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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ictor’s Words

2018년 3월 1일 목요일

Endure, overcome unbearable difficulties, and you get immortality
In order to defeat Satan, you have to develop endless endurance
(This man refers to the Victor of
the Victory Altar.)

changed into immortal ones. This
word is very exact.

When This man began the early
work of God gathering dozens of
people and taking worship services,
people could not think humanly that
the Victory Altar would be so big
after 10 years, but all things have
come true as This man said in the
early period of the Victory Altar.
We can not even think now that
our Victory Altar moves the world
and all the people of the world will
crowd like a cloud. If what This
man said at the beginning was done,
the word that all the people of the
world will rush to the Victory Altar,
obey with gold, silver and treasures
will come true.

This man said if you can not attend
worship service at the Victory Altar,
you should take a worship service
at home through a tape recorder or a
video everyday. If you do not attend
worship a day or two or three days,
doubts arise and you do not want
to come to the altar. What you do
not want to come to the altar means
that you have been caught by Satan,
your mind is completely turned into
the mind of Satan. Before that time,
you have an idea to go to the altar
every day, but if you are covered
by Satan, you will think I want to
skip only today because I am busy.
If one misses a day, two days and
three days, they do not want to go to
the altar, think that going to the altar
is spending time, making money
and working at the time of going to
the altar are meaningful and regard
worship services neglectful. And
they will be drawn by Satan.

The universe moves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Victor
In fact the whole world is moving
as the will of the Victor standing
here and he thinks.
Seeing the whole world goes as
the Victor wants, those who do not
feel that this is not the power of a
man, but the power of God are very
pathetic ones.
Therefore, the reason This man
says,“Take a worship service every
day” is because if you do not take
a worship service every day, your
blood decays. Only if you take a
worship service every day, Satan
in you dies and your bodies are

新金剛經解說

The faces of those who have
taken worship service every
day are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faces of those who
have not taken a worship
service everyday
Therefore, the faces of people
who attend a worship service in the
Victory Altar every day, receive the
grace of God, and come to the end,
are different. Therefore, the faces

of people who do not come to the
Victory Altar every day and people
who continually come to the Victory
Altar are different at the end. You
can not discern them at present,
but This man standing here can
distinguish now.
The face of a person who is
loyal to God with all their heart in
daily life is different from the face
of the person who is reluctantly
present at the altar in the midst of
laziness, breaks the Law of Liberty
at times, gets angry, often fights, and
sometimes hates a person.

This man can not stand near a
man who hates people and go to his
house because there is a bad smell
in the body of a person who hates a
person. Though This man is invited
to one’s dinner, he can not go. The
reason for that is if one does not
keep the Law of Liberty or if they
are jealous of brothers or hate them,
their houses are full of a bad smell,
he is suffocated. So This man can
not go their houses. Ordinary people
cannot smell that. Those who do
not smell it do not know that. This
person does not go not because he is
arrogant or busy. As This man said
in public, the house of the man who
keeps the Law of Liberty and lives
with God in their heart, is filled with
fragrance and the air in the room is
good, but the house of the people
who do not keep the Law of Liberty
has a bad smell so This man can
not breathe there. So he can not go
there.

This man said to you before that
the face of the person covered by
Satan is black. They do not look
black to your eyes, but they look
black to the eyes of This man.
Examining the man’s life in detail,
he breaks the Law of Liberty and
do not live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The face of the person is
covered by Satan is black and also
he smells bad. Those who attempt
desires and lose temper usually have
a very bad smell. A body of a man
who hates others and gets angry
have stench. It is worse than a stink
of poop. Those who are greedy and
steal have a nasty smell. The body
of a man who is jealous and hates
people without reasons, have a bad
smell, too. Murder sin is more scary
than stealing.

The Victor is the most pitiable
man in the world

The sinner’s body smells of
corruption

The man of heaven can not
become friends with sinners in the

Sometimes, in case there is a
person who has the condition to
save many people by evangelizing
him, This man goes to the house
of the person though there is a bad
smell, but it is very difficult. Think
about it. Staying there for one hour
or two hours is being suffocated.

world, and can not live together. The
life of the righteous man is clean,
his/her life is different from sinners’
living environment.
Becoming a Victor, a righteous
man, understanding the Grace and
those who have received grace in
the old days, from the position of
the Grace, This man could see how
great they were. Enduring such
difficulties, something to vomit, and
fawning, more over as This man is
a perfect man, the smell was more
terrible.
From the beginning, This man told
that the poorest man in this world
is the Victor, the most miserable
person in the world is the Victor. As
the Victor is the man who took off
sin completely, his body and mind
is clean. As he is clean, his touch
sensation, his sight, and his sixth
sense are different from normal
people’s. Leading this worship
service, This man is dizzy and
unable to control himself, holds the
rostrum for a long time, and goes
down sometimes. The heart of God
and the heart of people in the world
are completely different. Seeing the
hearts of sinners from the heart of
God, it is vomitous.

Satan has no patience
When you propagate a new
comer, when the new comer does
not listen and doubts, you want to
quit to evangelize the person. From

your point, such a mind come out,
God’s point of view, such a heart
comes out more, but as God is the
God of patience, though God is in
the situation that no matter how
intolerable and unbearable God can
not see it anymore, such character
that endures to the end exists in
God, God can stand. If God does
not have such nature, he cannot be
patient. So, there is a case that when
a sinful person propagates a person,
if the person does not listen to him,
the sinful person gets angry saying
“if you want to come, ‘come’, if you
do not want to come, quit.” Satan
has no power to bear, no power to
stand. Satan is changeable because it
does not have the strength to endure.
That is a weak point and character
of Satan.
Therefore, in order to become a
God, one should raise the character
to endure to the end. Therefore, if
one develops the character to endure
to the end first and is accomplished,
they will be surely saved, achieve
immortality and become Victors.
Therefore, because if you endure to
the end, you will be Victors, God
gives difficulties continually which
you can not bear any more.*
-Extracted from the sermon of
the Victor in the Victory Altar on
Dec 6th, 1991

Translation : Angel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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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會因由分(법회인유분) 第 一

이다.

제자들에 의해 석존의 말씀을 기억하

서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셨던 곳으로

여, 암송하고, 기록하여 결집한 것이었

우리는 보통 생략하여 기원정사(祇園

우리가 흔히 금강경을 대승경전군에

다고 한다.

精舍)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절이 있

속한다고 한다. 대승(大乘)이란 무엇인

즉 이와 같이 들은 대로 기록한다고

는 이곳에서 세존께서 오래 머무르셨

가? 대승이란 일체중생(一切衆生)이

금강경은 왜 대승 경전이라고 하는

하는 믿음(信仰)에 바탕을 둔‘여시(如

던 관계로 많은 설법이 이루어졌으며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에 의해 모든 번

가? 대승(大乘)이라고 함은 나보다는

是)①’
가 있으며, 아난다 자신이 부처

수많은 경전에서 이곳의 지명이 많이

뇌를 벗어 던지고 해탈(解脫)의 바른길

남을 위하고 내가 남을 부리기보다는

님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아문(我聞)

나타난다.

에 들어 불도를 이루게 되는 것을 대승

남에게 부림을 당하여도 즐겁게 행함

②’
이 있으며, 언제인가를 나타내는

으로 평등을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나

‘한때(一時)③’
라는 시간이 있고, 주

를 상대방에게 낮추고 상대방을 부처

제를 다루는 주인공인‘석존(釋迦世

법회가 열린 이유_(1)

님처럼 받들 때 과연 이 세상에 다름이
있겠는가?
如是我聞
여시아문
一時 佛在舍衛國祇樹給孤獨園
일시 불재사위국기수급고독원
與大比丘衆千二百五十人俱
여대비구중천이백오십인구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
서 사위국의 기수급고독원에서 큰 비구
들 1250명과 함께 계셨다.

의 법이라고 하며, 대승의 불법(佛法)

법회가 열린 이유_(2)

은 평등(平等)임을 화엄경(華嚴經)에

라오스 루앙프라방(Luang Prabang)의 이른 새벽에 스님들이 탁발하는 모습

서 찾아볼 수 있다. 평등(平等)의 참모

尊)④’
이 계시며, 장소를 말하는‘사

爾時 世尊食時 着衣持鉢 入舍衛大城乞食

습은 무엇일까? 평등의 실상(實相)은

위국(舍衛國)⑤’즉 산스크리트 원본

이시 세존식시 착의지발 입사위대성걸식

바로 나(我)라는 가짜의 허상을 버리고

그러므로 만약에‘나’
라고 하는 생

받아먹지 아니하고, 세존 스스로 걸식

에서는 슈라바스티[Sravasti]라고 적

於其城中 次第乞已 還至本處 飯食訖

‘참나(眞我)’
를 찾는 것인데 이 진아

각이 있다면 이는‘가짜의 나’
를 일컬

(乞食; 탁발)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혀 있고, 이 슈라바스티는 고대 인도

어기성중 차제걸이 환지본처 반사흘

(眞我)를 찾기에 앞서 우선 나를 버려

음이며, 이렇게 있고 없음을 분별하므

있는 것이다.

의 중부에 있었던 코살라(Kosala)라

收衣鉢 洗足已 敷座而坐

야 하며, 나를 버리기 위해서는‘나라

로 화합이 있을 수 없다. 또한 너와 나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는 스스로를

는 나라의 중심 도시를 말하며 지금의

수의발 세족이 부좌이좌

고 하는 상(我相)’
을 버려야 한다.

를 분별하므로 우월감(優越感)을 찾으

낮추고, 대승의 가르침 속에 중생들을

함의 사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자들에게 걸식하는 일들을 시키거나

곤다(Gonda) 주(州)의 사헤트 마헤트

그때 세존께서는 공양하실 때인지라,

이 말씀들은“모든 만물이 불성(佛

려고 하는 것이 중생심(衆生心)의 일반

가르치기 위하여 무아상(無我相)을 보

(Sahet-mahet)를 말하는 지역으로서

가사를 입으시고 발우를 드시고 사위의

性)이 있다”
라고 하는 대의에 평등함

적인 생각이므로 불교에서는 이러한

이면서 금강경의 요지를 일상의 수행

설법 장소가 나타나고, 세존의 설법을

큰 성으로 들어가셔서 밥을 비시는데, 그

을 밝혔는데 대승의 논지이자 불교의

생각을 내는 인상(人相)과 중생상(衆生

생활 중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듣는‘대중(1250명의 비구 포함)⑥’
이

성안에서 차례로 밥을 비신 후 다시 본래

핵심인 일체중생실유불성(一切衆生悉

相)도 버리라고 하는 것이다.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시던 곳에 이르러서 진지를 드신 후 가

有佛性; 만물이 불성이 되는 생명이 있

사와 발우를 거두어들이시고 발을 씻으

다)이라고 하는 큰 진리(眞理) 아래 생

신 후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렇게 불교 경전의 첫머리에 거의
빠짐없이 공통으로 나타나는 여섯 가

또한 현재 우리 곁에 계시는 미륵부
처님께서는 항상 가르치시길“스스로
낮추어 행하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명의 존엄성에 큰 뜻을 갖추고 있는 불

석존은 평등심과 낮추는 마음으로 걸
식(乞食; 탁발) 몸소 실천

교의 가르침에서 차별의 상이 없는 평

그래서 대승의 법이 평등함을 말하

자유율법의 근간은 내가 남보다 우월

이 말씀을“자유율법”
이라고 한다. 이

위에서 석존은 그 제자이자 조카인

지 필수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아난다를 통하여 기록을 남기셨으니

일러 육성취(六成就)라고 한다. 즉 현

이 법회인유분(法會因由分)은 금강

등함을 말하고 있다. 즉 너와 내가 다

고 있다면 평등함 속에는 높고 낮음이

하다는 것이 아니고“누구든지 내 몸

경전의 첫 문구가 여시아문(如是我聞)

대에서 육하원칙이라고도 하는 조건

경의 가장 기본 골격이자 핵심의 내용

름이 아니고“우주의 만물에 불성이

없는데, 이러한 차별이 없음으로 석존

처럼, 형제의 죄도 내 죄로 여겨라”
는

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산

에 의해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금강경의 기록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나 부

께서는 일국의 왕자였던 이력은 그만

말씀을 현 생활에서 실천하여, 몸과 마

스크리트 원본에는‘에밤 마야 슈르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

된 내용들이 특수한 동기를 설명한 것

처요 중생들의 번뇌(煩惱)가 없어지면

두고라도 수많은 제자가 있고, 많은 대

음에 새겨지도록 하는 습관을 이르는

탐’
이라고 적혀 있으며 아함부의 경전

은 산스크리트 원본에는 제타바

이 아니고 일상 중에 있어 평등함을 실

불성을 회복하여 부처가 된다고 하는

중들이 우러러보는 부처님이라고 호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율법은 불경에

에서는‘문여시(聞如是)’
로 시작하고

나 나타핀다다샤 아라마(Jetavana

천하는 수행 과정을 요약한 것이며, 또

데 여기에는 도둑질한 사람이나, 살인

칭을 받으며 추앙을 받는 분으로서 평

서 말하는“일체중생 실유불성”
이라

있다. 이러한 내용의 말들은 경전을 편

nathapindadasya arama)로 표기되

한 세존께서는 대승의 가장 기본이 되

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불법(佛法)을 비

등한 마음(平等心)에 바탕을 두고 스스

는 제불보살 평등사상을 행동화하는

집하고 결집함에 있어서 제자들이 석

며, 불교에서는 신성시하고 중요한 지

는 하심(下心)과 평등(平等)함을 손수

방하는 일천제(一闡提)의 무리들도 불

로를‘낮추는 마음(下心)’
으로 중생들

율법인 것이다.*

존 사후(死後) 아난과 가섭을 포함한

역 중에 한곳으로 이곳이 바로 세존께

행동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

성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 바로 평등

에게 친히 나타내어 보이시기 위해 제

明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