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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절(勝利節)에 붙여,

금주의 말씀 요절

십승지(十勝地=백보좌 하나님=정도령)의 출현!
유불선의 여러 경전은 생명과 사망과

(목운)이 금운(십승지 정도령)에게 마귀

의 싸움을 그려놓았다. 생명(하나님)이 이

가 모르게 알려준 그대로 지금 승리제단

기면 죽음이 없는 세상이요. 사망(마귀)이

에서는 불사영생의 천지역사가 진행되

이기면 죽는 세상이다. ‘썩을 것이 썩지 아

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15>

“긴 안목을 가진 사람”
세상에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철학
속에서 살면 잘될 것 같지만 그런 사람

니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십승지란 15진주(眞主)라고도 한다.

은 기껏 돈을 벌어놓으면 불이 나거나

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바 되리라.’(고린

십은 하나님으로 10기토(己土)가 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 전서 15:54) 이는 썩을 것이 썩고 죽을

좌정하는 보좌 즉 정도령의 몸이 5무토

도둑이 들어서 싹 쓸어가는 것이다.

것이 죽는 지금 세상은 생명이 사망에 삼

(戊土)가 되므로 합하면 15진주(眞主=참

킨바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태초

구제주)가 되는 것이다.

율법이요 마귀를 죽이는 법이다. 마귀를
죽이는 것이 가난을 면하는 법이다.
또한 자유율법은 세계를 평화로 통일
하는 법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당장 이익이 없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등바등

면 팽개치고 돌아서는데 안목이 긴 사람

에 하나님(생명)이 마귀(사망)에게 졌기

따라서 십승지란 태초에 하나님이 마

돈을 번 사람들이 잘사나 못사나 지켜보

은 당장은 희생이 되어도 미래를 내다보

때문에(선악과 사건) 아담과 해와가 마귀

귀에게 졌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마귀

면 그런 사람은 잘살지 못하는 것이다.

고 그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다.*

의 종으로 전락, 인간(죄인)이 되었다. 그

를 이겨 그 마귀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그러므로 자유율법이 부유하게 만드는

이후 오늘날까지 죽는 세상이 되어 왔으

십승지(十勝地=정도령)께서 승리제단 성전에 임재하시다

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마귀를 이겨 아담

하나님이 보좌(정도령의 몸)에 좌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장소를

Good News

과 해와를 되찾아 죽음이 없는 세상(에덴

고 하였다. 에덴동산(천국)에서 하나님과

(百寶座)에 좌정하게 되는 것이다. 마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삼

동산=천국)을 만든다는 것이 성경의 참

아담 해와가 삼위일체 삼신일체로서 존재

완전히 이긴자가 구세주요. 십승지 정도령

위일체 삼신일체 하나님이 좌정하게 되

뜻이다. 성경의 목적이 영생이기 때문이

하였으나 하나님과 마귀(선악과)가 싸운

이 되는 것이다.

는 것을 천지개벽이라 한다. 마음이 마귀

다. 에덴동산의 구성요건은 하나님과 아

결과 하나님이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첫째 아담’은 산영이요. ‘둘째 아담’은 살

마음에서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 승리제단을 상대로 허위 뉴스

는 삭제하였다. 특히 KBS에는 명예훼

담 해와가 일체를 이루어야 에덴동산이

해와가 남녀 인간(죄인)으로 전락하고 인

리는 영이라.(고린도 전서 15:45) 둘째 아

으로 바뀌는 것이 핵심 요지이다. 인간의

를 제작한 권주은에 대하여 부천지방법

손 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서울남부지원

되는 것이지 하나님 한 분으로서는 에덴

간의 마음속에서 마귀가 폭군처럼 권좌에

담이 바로 구세주라는 의미이므로 둘째 아

몸으로써 최초로 이를 이루어 내신 분이

원은 관련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판결을

은 2020.7.15. 조정심의를 열어 다음과

동산이 성립되지 않는다.

앉게 되니 즉 마귀가 나라는 자리에 앉아

담이 바로 십승지가 되는 것이다. 강증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정도령 미륵불이 되

내렸다.

같이 조정 판결하였다. “관련 동영상은

서 나라는 의식이 되어 내 마음을 지배 통

선생은 상제(하나님)가 직접 하는 것이 아

는 것이다.

치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인간의 죽음이

니고 대두목(정도령)에게 도통줄을 내려

십승지란 지리상 피난처 아니다

명예훼손 소송 이겼다

삭제된 것을 확인하였고, 추후 조희성

감로를 받아 불사영생체가 되어야

2년 걸린 소송

님에 대한 보도는 삼가겠다.”(승리신문

십승지(十勝地)를 열 군데의 좋은 피란

시작되었던 것이다. 에덴동산을 회복하려

주어 대두목이 천지개벽을 한다고 한 바,

처라고 많이들 말하는데 이는 천부당 만

면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찾아야 할 것

같은 맥락인 것이다. 육도삼략으로 볼 때

십승지의 주인공 정도령이 15진주가

에 대하여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고, 소

셋째, 조희성님을 음해하는 내용의 동

부당하며 격암유록에서 말하는 십승지의

인 즉 하나님이 되는 하락영인(박태선)이

도 하락영인(십승인=하나님)이 인간(박태

됨으로써 감로해인을 용사할 수 있는 권

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들의 관련 동영상

진정한 의미는 결코 아니다. 십승지를 분

일남일녀를 생산 양육하여 하나가 되어야

선)의 몸을 입고 온다. 바로 목운(중천 3략

능을 갖게 되며 감로해인(생명과일)에

로써 2019. 8월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

을 게시 중단 및 삭제하였다. 그 결과 유

석 설명해보고자 한다.

삼위일체 삼신일체 하나님이 완성되는 것

5도)으로서 목도(木道=유불선합일의 도)

서 무궁조화가 나오게 되는데 감로해인

소한 이후 2년 만에 완벽한 우리제단의

튜버 이슈텔러, 이밝음이 해당 동영상을

이다.(격암유록 양백론) 이것이 바로 에덴

를 가지고 전도관(傳道館)을 세우고 천지

은 마귀를 소탕하는 무기인 동시에 하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삭제하였다.

1. 십(十); 십은 하나님을 가리킨다.(천

동산(천국)을 회복한다고 하는 말인 것이

역사를 하게 된다. 여기서 전도관이란 도

나라의 신선이 먹고 사는 양식이기도 하

수天數) 격암유록에서는 궁을 십승 정도

다. 에덴동산이 회복되면 죽음 없는 세상

를 전하는 곳이지만 무슨 도를 누구에게

다.

령이라고 하였는데 궁을은 궁궁을을(弓

이 열리고 불로불사(不老不死)의 지상선

전하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弓乙乙)의 줄임말이고 궁궁(弓弓)이 서로

국(地上仙國)이 된다.

금운과 목운이 일체가 된 십승지

부천지방법원은 9월 8일 피고 권주은

2020.8.1.자 참조)

뉴질랜드의 스티브(Steve Shin)님이
2019. 5월경 인터넷 상에 우리 제단의 실

형사 고소 좌절 후 민사로 승리

이와 같이 1980년 10월 15일 신인합일

상이 왜곡된 동영상 및 글들이 많다며

그런데 토로TV를 운영하는 권주은만

(神人合一)을 이루어낸 정도령의 실제

이런 게시물에 대하여 정화운동을 펼치

은 동영상을 내리지 않고 버티면서 왜

수도한 경험과 진리를 배우고 감로해인

자는 제안을 해왔고, 그에 따라 언론출

삭제하라고 하냐, 우리의 주장을 내용

등지면 백십(白十) 즉 불( =白十)이 나

3. 지(地)란 하나님이 마귀를 이긴 곳이

오며 역시 을을(乙乙)에서도 십(十)이 나

란 의미가 된다. 마지막 천지개벽의 주인

목운(하락영인=십승인)이 가지고 온 유

을 받아 마음속 마귀를 죽여 십승지 정

판부 중심으로 정화운동을 전개하기 시

증명으로 보내면 검토해 보겠다고 하여

온다. 하도(河圖=太白) 낙서(洛書=小白)

공인 정도령(하락영인의 일남=둘째 아담)

불선 삼도합일의 목도(木道)를 금운(둘째

도령과 같이 되어야 불사영생의 신선 하

작했다. 사실 우리 승리제단 식구들은

2019. 7.15.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는

가 양백(兩白)이요. 각기 중앙의 백 5점을

의 몸속에서 하나님과 마귀와의 건곤일척

아담)에게 전한다는 뜻이지 일반 신도들

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내적

내용증명을 확인 후 자신의 게시물은

합하면 백십(白十)이 된다. 마귀와의 싸움

(乾坤一擲)의 큰 싸움(아마겟돈 전쟁)에서

에게 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 신도

도령을 만나서 감로해인을 받으면 되는

투쟁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는

공익목적에 부합함으로 삭제할 수 없다

에서 하나님이 패배함으로써(선악과 사

하나님이 이김으로써 나라는 자리에 나라

는 그 유불선 삼도합일의 도를 받을 바탕

것이다. 시공간(時空間) 속에서 살아가

수도자들이기 때문에 자신 이외의 외부

고 답변하였고, 우리는 2019. 8에 부천소

건) 파괴된 에덴동산을 회복하고자 하락

는 의식으로 존재하던 마귀를 죽여 권좌

과 그릇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운이 목

는 인생들은 그때와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환경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지내왔었다.

사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해

영인(양백성인=십승인=하나님)이 인간

에서 끌어내림으로써 나라는 자리에 삼

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유불선 삼도합일

진인(정도령)을 꼭 만나서 신선(하나님)

막상 왜곡게시물을 탐색하자 엄청난 양

달라고 고소하였다. 권주은이 게시한 동

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이다. 그분이 바로 박

위일체 삼신일체 하나님이 좌정하게 되는

의 목도로서 죽음 없는 세상을 만드는 천

이 되는 길을 찾아야만 시공을 초월한

의 왜곡게시물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영상의 제목은 “사바하 같은 한국의 악

태선(朴泰善)이라고 격암유록(도부신인)

것이다. 하락영인(河洛靈人=十勝人=하나

지공사를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불사영생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천국의

단계적으로 하나씩 삭제할 수 있는 조

질적인 사이비종교 Top5!(https://youtu.

에서는 말하고 있다.

님)이 일남일녀를 낳아 길러서 삼위일체

십승지의 십승은 목운이며 지(地)는 금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참

치를 해나가기 시작했다.

be/E77S6QUMTPM)”이다. 위 고소에

2. 승(勝); 태초에 하나님이 지고 마귀가

삼신일체 하나님으로 완성된다는 의미이

(曺熙星)이다. 따라서 금운이 목운과 일체

례한 자는 드물다는 성경 구절이 있듯이

이겼으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마귀를 이겼

다. 마귀에게 빼앗긴 아담 해와를 찾아야

가 된 것을 십승지라고 하는 것이다. 소위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차원이

다는 의미이다. 격암유록(도부신인)에서

에덴동산(천국)을 회복할 수 있다.

청림도사(靑林道士) 계룡산도 같은 뜻의

다른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는 “천지상쟁혼돈시(天地相爭混沌時)에

따라서 지(地)란 정도령의 몸을 말한다.

다른 표현이다.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

천신부이지귀승(天神負而地鬼勝)을... 승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백보좌(白寶座)에

고 사망을 이겼다.’는 것을 뜻하는 승리제

리자의 놀음으로 귀신 음양 내외”라 한다

해당되며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이 백보좌

단을 세워 천지공사를 하라고 십승하나님

박 명 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 3912 5953

대하여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020.1.6.
첫째, 영생교와 최태민의 영세교를 혼

공익을 위한 보도이므로 형법 제310조

동하여 작성된 기사를 삭제하였다. 박근

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

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부친 최태민

기소처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우리

의 영적 지배를 받았다는 의혹이 확대

는 2020.1.13. 수원고검에 항고하였지만

될 때 최태민이 설립한 영세교라는 종

2020.2.20. 기각되었다.

교를 우리 영생교와 혼동하여 기자들이
최태민이 영생교를 설립하였다고 떠드

대한민국 검찰은 명백한 명예훼손 사

는 바람에 우리 영생교는 엄청난 피해

실을 공익목적이라는 이현령비현령의

를 받았다. 그에 관련된 기사 및 블로그

잣대를 들이대 무혐의처분하였다. 이제

들의 게시물을 추적하여 다음과 네이버

최후의 피해 구제절차인 민사소송을 할

등의 포털사이트에 페이크 뉴스임을 입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20. 6.30. 부천지

증하여 대량의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또

법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드디어 2021.

한 KBS를 비롯하여 약 30개 정도의 방

9.8.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승소판

송 신문사에 잘못된 기사를 정정 또는

결을 받게 되었다.(2021가합102323) 이

삭제하게 되었다.

번 판결로 말미암아 추후 명예훼손 게

둘째, 우리 영생교를 설립한 조희성
님을 음해하는 내용의 기사를 정정 또

시물을 쉽게 게시 중단 및 삭제할 수 있
게 되었다.*

경축 41회 승리절
승리절은 마귀 옥에 갇혀 있던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으로 부활하신 1980년 10월 15일을 기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부활로 우리 인류도 마귀의 옥에서 부활하여 영생할 수
있게 되었으니 구세주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