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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ictor’s Words

2018년 4월 1일 일요일

When Opponent and I Become one, Kingdom of Heaven is Fulfilled
There is Joy, Peace, Happiness, Eternal Life, and Heaven in One
(This man refers to the Victor of
the Victory Altar.)

Only if one lives with the
thought that they belong to
God, they do not commit sin
The Law of Liberty is leaving
all with God. If one has their
possessions, which is against the
Law of Liberty. As people think that
their children are the property of
their parents, as the ancestors of man
are God, my things are God’s, and
mine is nothing. Such a mindset is
a thought of people who are bound
to die. Truly, for those who keep the
Law of Liberty, they do not have
their possessions. So This man said
that he left himself his life, his heart
and all of him to God. One can not
go on this path of eternal life unless
they entrust it.
The way to be God is that when
he becomes the possession of God,
they become God. If one does not
become the possession of God, they
cannot be Gods. Today there are
many religions in the world, but
there was no real religion of God.
What belongs to God is the religion
of God? It is the religion of God
that belongs to God. If it is human
religion, can a human religion be
the religion of God? No, it cannot.
As the awareness of ‘I’ is Satan,
Satan comes into God, the system,
‘the thought of my property’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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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현기청분(善現起請分) 第二
선현(善現)이 법(法)을 청함_(1)

made. Before, as God sat on the
awareness of ‘I’, all things were
God’s. Therefore, only if you live in
the thought, “My body, my life, and
my whole heart are the possession
of God,” you cannot commit sin,
and you can live as the will of God.
Otherwise, you will live according
to human will, and you will end up
being a life that can not but die.

The disease comes from the
mind
We must know why a person dies,
why a person is sick. One does not
get sick because diseases come from
the outside. Diseases come from
the mind. Getting angry, you get a
heart disease, and it can transformed
into another disease. Like that,
diseases occur from because germs
come from the outside. When one
is upset, their blood decays, germs
generate in the decayed blood. If the
germs have developed multiply and
become more and more, they cause
a disease, later it becomes serious,
then they will die. This man is
telling it is absolutely wrong to say
that bacteria come in from outside
and people die from diseases.
So you have to have a good mind.
You have to live with good hearts
to be healthy and live forever. If
you have a wrong mind, your blood
decays and then germs generate in
your blood. Decayed blood enables
germs to happen. Decayed blood

causes cancer cells. Cancer does not
generate by itself. So if the rotten
blood forms cancer cells, the cancer
cells will grow and spread all over
the body, they will die.

Only if one possesses the
Savior, they can be saved
Are you people who are running
for eternal life? That is, you should
have a right heart from the situation
of God and be loved by God, you
can go this way. You cannot go this
way if you are not loved by God. It
is the Savior who gives immortality.
Therefore, the Savior who holds
eternal life opens the way of
salvation.
The man who found the door
of salvation is the most important
person to those who are seeking it.
If you are smart, you will hold the
Savior.

You should regard everyone
as your body
People are never alone on their
own. God is the owner of them. The
awareness of ‘I’, the fake owner,
controls their thoughts and draw
them this way that way. In fact, their
real owner is the life of God. As God
exists in you, God regards you as
God’s. As God thinks you as God’s
and regards your sin as his, he pours
the Holy Dew Spirit to remove your
sin. How tired and sick when God
takes charge of your sins! Because

God considers you as God’s body,
he regards you as his body and take
charge of your sin.
So I say to you, “Regard everyone
as my body, everyone’s sin as
mine.” This man has said about that
for 20 years. This man seems to
talk differently, but he is just saying
the same thing. His word can be
transformed into another expression,
but it means one thing.
You were made of the blood that
descended generation and generation
from Adam God and Eve God. So
we are not separated but one body.
Comparing a tree, we are one tree
and one body, regarding everyone as
my body and considering everyone’s
sin as mine is normal, regarding
others’ is abnormal.
So, thinking of that normally, we
will return to the state of God before
we become humans. Then, we will
become one. Regarding everyone
as my body, we will become one.
Considering everybody’s situation,
we will become one. Therefore,
if everyone becomes one, they
becomes one. Adding ‘nim’ to ‘hana’
meaning one, hananim meaning
God is done. If you and I are
different, it is not God but humans,
Satan. As humans are Satan, they
die.
So, regarding everyone as my
body and God, you become God
because you become one. So a way

다. 그러므로 수보리를 통하여 법을 청

應云何住 云何降伏其心

다고 하여 이른바‘불성(佛性)’
이라는

하는 형식을 빌려 설법을 시작하는 것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

말로도 쓰인다. 불성(佛性) 즉 진리(眞

이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理)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진리란

육조 스님의 설명에 의하면, 덕이 높

모든 보살들을 잘 호념하시며 모든 보살

바로 중생들 모두에게 부처 성품(佛性)

고 나이가 많음으로 해서 장로라고 하

들을 잘 부촉하시옵니다. 세존이시여, 선

이 있다는 것이며 이 부처 성품은 쉬운

음사한 것인데 선현(善現)이라고 번역

며 제자가 부처님께 법을 청할 때는 오

남자, 선여인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말로써 표현하면 생명의 실상(實狀)을

되기에 선현기청분이라고 한 것이다.

종(五種)의 위의(威儀) 즉 다섯 가지 예

일으켰으면 응당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뜻한다. 생명은 누구의 것이든 무조건

선현은 수보리 존자가 태어날 때 여러

의를 갖춰야 한다.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습니까?

귀한 것이며 또한 생명의 존재를 인정

문이다. 부모님들이 곳간에 가득 채워
놓은 곡식이 전부 사라져 버리는 일들
이 그것이다. 그래서 선현이다.
「종광스님의 금강경이야기」에서

첫째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둘째는 의복을 단정히 하는 것이요, 셋
째는 편단우견(偏袒右肩)하고 우슬착
지(右膝著地)하는 것이다. 가사 착용
한 스님들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이 편단우견이다. 양쪽 어

時 長老須菩提 在大衆中 卽從座起
시 장로수보리 재대중중 즉종좌기
偏袒右肩 右膝着地 편단우견 우슬착지
合掌恭敬 而白佛言 합장공경 이백불언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
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웃옷을 벗어 오른
쪽 어깨를 들어내고 무릎을 땅에 붙여 합
장하고, 공경히 부처님께 아뢰오기를,

깨가 다 덮여 있는 것은 통견(通肩)이
라고 하는데 평소에는 통견의 상태에
있다가 질문을 할 때 오른쪽 어깨를 드
러내는 것이다. 이것은 석가모니부처
님 당시의 예법이었다. 우슬착지(右膝
著地)는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법을 청할 때는 오른
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꿇어
야 한다. 넷째는 합장하고 얼굴을 우러

이곳에서는 해공제일(解空第一; 공
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함)이라고 불리
는 상수 제자인 수보리(須菩提)가 세존

러봐서 눈을 잠시도 떼지 않아야 하며
다섯째는 일심(一心)으로 공경하여 묻
고 싶은 말을 여쭈어야 한다.

께 예(禮)를 갖추고 법문(法聞)을 청하

제자인 수보리가 세존께“참으로 드
문 일입니다. 세존께서는 모든 보살들
을 항상 보살피고 항상 염려와 당부를
하시고 계시다”
고 하면서 깨달음의 마
음을 일으키려면“어떻게 하여야 마음
속의 번뇌(煩惱)를 이길 수 있는가”
를
여쭙고 있는 것이다. 여래(如來)를 범
어로 살펴보면‘그와 같이(tatha) 오신
분(gata)’즉「타타가타(Tathagata)」

So it is our altar doctrine,
“regarding everyone as my body.”
The doctrine is not complicated
and there is only one thing. If one
regards everyone as my body,
heaven is built, eternal life is done,
and critical diseases are healed.
Have you ever heard about it? This
man says about what you did not

So when one becomes one, the
fight ends, and when we become
one, peace is achieved. If we
become two, we fight. When there
is one, there will be no fight, no war
and the world will be peaceful. That
peaceful world is heaven. So, it is
true only if one is done, heaven is
built.
Therefore, when husband and
wife are living together, when they
become one, the home becomes
peaceful. And when they becomes
one, the home becomes a happy
home, and the home can become a
heavenly home. When husband and
wife become two, heaven does not
exist in the home. When the minds
of husband and wife are different,
they always fight. The way to
become one is following the others.
If one moves according to other’s
thought, they will become one. The
man who is able to do so can go to
heaven. Those who do not follow
others’ will cannot go to heaven.*
-Extracted from the sermon of the
Victor Savior of the Victory Altar on
Aug 2nd, 2001
Translation : Angel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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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르침을 소중하고도 즐겁게 그리

하고 자기 스스로 귀함을 받고자 하지

여래선호념제보살 선부촉제보살

고 고맙게 듣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서

아니하여도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汝今諦聽 當爲汝說

석존은 제자인 수보리를 위하여 이 금

희생정신, 즉 자비(慈悲)의 사상이 있

여금제청 당위여설

강경을 연설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

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본래

善男子善女人 發阿褥多羅三 三菩提心

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대중을 위

부터 가지고 있는 불성(佛性)이며 또한

선남자선여인 발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

한 말씀도 된다.

마음자리(心性)를 의미한다.

應如是住 如是降伏其心

아뇩다라삼먁삼보리(阿多羅三 三

응여시주 여시항복기심

菩提)의 아뇩다라는 무상(無上), 삼먁

없는 즉 무차별(無差別)의 평등한 마음

唯然世尊 願樂欲聞

삼보리는 정등각(正等覺)으로 번역된

(平等心)을 말하는 것이다. 평등함에

유연세존 원락욕문

다. 곧 부처의 깨달음은 더 이상 위가

그러므로 이는 곧 너와 나의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최상이며, 바르고 평등하

우리들의 심연 속에 있는 불성을 살펴

며 완벽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선남

볼 때 우리는 참으로 하루하루를 즐겁

가 모든 보살들을 잘 호념하며 잘 부촉하

자와 선여인이 자신 속의 불성 즉 아뇩

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며, 평

느니라. 너는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를

다라삼먁삼보리의 마음을 발현하게

등함 속에서는‘너와 나’
라는 차별상

위하여 이르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아뇩

되면, 형제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도 없지만 높고 낮음도 없는 진실로 모

다라삼먁삼보리심을 일으켰다면 반드시

여기는 보살마하살과 같은 마음을 품

두가 같은 위치에서 서로를 아끼고 존

이같이 머물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

게 되고 감각기관을 잘 다스려 정욕을

경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모

받을지니라. 예. 그러하옵니까? 세존이시

통제하니 몸이 망그러지지 않는 금강

의 여래10호(如來十號)란 여래(如來)

든 것은 여래(如來)의 힘에 의해서 지

여! 원컨대 즐거이 듣고자 하옵니다.

불괴(金剛不壞)를 이루는 것이다.

혜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구현하여 오신 분’
이기에 석가세존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시 수
보리 이하 제자들은 석가를 여래로 생
각하였거나 아니면 석가입멸 후에 제
자들이 그렇게 불렀다고 봐야 한다. 여
래는 여래십호를 얻어 삼십이상을 갖
춘 모습으로 오신 미륵불이다. 부처님
응공(應供) 정변지(正遍知) 명행족(明

如來善護念 諸菩薩 善付囑諸菩薩

行足) 선서(善逝) 세간해(世間解) 무상

이 아니고 세존께서 중생들을 위해 잘

여래선호념 제보살 선부촉제보살

사(無上士) 조어장부(調御丈夫) 천인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그때그

世尊 세존

(天人師) 불세존(佛世尊)을 일컫는다.

선남자선여인 발아뇩다라 삼먁삼보리심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남을 인정해야

다. 수보리여, 네가 말한 바와 같이 여래

希有世尊 희유세존

善男子善女人 發阿褥多羅三 三菩提心

대만 남투현(南投縣) 중대선사(中台禪寺)에 모셔져 있는 수보리존자

바탕을 둔 사상을 한 순간도 잊지 않고

라고 하는데, 이는‘온전한 진리체로

볼 때 불경(佛經)은 우연히 기록된 것

잘 배려하여 설법하는 것을 볼 수 있

That is why when you are one,
eternal life is done. When the mind
becomes one, eternal life is to be
done. So, even if you have a heart
of dissatisfaction, you are going
to die. Could it be one heart to be
disgruntled? A heart that can not be
one is a sin to die.
Making your mind and my mind
one, the two become one, the three
become one, the four become
one, the five become one, then
the thousand become one, the 10
thousand people become one, and
billions of people become one. So
the world that is one is the heaven.
When mankind becomes one,
heaven is built, It can not make a
heaven in the state of people’s many
mind.

When humans become one,
fight and war disappear, peace
and heaven are made

부처님께서 이르시되, 착하고 착하도

는 장면이다. 위의 경구(經句)를 살펴

때의 등장인물과 법을 설하는 주제를

When one becomes one,
eternal life is completed

hear. As This man is developing a
new world, and he is telling a new
word.

신금강경 해설(新金剛經 解說) <4>

수보리는 범어 수부티(subhuti)를

가지 상서로운 조짐들이 나타났기 때

to become God is to be one, then we
become Gods. Now, when you are
two, you can not be God. There is
heaven in one, there is faith in one,
there is the Fruit of Life in one, and
there is eternal life in one.

선현(善現)이 법(法)을 청함_(2)

그리고 제자인 수보리가 스승인 석
이럼으로써 석가모니께서는 수보리

존에게 예를 표하는 것은 사제지간(師

제자에게 금강경의 중요함을 대중들

弟之間)의 정(情)도 있겠지만, 도(道)를

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이 없는 실

배운다 함은 바로 예(禮)를 배우는 것

대승불교에서 여래는 모든 중생들의

佛言 善哉善哉 須菩提 汝如所說

상(實相)을 알리기 시작하는 대목이며

이고 그러므로 도(道)는 기본이 예(禮)

내면에 부처가 될 씨앗이 감추어져 있

불언 선재선재 수보리 여여소설

이에 수보리 제자는 성인(聖人)의 진실

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다.*

明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