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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이 어떻게 알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에

게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는 

하나님이 구세주가 되어서 이제 사람 몸을 

입고 구세주가 되어서 전지전능한 능력자

가 되어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고 모든 만

물을 구원한다는 것이올시다.” … 중략 …  

지금은 사람의 몸을 빌려서 있지만, 사

람 몸만 벗어던지면 그대로 하나님의 

신으로 원시반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이제 6000년 전 영원영

원 전부터 이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생명체

예요. 영원영원 전부터 살고 이제 살고 있

는 생명체인데 지금은 사람의 몸을 빌려

서 입고 있는 거예요. 사람 몸만 벗어던지

면 그대로 하나님의 신으로 그냥 그대로 원

시반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자

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인간이 하나

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인간이 마귀를 이

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

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가

르쳐주죠? (예) 그래서 나라는 의식이 마귀

인 고로 내 생각은 전부 마귀 생각이야, 하

나님 생각이야? (마귀 생각입니다) 마귀 생

각이죠? (예)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움

직이지 아니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마귀가 점점 약해질까, 강해질

까? (약해집니다) 마귀가 약해질 때, 나중에 

목을 졸라서 죽여 버리는 거죠? (예) 마귀가 

약해져야 목을 졸라서 죽일 수 있어요. 아

시겠어요? (예) 그래서 마귀 죽이는 백정

이 구세주예요. 마귀를 잘 죽여야 구세주 

노릇을 할 수 있지, 마귀를 못 죽이면 가짜 

구세주야! 아시겠어요? (예)” 

이상과 같이 구세주의 보광(普光)과 관

련된 주님의 말씀 몇몇을 열거해보았습니

다. 어찌 됐든 구세주께서는 육신을 남기

시고 빛의 하나님으로 환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구세주께서

는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가운데 오염된 

죄로 인하여 육신이 구성되었는데, 그 육

신조차 녹여 없애버리고 빛의 하나님으로 

환원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육

신을 남기시고 빛의 하나님으로 환원하시

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보광

하신 구세주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2) 이 세상에는 학문도 종교도
    없었다

 
“이 세상에는 학문이 없었다. 종교도 없

었다.” 구세주 둘째아담이 이 세상에 나오

셔서 제일 먼저 던진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학문이 없었다, 종교도 없었

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마

귀의 세상으로 변하였음으로 참 진리의 

학문과 종교가 하늘나라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죽는 마귀의 세상에는 참 학문과 

종교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학문은 마귀의 학문이요 ‘나’

라는 주체의식의 마귀의 학문이기에 온전

한 학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학

문은 ‘사람이 나이가 먹어서 늙고 나이가 

먹어서 죽는다’는 잘못된 학설에 빠져 헤

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

세주는 ‘피가 썩어서 늙는다’라고 과학적

으로 논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의식

이 욕심만 부리면 피가 썩고, 썩은 피가 점

점 많아지면서 노화현상이 두드러지는 것

입니다. 또 썩은 핏속에서 병균이 발생하

고 거기서 번식하기 때문에 사람이 병에 

걸려 죽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을 죽지 않게 하는 자가 구세

주인데, 피가 썩지 않는 비결을 논하는 자

가 구세주요 이슬 같은 성령의 빛으로 피

를 맑히는 자가 참구세주인 것입니다. 지

금까지 이긴자의 길을 걸어온 일곱째 천

사의 발자취에 대해서 괜히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

망을 이기는 과정에서 피가 썩지 아니하

는 비결을 엿볼 수 있었고 하나님에게 나

의 몸과 마음과 생명 전체를 맡기는 법을 

찾아냄으로써 이슬성령의 하나님 은혜로 

채워진 존재로 화하게 되는 것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주체의식이 되는 '나(我)'라는 

정체는 생명의 피를 썩히는 마귀(病

魔)인데, '나'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

으로 거듭나게 하는 자가 곧 구세주!

여기서 재삼 거론하자면 ‘나’라는 것이 

욕심을 부리는 주체요 피를 썩히는 원흉 

마귀임을, 일곱째 천사는 일찍이 깨닫고 

‘나’라는 주체의식이 행하고자 하는 것과

는 반대로 생각하고 움직이었던 것입니

다. 철저한 반대생활로 나라는 주체의식

을 그로기 상태로 몰아놓고 그다음 맡기

는 단계와 여러 층의 영의 단계를 차례로 

밟고 올라가서야 비로소 나라는 주체의식

의 자리에 있던 마귀의 영을 죽여 없애버

리고 양심이 되는 하나님의 영이 좌정함

으로써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기 전에

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불

가능하며,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

을 품어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을 보고도 인간 상태로 있는 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는 것조차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다음호에 계속)*

                                                      박한수

(지난호에 이어서)

그리고 이긴자 구세주께서는 출옥하신 

지 일 년이 지난 2001년 8월 24일에 단상

에서 지금은 사람의 몸을 빌려서 입고 있

는데 사람 몸만 벗어던지면 그대로 하나

님의 신으로 그대로 원시반본이 되는 사

람이라고 말씀한 바 있는데, 인용하면 아

래와 같습니다. 

“전지전능자라는 것은 이제 나의 모든 

마음도 다 알고, 나의 행동도 다 알고 이제 

일일이 일거수일투족 모든 걸 다 아는 자

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제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다 아는 척하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안다면 미리 이제 죄

를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은 좌절해서 포기

할까봐 모른 척하는 것뿐이에요. 아시겠어

요? (예) 이제 모른 척하는 그것은 뭐냐 하

면 이제그대로 모른 척해야 그대로 다시 

새출발도 할 수 있고 모른 줄 알고 새출발

도 할 수도 있고, 다시 결심도 할 수 있고 

다시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마련될 수 있는고

로 그런고로 모른 척하는 것뿐이에요.” 

… 중략 … 

“그러니까 사람이, 바로 마귀의 영이 하

나님의 영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집을 마

귀가 하나님의 집을 빼앗아 마귀의 집을 

만드는 순간 바로 인간으로 되어진 사실

도 모르고, 성경에다가 흙을 빚어서 사람 

만들었다고 마귀가 인간들을 속이기 위해

서 그렇게 기록해놨다는 사실을 이 사람

이 말하는데, 이건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

면 이런 깊은 내용을 알 수 있을까? (없습

니다) 이런 깊은 내용은 주인공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

래 이 사람이 머리가 암만 좋다고 하더라

도 그 옛날에 6000년 전에 되어진 사실 낱

이긴자 일대기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병 중의 하나

가 위장병일 것이다. 원래 맵고 짠 것을 

좋아하는 식생활 특성 때문인데 특히 

요즘 현대인들은 살을 빼느라 밥을 자

주 굶어서 위장병이 더 생기기도 한다. 

위장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우선 맵고 

짜고 기름기가 많은 자극성 음식을 피

해야 한다. 커피와 담배는 최대한 멀리

하는 것이 좋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

는 습관을 들이고 폭식과 과식은 절대 

금물이다. 무슨 음식이든 오랫동안 충

분히 씹어서 삼켜야 한다. 음식을 잘 씹

지 않고 삼키면 위장에 부담이 되고 위

산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위염이나 위궤

양에 걸릴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위장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습관 조

절과 함께 현대인이 

피할 수 없는 스트레

스도 조절해야 한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위장운동을 멈추게 하므로 속이 답답해

지고 더부룩해지는 원인이 된다. 만약 

위장병이 이미 생겼다면 자신의 상태

에 맞는 치료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

렇다고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식생활습

관을 개선하는 등 장기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다’ ‘음식물

이 명치에 그대로 얹혀 있는 것 같다’ 

‘굶어도 배고픈 줄 모르겠다’ ‘가스가 찬

다’ ‘구역질이 난다’ 등 소화불량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런

데 이와 같은 소화불량증 환자들은 내

시경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도 실제

론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가 흔하다. 음

식물 소화에 관여하는 위, 췌장, 담낭 등

의 장기에 기질적 이상이 없고 소화불

량 증세만 나타나는 경우를 일컬어 ‘기

능성 소화 불량증’이라고 한다. 소화불

량 환자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속 쓰림이 주가 되는 궤양형, 위가 잘 움

직이지 않아 소화가 안 되고 명치가 더

부룩한 운동부족형, 마지막으로 흉부 

밑이 타는 것처럼 아픈 역류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소화불량은 맵고 짠 음식, 과식, 과음, 

약물복용으로 위가 지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생긴다. 과도한 스트

레스나 우울, 신경과민도 위 기능을 억

제하는 원인이 된다. 소화불량 환자는 

조금씩 규칙적으로 먹고 자극적인 음식

이나 약물을 피하는 등 위를 혹사시키

지 말아야 한다. 건전한 취미생활로 스

트레스를 푸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식

사와 생활습관의 개선만으로 소화불량

증에 차도가 없다면 약물을 복용해야 

하지만 의사의 적절한 처방 없이 궤양

치료제나 소화제를 복용하면 오히려 증

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

요하다. 궤양형에는 제산제나 산 분비 

억제제가, 운동부족형에는 위 운동을 촉

진하는 메토크로프

로마이드, 돔페리

돈, 시사프라이드가 

많이 쓰인다. 그리

고 역류형에는 산분

비 억제제와 위 운

동 촉진제의 병합 

투여가 바람직하다.

위염은 말 그대로 위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한다. 급성 

위염은 감기약이나 진통제 등 약물을 

복용했거나 교통사고, 큰 수술 등 신체

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생긴다. 

내시경을 보면 위벽에 폭격을 맞은 것

처럼 크고 작은 궤양이 여러 개 깔려 있

다. 그런데도 대부분 명치에 가벼운 통

증이나 구역, 구토, 속 쓰림 등을 호소할 

뿐이다. 그러나 일부 환자는 심한 위장

출혈로 사경을 헤매기도 한다.

만성위염은 급성과 달리 원인이 분명

치 않다. 과식이나 약물뵥용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요즘은 위 속에 살고 있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세균이 주범일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만성위염이 오래되면 위암

이 된다고 흔히들 알고 있지만 꼭 그렇

지는 않다. 만성위염 환자의 극히 일부

에서만 위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염 역시 식생활을 개선하고 스

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

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해야 

한다.* 

                                              이승우 기자 

건강과 수행

 
11절 : 구세주가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

1) 빛으로 거듭난 구세주가 죄인의 몸을 입고 또 벗다

2) 이 세상에는 학문도 종교도 없었다

3) 빛의 하나님이 왜 육신을 남기시고 환원하셨을까

4)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자 7년 옥고를 치름

5) 세상 왕들을 세우고 치리하는 주님

6) 5대 공약 중에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7)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태풍을 막겠다! 

8) 여름장마를 못지게 하고 풍년들게 하겠다!

9) 한반도에서 남북전쟁을 못 일어나게 하겠다!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81회>

피가 썩지 않는 비결을 논하는 자가 구세주
식습관 조절과 스트레스 조절로 극복

백만제단 집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계신 이긴자 구세주님

한국인의 고질병인 위장병

(지난호에 이어서)

석가모니는 그것을 팔만대장경 여기저

기 흩트려 놓고 비유하고 다양한 방법으

로 설해놓았는데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대

단히 어려웠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즉 

석가모니 당대에는 스승도 없었고 시간도 

안 맞았으며 성불에 필수인 감로(甘露)가 

없었기 때문에 성불하지 못하고 벽지불이 

된 것이다. 

석가모니는 
줄곧 미륵만 기다렸다 <3> 

천마(天魔)에 유혹을 받다

[예] 묘법연화경 1권 방편품(方便品)제2

내가 도량에 처음 앉아 나무를 보고 삼

칠일간(21일간) 지내면서 이런 일을 생각

하니 내가 지혜를 얻은 것이 미묘하고 제

일이나 모든 중생들의 근기가 둔하고 어

리석고 눈이 어두워 이와 같은 무리들을 

어떻게 제도하랴 하고 생각중, 그때에 범

천왕과 제석천왕, 사천왕과 대자재천 등 

모든 하늘의 백천만 권속들이 합장하고 

공경 예배하며 나에게 법문 해주기를 청

하므로 내 스스로 생각해 보니 “만일 일

불승(一佛乘:성불하는 법)을 말하면 고통 

속에 빠진 중생들이 이 법을 믿지 않고, 더

욱이 믿지 않고 훼방하면서 삼악도에 빠

지겠으니 내가 차라리 설법을 하지 않고 

빨리 열반에 들어가려 하다가 지난 세상

에 부처님들이 행한 방편을 생각하여 보

니 나도 역시 지금 도를 얻었으므로 삼승

으로 말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시방

(十方=宇宙)의 부처님이 모두 나타나서 

하늘의 음성으로 나를 위로하며

“착하도다. 석가모니불이여, 제일가는 

도사(道師)가 위없는 법을 얻어 모든 부처

님을 따라 방편을 쓰는구나. 우리들도 이 

묘한 제일가는 법을 얻었지만 모든 중생

을 위하여 삼승법을 말씀했노라.” 

작은 지혜의 소승들이 성불할 것을 믿

지 아니하니 이런 까닭에 방편으로 여러 

과를 말씀하며 삼승을 말씀한 것은 보살

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니라.  

[해석] 위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당

시 대각(大覺)을 하시고 보니 중생이 모두 

근기가 무뎌서(根鈍) 사람이 죽지 않는다

는 말씀을 하면, 당시 3000여 년 전의 인도

에는 힌두교가 예나 지금이나 무척 교세

가 컸고 힌두교의 근본 교리가 여러 신을 

대하는 다신(多神)의 사상과, 사람

이 죽어서 윤회를 한다는 윤회사

상을 가르치므로 이러한 중생들이 

설사 석존이 진리를 터득해서 사

람이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는, 

일승(一乘)의 진리(眞理)인 부처를 

이룰 수(成佛) 있는 법을 알려 주려

고 해도 믿을 사람이 없으므로, 빨

리 열반(죽음)에 드시려고 하다가 

과거에 여러 부처를 생각하여 방

편으로서 삼승의 소승법인 현세상 

법을 말씀하신 것은, 미래 세상에 

대승을 배우는 보살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

다. 

[예] 대반열반경 5권

       사상품 (四相品)의 나머지 

虛空名非善亦名無碍是爲名義俱異 

허공명비선역명무애시위명의구이
 

허공은 착함이 아니니 역시 이

름하여 걸림이 없는 것이므로 이

것을 일러 이름과 뜻이 다르다고 

한 것이다.* 明鍾

 彌勒佛出世 석가모니는 미륵을 기다렸다 <2>,<3>
묘법연화경 1권 방편품(方便品)제2

我始坐道場 觀樹亦經行 於三七日中 思唯如是事 我所得智慧 微妙最第一

아시좌도량 관수역경행 어삼칠일중 사유여시사 아소득지혜 미묘최제일

衆生諸根鈍 著樂癡所盲 如斯之等類 云何而可度 爾時諸梵王 及諸天帝釋

중생제근둔 착락치소맹 여사지등류 운하이가도 이시제범왕 급제천제석

護世四天王 及大自在天 幷餘諸天衆 眷屬百千萬 恭敬合掌禮 請我轉法輪

호세사천왕 급대자재천 병여제천중 권속백천만 공경합장예 청아전법륜

我卽自思惟 若但讚佛乘 衆生沒在苦 不能信是法 破法不信故 墮於三惡道

아즉자사유 약단찬불승 중생몰재고 불능신시법 파법불신고 타어삼악도

我寧不說法 疾入於涅槃 尋念過去佛 所行方便力 我今所得道 亦應說三乘

아영불설법 질입어열반 심염과거불 소행방편력 아금소득도 역응설삼승

作是思惟時 十方佛皆現 梵音慰喩我 善哉釋迦文 第一之道師 得是無上法

작시사유시 십방불개현 범음위유아 선재석가문 제일지도사 득시무상법

隨諸一切佛 而用方便力 我等亦皆得 最妙第一法 爲諸衆生類 分別說三乘

수제일체불 이용방편력 아등역개득 최묘제일법 위제중생류 분별설삼승

小智樂小法 不自信作佛 是故以方便 分別說諸果 雖復說三乘 但爲敎菩薩

소지락소법 불자신작불 시고이방편 분별설제과 수부설삼승 단위교보살

▲일본 신노인(親王院)에서 소장 중인 고려 불화 《미륵하생

경변상도(彌勒下生經變相圖), 1350년 作》 출처: https://

ko.wikipedia.org/wiki/파일:미륵하생경변상도.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