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자호란에는 폭설이 나를 죽이니 온돌방에 있으면 살고

계묘환란에는 마귀가 나를 죽이니 정도령을 만나면 살리라

며 네 하나님이 네게 영광이 되리라(사

60:19-21)”

“그 성은 해와 달의 빛이 쓸 일이 없으

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등불이 됨이

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성으로 들

어오는지라 거기는 항상 낮이요, 밤이 없

도다.묵21:22-24)”

해와 달이 빛을 발하지 않게 된다고 하

였다. 그리고 밤이 없고 항상 낮처럼 밝

은 구세주의 빛이 찬란하게 비친다고 하

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내용이 있다. 승리하신 구세주님을 통하

여 발하는 빛은 온 천하를 비추는 빛이다.  

이 말씀을 보면 왕들도 각자가 자기의 영

광을 가지고 성으로 들어온다고 적고 있

다. 구세주님을 통하여 승리한 존재들도 

역시 자기에게 걸맞는 영광을 가지고 나

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구세주를 통하

여 승리를 쟁취한 존재들은 자기의 공덕

에 따라 영광이 차이가 나게 된다. 그래서 

그 둘리는 영광의 차이로 반열이 정해지

게 된다. 그래서 찬송에 “선지자와 왕들 

반열 대로 서서 금길다닐 때 항상 이 찬

미 하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선지

자 구세주가 맨 앞에 서시고 그  뒤로 영

광이 둘린 차이 대로 반열에 서서 뒤따르

게 된다는 찬송내용이다. 구세주를 통해

서 의롭게 된 자들도 행한 공로에 따라서 

영광의 빛의 차이가 있게 된다. 그래서 성

경에 선지자 구세주를 따르는 왕들이 자

기에게 맞는 영광을 가지고 성으로 들어

온다고 하였다. (묵21;23-25) 왕들이 자

기에게 맞는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각자 행한 공로에 따라서 빛의 차이

가 난다는 것을 말한다.*       다음호에 계속

三. 회복된 하나님 나라 삼천년성

6000년간 마귀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가 사망의 신 마귀권세를 꺾은 승리

하신 조희성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회

복된 것이다. 조희성님의 몸은 세 분 하

나님이 좌정해 계시는 보좌요(묵3:21), 

새 예루살렘성이요(묵21:2), 회복된 에덴

동산이요, 회복된 하늘나라 천국이요(눅

17:21), 세 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

님의 집인 삼천년성이다. 조희성님의 몸

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묵3:21)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데 성공하신 것이다.

승리하신 하나님 구세주님은 무적장수

(無敵將帥) 승리대장(勝利大將)으로 출

현하신 것이다. 그리고 승리대장 구세주

님이 6000년간 마귀에게 잡혀 종살이하

면서 죽어가던 실패한 하나님인 인간들

을 해방시켜 다시 하나님으로 회복을 시

키시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회복이 된다

는 것은 하늘나라 천국으로 회복이 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눅17:21). 초막이나 궁

궐이나 내 주 하나님 모신 곳이 그 어디

나 천국이 된다. 그러니 천국이란 하나님

이 계신 곳이 아닌 하나님 자체로 이루어

지게 되어 다 하늘나라 천국으로 화해지

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회복이 되는 하

나님들의 출현으로 인하여 이 우주는 하

나님 나라인 하늘나라 천국으로 이루어

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6000년 만에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모양으로 전

개되는지를 모든 경서와 예언서를 통하

여 설명을 해보기로 하겠다.

1) 구세주가 출현한 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구세주께서 어떤 모습으로 출

현하시는지 그 과정을 따라 지금 여기까

지 왔다. 앞에서 조희성님이 구세주이심

을 너무나도 자세히 설명하였음으로 여

기서는 설명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으

로 생각이 된다. 다만 구세주 하나님이 출

현하는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다

시 한 번 밝혀 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

떤 모습으로 전개되어 나가는지를 설명

하겠다.

錦繡江山 我東方 天下聚氣運回鮮 始發

금수강산 아동방천하취기 운회선시발

中原槿花國 列邦諸民父母國 萬乘天子王

중원근화국 열방제민부모국 만승천자왕

之王......’末運歌’ 에서

지왕     말운가

“금수강산인 동방의 우리나라여! 천하

의 운이 한국으로 돌아오는구나. 처음으

로 세계 인류의 중심국이 될 무궁화 강산

의 조선국이여! 세계 열방의 여러 민족 

중에서 부모국이 될 것이니 이는 우리나

라에 만승천자 되시는 왕중왕이 계시기 

때문이다.”

先知海印出人才 幾千年間豫言定說 運回

선지해인출인재 기천년간예언정설운회

朝鮮中原化..末運論에서

조선중원화 말운론

“선지성현들이 해인을 가지고 마음대

로 사용하는 분이 나온다고 수 천 년전부

터 예언한대로 천운이 한국에 돌아와 조

선이 세계의 중심국이 된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언인가!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축복받는 나라가 

되는데 인류의 구세주 정도령님이 한국

에서 나오시기 때문이다. 한국이 세계 인

류의 부모국이 된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한국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말이 

되는데 이와같은 엄청난 역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되는지를 찾아보기로 하겠다. 

2) 구세주가 발하는 빛이 온 우주

를 밝힌다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 빛 자체였으므

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마귀 옥에 가두

어 놓고 있던 마귀 권세를 떨쳐버리고 승

리하신 하나님은 눈부신 빛의 덩어리로 

부활을 하게 된다. 승리하신 하나님의 빛

은 실패하실 때의 빛과는 비교가 되지 않

는 엄청나게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된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

였음이라(사60:1)”

이기신 하나님이신 구세주께서는 이

와 같이 마귀 권세인 사망의 무덤을 깨뜨

리고 승리의 부활을 하여 찬란한 빛을 발

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온 세계는 이 

빛 속에서 행하게 되는 것이다.

“열방은 네 빛으로 행하고 열왕은 너의 

비치는 광명에 행하리라(사60:3)”

이때는 해와 달의 빛은 쓸 데가 없어지

면서 사라진다. 직선광선은 음양의 빛과 

더불어 마귀의 빛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의 빛은 곡선광이기 때문에 그늘이 없고 

그래서 온 우주는 그늘진 곳이 없고 죄

인들은 그 두려운 빛을 피할만한 곳이 없

게 된다. 다음의 성경 구절을 한번 보자!

“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권세잡은 자들과 모든 종과 자

주자들이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 산과 바

위를 불러 가라대 우리 위에 떨어져서 가

려 보좌의 앉으신 이의 낯을 피하게 하라. 

저희의 진노하신 큰 날이 이미 이르매 누

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묵6:15-17)”

이때에 죄인들이 빛을 발하는 구세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두려워서 산아 날 

가려라 바위야 날 가려서 구세주 하나님

의 밝고 두려운 빛을 피하게 해달라고 아

우성을 치는 것이다. 너무 두렵고 무서우

니까 죽으려고 하나 죽음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때인 것이다.

“대개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

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는 것이 

피하리로다(묵9:6)”

欲走死走永不得(욕주사주영부득)이라

고 격암유록 초장에 있는 말도 역시 죽고 

싶어 죽음으로 달려가나 영원히 죽음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다. 죽을 수도 없는 세

상이다. 구세주께서 사망의 신을 다  멸하

여 버리니 죽음 자체가 없어진 세상이다. 

영원히 하나님나라에서 사는 존재들도 

또는 영원히 지옥에서 헤맬 존재들도 다 

하나같이 죽을 수가 없는 때인 것이다. 너

무 두렵고 겁이 나니까 스스로 죽으려고 

하나 죽을 수도 없게 되는 기가 막힌 때

이다. 

“낮에 해가 다시 네 빛이 되지 아니하

고 달이 네게 빛을 비추지 아니 할 것이

요 오직 하나님이 네게 영영한 빛이 되

심지어 쥐구멍도 밝히게 되는 것이다. 세

상의 전기불도 직선광선으로 음양의 원

리로 불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마귀의 속

성으로 불을 밝히고 있다가 되는 것이다. 

구세주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우주

의 주인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루어지면 햇빛과 달빛도 사라지고 음양

의 원리의 모든 불빛은 다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의 찬란한 빛은 곡선광선이어

서 마귀의 빛과 구분이 되고 또한 하나님

의 빛은 어떤 물체도 투과해나가는 강력

한 투과력이 있는 빛이다. 그러니 이 우주

에 존재하는 어떤 장애물도 구세주가 발

하는 빛 앞에서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 

바위도 콘크리트 물체도 다 투명한 유리

처럼 투과해 나가는 거침이 없는 빛이다.

1986년도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물리

학 박사인 이원용 박사가 서울대학교에 

와서 강연할 때 다음과 같은 이론을 말한 

적이 있다. 즉 원자의 방사선 중 감마선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은 ‘납’이다. 

그런데 원소의 핵 속에 있는 중성자광은 

이 ‘납’을 뚫고 통과할 수가 있는데 무려 

100억광년이나 되는 거리의 ‘납’도 투과

해 나갈 수가 있는 강렬한 빛이라고 발표

를 했다. 그런데 조희성 구세주님은 말씀 

하시기를 그 중성자 광은 하나님의 빛의 

물질인데 100억광년 정도가 아닌 영원무

궁토록 가는 거리의 납도 투과하여 통과

할 수가 있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중성자 빛은 하나님의 빛이다. 그러

므로 하나님의 빛이 온 우주에 발하실 때

는 온 우주는 가릴 데가 없고 그늘이 없

게 된다. 현재 우리가 장애물이라고 생각

되는 바위나 콘크리트 벽같은 것도 다 투

명한 유리처럼 투과해 나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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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家田 송가전
                                

浮土溫土狗運 부토온토구운에도

似野不野傳 사야불야전했으며

雨下橫山殺我者 우하횡산살아자로 

裏在其中天不矢口 이재기중천불시구

畵狗顧簷家給千兵 화구고첨가급천병 

兩上左右從土生 양상좌우종토생을  

狗性在家豕上加冠 구성재가시상가관 

火鼠再數當運 화서재수당운이라 

重山不利殺我理 중산불리살아리로 

人口有土樑底生인구유토량저생을    

見雪猖獗見家卽止 견설창궐견가즉지 

畵犬卽音家下止 화견즉음가하지라  

부토온토구운(浮土溫土狗運)의 병자호

란에도 들과 비슷하나 들이 아닌 온돌방

에 앉아 피난하라고 전했으며 우하횡산

(雨下橫山=雪설=눈)이 나를 죽이는 것이

며 폭설이 그 가운데 있으니(폭설에 파묻

혀 죽게 됨) 천재(天災=폭설)인 것을 모르

리라. 그림 속의 개가 처마를 돌아보니 집

안에 머물면 천병의 원군을 지원받는 것

과 같으니 양상좌우종토생(兩上左右從土

生) 즉 상하좌우가 흙으로 된 온돌방에 있

어야 살 수 있느니라. 

개의 성품은 집에서 사는 것이니 병자

호란이 두 번째 운수니라. 집 밖을 나가 피

난하면 불리하니 이것이 나를 죽이는 이

치이며 대들보 아래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살게 되느니라. 개는 눈을 보면 미친 듯이 

날뛰지만 집을 본 즉 멈추니 그림 속의 강

아지(개)와 같은 음이 나는 가하지(家下

止)는 집 아래에 머물라는 말이니라. 

雜杼世上當末運 잡저세상당말운에 

不毛之獸丁寧불모지수정녕하다     

浮金冷金牛運 부금냉금우운에도 

似人不人傳 사인불인전했으며

小頭無足殺我者 소두무족살아자로 

化在其中鬼不知화재기중귀부지라

온 세상에 잡다한 것이 판치는 말세의 

운을 당하면 틀림없이 털 없는 짐승들이 

날뛰게 될 것이니 부금(浮金=양금) 냉금

(冷金=음금)이 합일한 말세의 우운(牛運)

에도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천신이 강

림한 분(似人不人天神降)이 피난처임을 

전했느니라. 소두무족 즉 작은 머리에 발

이 없는 것(뱀=마귀)이 나를 죽이는 것이

니 그 속에 조화가 있나니 그것이 귀신인 

줄을 모르리라.  

畵牛顧溪奄宅曲阜 화중고계엄택곡부 

一八于八從金生 일팔우팔종금생을  

牛性在野三人一夕 우성재야삼인일석 

水兎三數終末 수토삼수종말일세

六角八人殺我理 육각팔인살아리로 

弓弓十勝天坡生 궁궁십승천파생을  

見鬼猖獗見野卽止 견귀창궐견야즉지 

畵豕卽音道下止 화시즉음도하지라  

風紀紊亂雜揉世上 풍기문란잡유세상 

十勝大道 십승대도알아보소  

그림 속의 소가 시내를 돌아봄은 생명

수 샘의 근원인 엄택곡부(성인이 계신 곳)

의 금운을 따라야 살아날 수 있느니라. 소

의 성품은 들에 있으니 마음의 밭을 갈듯 

자신을 닦아야 하느니(삼인일석三人一夕

=수修) 수토水兎) 즉 계묘년이 세 번째 운

수로 종말(終末)의 운수이니라. 나를 죽이

는 것이 천화(天火=六角八人)가 하늘에

서 날아와서 나를 죽이는 이치이니 하늘

나라의 두둑에 내려서야 즉 수신 적덕해

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살아날 

수 있느니라. 소는 귀신을 본 즉 날뛰고 들

을 본 즉 멈추느니라. 그림 속의 도야지(돼

지)는 음을 도야지라하고 뜻은 도하지(道

下止)인 즉 정도령의 불사영생의 도에 머

물러라. 라는 뜻이니 풍기문란하고 잡된 

세상에 목숨을 보전하려면 십승 대도를 

알아보소.

     

易理乾坤循環之中 역리건곤순환지중 

三變九復 삼변구복돌아오네

儒佛仙三理奇妙法 유불선삼리기묘법 

易理역리로서出現출현하니

少男少女先天河圖  소남소녀선천하도 

羲易理氣造化法희역이기조화법에 

儒道正明人屬유도정명인속하야 

七十二賢咏歌時調 칠십이현영가시조

乾南坤北天八卦건남곤북천팔괘로 

天地否卦春生之氣천지비괘춘생지기 

八卦陰陽相配故 팔괘음양상배고로 

相生之理禮義상생지리예의로다 

역의 이치에 따라 천지 음양이 순환하

는 중에 천지인으로 세 번 변하고(天人天

地天天, 地人地地地天. 人人人地人天) 이

것을 아홉 번 다시 반복하는 운이 돌아오

네. 유불선이 삼재(천지인)의 이기(理氣) 

묘법에 따라 역리로 나타나는데 소남 소

녀가 주장하는 선천하도는 복희역으로 나

타나니 이기(理氣)의 조화법(造化法)으

로 선천 유도는 바르고 밝은 사람의 도리

에 속하여 72현인을 배출하였고 시조를 

읊고 노래를 부르며 수도하였느니라. 선

천의 복희 팔괘는 건남곤북(乾南坤北=건

괘는 남, 곤괘는 북에 배치됨)으로 천팔괘

(天八卦)에 속하나니 천지비괘(天地否卦)

로서 춘생지기 즉 봄에 만물이 소생하는 

운기를 나타내는 괘이니라. 천팔괘는 팔

괘와 음양이 서로 짝이 맞으므로 상생의 

이치가 있음에 예의 바른 세상이 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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