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y thoughts and overcoming my 
thoughts, they can become Victors.

Therefore, it is not important to 
listen to the word of the Victor in 
the Victory but important to practice 
as they listen. You should defeat 
‘I’ by practicing. You should not 
go home if you want to go home. 
That is a winning life and a life of 
breaking ‘I’. This man did not eat if 
he wanted to eat. If This man was 
sleepy, he did not sleep. If This man 
hated to work, he worked very hard. 
While working, he wanted to take a 
rest, he did not take a rest, he liked 
to work, he stopped working. If 
someone hated This man, he loved 
the man a lot. There were no people 
in this world who This man hated. 
As there was nobody that This man 
hated, he could not commit sins. 

T h a t  i s  t h e  s e c r e t  o f  n o t 
committing sins. If one does not 
know the secret of doing Tao, they 
cannot be qualified as the Savior. 
The secret of becoming God and 
achieving immortality is a life on the 
contrary of what one wants to live. 
As This man became almighty with 
that secret, you can become almighty 
with that secret, too.*

-Extracted from the sermon on 
September 4th, 1991-

 

Translation : Angela Kim

(This man refers to the Victor of  
the Victory Altar.)

 The fastest thing in the world is 
light. But the light of God is infinite 
times faster than the light of this 
world. Does a fast man take the 
world, or a slow man take the world? 

Even the Victorious God 
can not give strength and 
power to the Spirit of God 
in matter

Because the light of God in the 
beginning was occupied by Satan, 
God came to die. However, today, 
an almighty Victorious God can 
emancipate all the Gods trapped 
in Satan. In order for the almighty 
God to annihilate all Satan and to 
release the Gods caught by Satan as 
captives, God should pour strength 
and power to the God locked in the 
prison of Satan. Only if the Gods 
that received strength and power 
destroy Satan surrounding them and 
completely kill Satan catching them 
as captives, the Gods can be liberate. 

This man said that the matter of 
God’s life is in oxygon, its skin is 
surrounded by the spirit of Satan. 
Can the almighty God pour power 
and strength to God in oxygen, or 
not? Before God kills the Satan 
surrounding oxygon, he cannot give 
strength and power. If God kills the 
Satan, the life, the Spirit of God, 

also die with Satan. Therefore, God 
cannot pour strength and power to 
God in oxygon.

God can pour strength and 
power into the spirit of 
God in men

However, God can pour strength 
and power into the spirit of God in 
men. We must open our hearts in 
order for God to pour strength and 
power into us. To open the heart is 
to have the heart of God and not 
have the mind of Satan. As it is 
now, only if one has a highly loving 
heart toward God, God can give 
strength and power to them. In order 
to receive the strength and power 
of God, we must open our hearts. 
Opening our heart means having the 
heart of God. 

Therefore, only if one has the 
heart of God, God can give the 
power, strength, and the grace 
of God to them. Therefore, the 
consciousness of ‘I’ is Satan, the 
spirit of death, and the spirit of sin, 
can God’s grace and power enter 
into one while ‘my thoughts’ move? 
No. Therefore, only when you have 
the heart of loving God highly and 
the conviction of God, the almighty 
Victorious God can come to you 
and give strength and power. This 
man always says that like a dung fly 
sits on top of the shit and a bee or 
butterfly sits on the flower, the spirit 
of God goes to the spirit of God. As 

when God kills the spirit of Satan in 
the condition that Satan catches the 
spirit of God as a captive, the spirit 
of God also is destroyed, before you 
open your heart’s door, God cannot 
kill the spirit of Satan. 

The Steps of Saving the 
Spirit of God

In order to save the spirit of God 
and liberate the spirit of God, there 
are an order and stages. Before you 
open your heart’s door, God can not 
emancipate the spirit of God in you, 
and as the condition that you do not 
have the conviction of immortality 
means the condition that the spirit 
of God in you is locked, God cannot 
pour strength and power to the spirit 
of God in you.   

begged to God with a sincere heart 
until he was connected with grace. 
In that case, at that time, by God 
giving strength and power,  the spirit 
of Satan was destroyed and the 
connection of living water became 
strong. Due to the spirit of God 
becoming gradually strong, stepping 
up one, two, three to defeat Satan, 
This man could become a Victor. 

Therefore you are saved by 
defeating Satan. As Satan is the 
consciousness of ‘I’(ego), one is 
saved by overcoming ‘I’. Therefore, 
defeating ‘I’, one should live against 
‘I’.  If one is drawn by my thought, 
they live as the slaves of Satan. 
If one lives as the slave of Satan, 
their Satan’s spirit become strong 
gradually, it kills the spirit of God 
finally. At the moment Satan kills 
the spirit of God, the life dies, at the 
moment the life dies, the body dies. 
When God in people dies, they die. 
People live because God lives in 
them.

The Secret of Immortality: 
L i v i ng  a  l i f e  on  t he 
contrary of what one wants 
to live

In order to become a Victor 
and to live a life of defeating ‘I’ 
completely, one should not live a 
life that ‘I’ lead, should live a life 
that God leads and insists. Only if 
one’s thought should not be moved 
even a second through refusing 

Therefore, the reason of telling 
you, “Have the heart of God.” 
“Have the conviction of eternal 
life.” “Have a sacrificial heart.” 
and “Always have a good heart.” is 
because the moment you have those 
hearts means that the spirit of God 
in you come out from the prison of 
Satan, at the moment, the almighty 
Victorious God can contact the spirit 
of God. Only if the spirit of the 
almighty Victorious God will give 
you power, you will enable to work, 
gain the power to defeat Satan, and 
receive the ability to destroy Satan.

One can be saved by 
defeating Satan

This man testified that if the 
grace of God was not connected, 
he stopped breathing, cried ou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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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ret of the secrets of receiving God’s grace

 新金剛經解說 신금강경 해설(新金剛經 解說) <1>
들어가는 말

신금강경(新金剛經)
New Diamond Sutra 

석존은 이미 3000여 년 전에 사람들

은 본래 누구든지 부처님이 될 수 있

는 성품, 즉 불성(佛性)이 있다고 하고 

이 불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래의 법신부처님(法身佛)으로 오시

는 미륵부처님(彌勒佛)을 만나 무상대

도(無上大道)의 진리의 법문을 듣고 각

자의 지혜가 점점 자라 여래성품(如來

性品)으로 바뀌면서 본래의 부처의 몸

으로 바뀌는 해탈(解脫)의 경지를 지나 

참다운 부처를 이루게 된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제 달나라를 지나 화성과 

목성 그리고 토성과 태양계(太陽系)의 

미지(未知)의 우주를 관측(觀測)하고 

탐험하는 그야말로 별을 딴다고 하는 

첨단과학시대(尖端科學時代)에 살고 

있다. 그러나 세상의 과학이 비록 별을 

따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하나 정작 

우리들의 고민인 완성된 진리의 도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욱 어

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석존께서 3000여 년 전에 이

미 말씀하신 법문 가운데 과연 우리들

이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

리고 이해를 하였다면 과연 석존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고 깨달았다고 하

는 그 답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석존께서 깨달았다고 하는 

그 답이 무엇인지 아는 이가 단 한 분

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법(佛

法)의 종지(宗旨)인 생로병사(生老病

死)를 해탈(解脫)케 하는 영생(永生)의 

무상대도(無上大道)를 모든 이에게 알

려주어 세상 사람들이 죽음의 마귀(死

魔)에 잡혀 땅 속의 지옥(地獄)에 끌려

가는 모든 사람을 제도하고 구원하여 

저 열반의 언덕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불교(佛敎)가 창시(創始)

되어 우리나라에 전래(傳來)되어 어언 

1500여 년 가까이 지나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이러한 경지에 올바르게 도달

한 사실이 없을 때 우리는 과연 누구를 

찾아야 하고 누구에게 의지를 하여 이

러한 생사(生死)의 큰 고통(苦痛)에서 

벗어나야 할 지 알지 못한다. 

석존은 이 금강경의 사구게를 진실하
고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 이가 바로 선
지식의 가르침이요 이 금강경을 따라 
모든 부처가 나온다고 하였은즉

이처럼 미래세상의 사람들이 의지처

를 가지고 있지 못할 것을 석존은 미리 

아시고 49년간 법문을 설하시면서 불

교의 경전에 아주 자세하게 모든 사람

이 의지해야 할 귀의처(歸依處)와 어느 

참스승(眞師)인 선지식(善知識)을 만나 

어떻게 의지를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세심한 배려의 말씀을 남기셨다. 

즉 석존은 49년간 팔만 사천의 법문

을 하시고 그 설하신 말씀을 후세의 제

자들이 석존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이

해하고 미래에 참스승인 미륵부처님

께 바로 찾아가서 귀의(歸依)하여 몸

과 마음의 의지처를 경전에 밝히고 있

으며, 이러한 경전을 때가 되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안배하여 후학(後學)들

이 올바른 대승경전(大乘經典)을 공부

하여 아누다라삼먁삼보리(阿䅶多羅三

纅三菩提)를 얻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석존의 심중을 정확

히 모르는 제자들에 의해 경전의 뜻이 

왜곡되어 대중에게 알려지고 올바른 

도를 구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경전을 

조작하여 진실을 가리고 삿된 도를 닦

게 하여 아비지옥(阿鼻地獄)에 빠지게 

하는 현실을 볼 때 과연 근기(根氣) 약

한 재가불자(在家佛子)는 과연 어떤 책

을 보아야 하겠는가? 실로 무엇이 정

도(正道)인지 무엇이 사도(邪道)인지를 

분별(分別)하여 알기가 쉽지 않는 것이

다. 

부처님의 지혜(佛智)가 함께하지 아

니하는 이가 석존의 경전을 본다고 하

여 석존의 바른 가르침을 알지 못하게 

어렵게 말씀(難說)하고 불타(佛陀)의 

비밀(秘密)한 가르침을 크게 숨겼다고 

하여 대장경(大藏經)이라고 하는 것인

바, 그러므로 석존은 이치로 불경을 읽

는다고 그 뜻을 아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제불보살마하살(諸佛菩薩摩訶薩)의 

불지(佛智)가 함께하여야 그 뜻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불경을 이

해하여야 한다. 석존은 이 금강경의 사

구게를 진실하고 올바르게 가르쳐 주

는 이가 바로 선지식의 가르침이요 이 

금강경을 따라 모든 부처가 나온다고 

하였은즉 이는 이 금강경이 바로 법신

부처님이신 미륵부처님께 인도하여 

주는 뗏목과 같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이 경을 통하여 석존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금강경을 설하였는지 그 진실한 뜻

을 알았거나 내지는 금강경의 사구게

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아 이해하여 대

중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면 그 분들은 

당연히 욕을 얻어먹고 “너는 외도요 

삿된 도를 행한다.”고 하면서 천대와 

멸시를 당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일들

이 없었던 것이다. 석존께서 경중에 말

씀하신 경천(輕賤)을 당한다는 내용의 

뜻과는 사뭇 다르므로 당연히 올바르

게 이 금강경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석

존의 진실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석존

의 참뜻을 바로 전하지 못하여 주는 것

이므로 대중들에게 욕을 얻어먹지 않

는 것이다. 

구족이 천상에 나는 환희의 법열(法悅)
을 체험하시고 정각을 이루시길

최근만 해도 다양한 종류의 금강경

이 세상에 번역되고 해설되어져 있지

만 올바른 관점으로 해설한 글들이 없

었고 따라서 석존께서 금강경 중에 말

씀하신 법문의 내용에 대해 올바르게 

짝을 맞추지도 못하므로 경중에 써진 

글자의 참뜻으로도 다르게 대중들에

게 가르쳐 주어 참다운 부처님의 도는 

가로막히고 삿된 도를 닦게 하는 큰일

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미륵부처님들의 선

지식(善知識)들께서 소생을 이끌어 주

셔서 이 금강경의 참다운 뜻을 알리고

자 하니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편견(偏見)과 아집(我執)을 버리고 참

다운 구도자(求道者)의 마음자세로 석

존의 진실한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담

아 혜안(慧眼)으로 불타의 교법(敎法)

에 감응하여 바른 길로 나오셔서 미륵

부처님의 진리의 법에 귀의하시어 무

상대도의 영생의 진리에 모두 동참(同

參)하셔서 구족이 천상에 나는 환희의 

법열(法悅)을 체험하시고 정각을 이루

시길 간절히 비는 것이다. 

소생이 비록 가르침이 짧고 미천(微

賤)하여 어찌 감히 불타의 가르침을 함

부로 대중에게 알리겠다고 하겠습니

까마는, 선대(先代)의 조상(祖上)들께

서 눈곱만큼이라도 선근(善根)을 쌓아 

오셨는지라 다행스럽게 부처님께 귀

의하여 진리의 말씀을 겨우 알아듣고 

이 경을 번역하고 뜻을 해설(解說)하여 

알리오니 소생의 무지가 있어도 넓으

신 아량으로 용서하시고 끝까지 살펴

보시옵기를 바란다. 

또한 이 경의 참고 경전 중 열반부의 

대반열반경은 남본 36권부를 참고했

으며, 아함부의 증일아함경은 51권부, 

화엄부의 대방광불화엄경은 80권부, 

법화부의 법화경은 8권부를 참고로 했

으니 이 경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부처

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셔서 언제나 

즐겁고 보람된 나날이 되시기를 축원

한다.*

佛智閣 選佛場에서 

編著者 明鍾

You can receive the strength and power of God by loving Him highly in the condition of opening your heart’s do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