을 알려주는 꿈으로 해석

했었지요.

이후 하나님의 인(印)의 계보는 시대를 건

너뛰어 영모님, 해와 이긴자, 그리고 7번째 

인(印)을 뗀 아담 이긴자에게 그대로 이어

졌습니다. 이 마지막 완성의 세 씨(三位) 또

한 꿈을 통해 많은 역사를 하게 됩니다. 영모

님이 꿈을 통해 주님에게 안찰을 해주신 것

이나, 주님이 해와 이긴자를 만나게 되면서 

생전 꾸지 않던 꿈을 꾸게 되고 해와 이긴자

께서 그 꿈을 가지고 영의 상태를 점검해 준 

것은 유명한 일화이지요. 주님 또한 제단 초

창기에는 일일이 꿈을 통해 제자들의 영의 

상태를 체크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누천년 전부터 하나님과 하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인(印)을 뗀 자들, 무엇보

다도 마지막 완성의 삼위일체를 이룬 영모

님, 해와 이긴자, 아담 이긴자 세 분이 공히 

꿈을 중요한 영적 통로로 면면히 활용해 왔

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보아야 할 또 하나

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나 여호와

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

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

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

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게 부어 줄 것이며30장.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요엘 

2:28-30)”

이 구절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부어줄 

은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기둥’은 이긴자의 등장으로 인해 나타

난 화우로 삼풍해인(火雨露 三豊海印), 즉 

이슬 성신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피

와 불과 연기기둥의 은혜 즉 이슬은혜와 꿈

과 이상(비전)의 은혜가 한 짝을 이루고 있

는 것입니다. 이슬과 마찬가지로 꿈과 비전, 

예언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퍼부어주는 

크나큰 은혜라는 것이지요. 이슬성신이 등

장하는 시기에 꿈과 이상(비전) 또한 하나님

의 은혜로 등장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

다. 이 사실들만으로도 꿈이 가지고 있는 영

적인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져 볼 충분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문》 그렇군요. 그런데 꿈이 기본적으

로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왜 꿈 꾼 나는 

이해할 수 없도록 암호와 상징으로 가

득 차 있는 걸까요? 그냥 내가 알 수 있

는 내용으로 꾸어지지 않는 걸까요?

《답》 당연하고도 중요한 의문입니다. 현

대 심리학이나 의학도 꿈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근해 가고 있는 건 사실

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꿈이 왜 그토록 알 

수 없는 암호와 상징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

는 문제는 현대 과학도 아직 풀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주님 체계 

안에서 살펴보면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이

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꿈의 세계를 주관하는 신과 깨어있

는 세계를 주관하는 신이 본질적으로 달라 

두 세계의 언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

입니다. 꿈이 언제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보

십시오. ‘나라는 의식’이 죽은 듯 잠들었을 

때 만들어집니다. 나라는 의식이 가사상태, 

마취상태나 다름없는 REM 수면 상태로 들

어갔을 때 만들어집니다. 의식의 내가 잠들

고 무의식의 내가 활동할 때, 즉 ‘마귀 내’가 

잠들었을 때 그 틈을 타 ‘하나님 나’의 활동

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꿈입니다. 말하자면 

마귀 종인 내가 하루 한 번은 강제로 ‘죽는’ 

것이 잠이요, 그 틈을 타 내 안의 하나님의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꿈이라 할 수 있

습니다. 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

니다.

의식의 세계는 마귀신의 원리와 법칙 안

에서 조성되고 움직이고 있어 너와 내가 나

뉘어 있습니다.  모든 존재와 시간과 공간이 

갈가리 찢기고 나뉘어 있는 것이 현재의식

의 세계, 마귀 세계입니다. 그러나 꿈은 하나

님의 신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롭고 심지어 ‘나’와 ‘너’의 존재의 경계조

차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죽은 부모님이 나왔을 때 “어? 돌아가신 부

모님이 나왔네?” 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아

무런 모순을 못 느낍니다. 꿈의 영역은 죽음

도 없고, 시간과 공간도 없고 ‘이제 그대로’

의 현재만 있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의식의 내가 개입할 수도, 조작할 수도 없으

며 깨어서의 나는 꿈의 그 세계에 대해 기억

만 할 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해서 꿈의 세계에서는 인간적 언어 대신 

상징이나 비유 은유 등 암호화된 언어를 쓰

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예로 태몽을 들

어볼까요? 태몽의 경우 복숭아며 꽃이며 태

양이며 닭이며 온갖 상징물들이 임신한 아

이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누군가 꿈에 나와 

“네가 아들을 임신했다.” 하는 식의 술어적

인  언어를 쓰지는 않지요. 꿈의 언어와 의식 

세계의 언어체계가 다른 것입니다.  마귀의 

세계관과 언어로는 하나님의 세계와 언어

를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계속                                

 金擇

The process of a human being born again as God

꿈에 대하여...<1>

야곱의 사다리, 샤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