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nged 17 years old. When men 
turn 17 years old, they don’t feel 
sluggish and move fast. And when 
you’re young, you realize that the 
words of the Savior are the words of 
truth. Do you understand? 

Laughing clears blood
Everyone, This man always told 

you to laugh, right? To laugh is a 
God’s heart. You didn’t know that 
the heart of happy laughter is a God’s  
heart, did you? Laughing makes 
your blood clean. And it clears the 
blood and biotron(life) will generate 
in it. As the number of biotron(life) 
increases, people become young 
without knowing it. After laughing, 
you can feel your body getting 
lighter. A human mind affects the 
blood. Laughter makes your blood 
clear. Older people usually have 
thrombosis in their blood. If blood 
clots increase blood pressure because 
it blocks blood vessels. Laughing 
removes blood clots naturally. Blood 
pressure drops as the blood clot 
disappears. Try to measure your 
blood pressure after a good laugh. It 
goes down. Because This man has 
the spirit of God, many of the doctors 
are in me. So, you have to laugh all 
the time. You should always laugh, 
right? That’s how you’ll live forever. 
So we have to make sure that there 
are no people who die among the 
believers of the Victory Altar. If you 
laugh all the time, you won’t die.*

- Extracted from the sermon of the 
Victor Cho Hee Sung of the Victory Altar on 
Jan 3rd,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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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to be spiritually awakened: 
Don’t be conscious of yourself

If you keep the Law of Liberty or 
the principle of salvation that Savior 
teaches, you never catch any diseases 
and die. It means removing all sins 
in your mind and body can give 
immortality. Any sins come out of 
the consciousness of ‘I’. Thus if you 
don’t be conscious of yourself, you 
will be free from any kinds of sin. If 
you do that, you are definitely sinners 
and are going to catch an illness. 
Those who don’t feel themselves 
totally have not any sickness, sins, 
and death. The saying “only when 
you reach to the level of without ego, 
you will be spiritually awakened” 
means to be completely free from any 
kind of sins. Since the consciousness 
of ‘I’ is the root of sin, not feeling 
myself is the stage of God.

Those who are not conscious 
of themselves have nothing to die 
because only if one has oneself 
there is something to die. Do you 
think so? The consciousness of ‘I’ 
is the root of death and the original 
sin(the Forbidden Fruits) in the Bible. 
Because Adam and Eve ate it, they 
end up with death. As people have the 
Forbidden Fruit or the consciousness 
of ‘I’, that let them commit sin and 
conceive desire. Therefore, when 
you eradicate the consciousness of 
‘I’, you will be complete spiritually 
awakened.

Since This man told you to abolish 
your ego, you think you have to 
eradicate it, but it will be removed by 
unthinking of it because there is no 
room for it.

Do you know which spiritual 
level This man reaches at Milsil(密
室)? It was on that stage that is not 
conscious of myself. I have never 
been conscious of myself a little. 
That is the secret of being spiritually 
awakened and becoming a God.

The True Religious Group is 
Where People do not have the 
consciousness of ‘I’(ego)

It is not a religion where believers 
have the consciousness of ‘I’. It is a 
religion that is a gathering of people 
who are not conscious of themselves. 
As only if one does not have the 
consciousness of ‘I’, they can 
become Gods and immortal beings, 
therefore, the group of Gods is a 
religious group. This man has been 
telling that there is no true religion in 
the world ever. What He meant is that 
religious group is not the place where 
people who do not attain a state of 
selflessness gather but the place 
where people are selfless. In other 
words, the religious group is where 
Gods attend and pray. That’s why I 
have been speaking that religion is in 
God.  

While being trained at Milsil, 
This man had been struggling to 
defeat Himself though, whatever 

effort He made, staying awake all 
night, eventually He failed to defeat 
Himself. No matter how hard He 
prayed, the Victress Eve told Him 
that He did not pray. Finally, This 
man realized that ‘I’ am the Satan or 
enemy against God. That’s why This 
man tried hard not to be conscious of 
Himself.

That’s why when the son of the 
Victress Eve hit This man on the 
cheek with his fist, This man said 
to Himself that “appreciate God for 
letting Him pass the test that He 
cannot defeat of”. Can This man win 
if He thought that ‘I’ took a hit? No, it 
is impossible to win. Since He did not 
have ‘I’, the son of the Victress Eve 
hit not This man but the God in This 
man, so He actually became a Victor. 
The Victor is the one who overcame 
Satan not because He withstood for 
a long time but he actually beat ego, 
Satan. That’s because what This man 
says is truly the way to be God. Is 
there a religion like this? That’s why 
This man has been saying there is 
no religion and science in history. 

become Gods. You undersatand?

Are there any pastors in Christianity 
who preach like this? No, there are 
not. Actually, this is a wisdom of 
God. Nobody can know and say this 
saying of wisdom. Only God tells it. 
If you are not conscious of yourself, 
you don’t catch any diseases. Despite 
you don’t have any diseases, when 
you think you seem sick and go see 
the doctor, it means you have an 
illness. There is no illness in me as 
I have no demons in me due to not 
being conscious of myself. One gets 
ill when the devil is in consciousness, 
but when the consciousness has gone, 
the body does not get sick and don’t 
get old. As ‘I’ exists in you, you grow 
old. As ‘I’  keep getting old in you, 
you keep getting wrinkled and getting 
old. You can’t get wrinkles without 
‘I’. You become young. 

So women become very pretty 
ladies. So I’m afraid they’ll marry 
someone. You’ll die when you get 
married. Do you understand? 

So, if you’re not conscious of 
yourself, as there’s nothing for 
yourself, even if you’re 500 years old, 
and you don’t know if you’re 500 or 
15 years old. The Spiritual Mother(영
모님) said you’ll be physically 17 
years old by then, right? You are 
going to turn into physically 17 years 
old, right? That’s not what a human 
was talking about. This is what God 
said in Him. Because it’s what God 
said, that comes true. You will be 

It’s not science what ego has known, 
which is Satan’s science. So only if 
one becomes a God, there is science 
in God, and only if one becomes a 
God, there is a religion in God.

In the future, people will be 
changed into physically 17-year-
old men and women

This Man speaks not to tell a lie but 
the truth with the principle of the Law 
of Liberty. Thus the more you hear it, 
the more you recognize This man is 
the true Savior. Can you see the fact 
that This man’s saying is that no one 
can speak if he is not a Savior?   

The Victory Altar is the place where 
the Savior raises righteous persons or 
Gods. This Man completely teaches 
you how to get rid of your ego. I 
show the way not to be conscious 
of yourself? Feeling yourself makes 
you lose in fighting against Satan. It 
means Satan occupied and won me. 
Only if you have to demolish Satan, 
you become Gods. It has nothing 
to do with immortality if you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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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are not conscious of yourself, you turn into a phisically 17 years old person

 新金剛經解說 신금강경 해설(新金剛經 解說) <13>
의법출생분(依法出生分) 第八

의지해야 할 법이 나온다_(3)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 때가 되면 부

처님의 한없는 가피를 입어 바른 지혜

로 세상에 금강과 같이 찬란하게 드러

나게 되고, 이렇게 금강경 속에 숨겨

져 있는 사실과 가려진 진실이 백일하

에 온 세상에 밝고 큰 빛을 발하여 여

러분께 바른 법을 찾아 저 언덕에 이르

게 하는 사다리 역할을 하니, 독자들도 

석존의 진실한 가르침에 깊은 감사를 

느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금강경의 원문을 볼까요? 

須菩提 所謂佛法者 卽非佛法

수보리 소위불법자 즉비불법

수보리야, (지금) 이른바 부처님(석존)의 

법(佛法)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부처님의 

법(佛法)이 아닌 것이다. 

[해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석존께

서 반겁(半劫)되는 49년 동안 중생들

과 제자들을 위하여 8만4천의 법문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 금강경을 부

처님의 지혜가 함께하여 자세히 살펴

보면 참으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큰 

지혜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석존께

서는 처음 성도 후 화엄경과 아함의 여

러 경전에도 스스로 부처가 아님을 말

씀하셨지만 그 제자들이 지혜가 없어

서 알아듣지 못하므로 방편의 가르침

을 펴셨다고 법화경과 열반경에 말씀

하시고 계십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마음을 닦는 종교

입니다. 그리고 석존께서 3000년 전에 

미리 “내가 부처가 아니다.”라고 말했

다면 과연 지금까지 불교라는 종교가 

있었겠습니까? 만약 불교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아마 더 험난하고 악한 세상

으로 변하였을 것입니다. 즉 내가 본래 

부처요 또한 부처성품이 있으므로 지

혜로써 참 스승(眞師)을 만나서 진리의 

말씀을 배워 닦으면 누구든 불도를 이

룰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스승(眞師)은 누구를 말함

일까요? 증일아함경을 보면 선지식을 

찾으라고 했는데 증일아함경 8권을 보

면 선지식과 악지식에 대하여 쓰여 있

습니다. 선지식(善知識)과 악지식(惡知

識)에 대해서 석존께서 분별하여 세밀

하게 말씀한 부분이 있으며, 그 말미에

는 악지식과는 함께하지 말고 멀리하

며 선지식은 늘 함께하여 마음에 새기

고 닦아서 행하라고 합니다. 

또한 선지식이 누구를 말하는지, 그

리고 악지식은 누구를 말하는지 깊은 

생각과 지혜로서 잘 분별해야 석존의 

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는 선지식과 악지식에 대하여 독자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

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경전인 증일아함경을 

보겠습니다.  

증일아함경 제8권 안반품(安般品)의 2

聞如是 一時佛 在舍衛國祇樹給孤獨園

 문여시 일시불 재사위국기수급고독원

爾時世尊 告諸比丘 我今當說 善知識法

이시세존 고제비구 아금당설 선지식법

亦當說 惡知識法 諦聽諦聽 善思念之

 역당설 악지식법 제청제청 선사념지

諸比丘對曰 如是世尊 爾時 諸比丘

 제비구대왈 여시세존 이시제비구

 從佛受敎 世尊告曰 彼云何名爲惡知識法

 종불수교 세존고왈 피운하명위악지식법

 於是比丘 惡知識人 便生此念 我於

어시비구 악지식인 편생차념 아어

豪族(出)家學道 餘比丘者卑賤家出家

 호족(출)가학도 여비구자비천가출가

依已姓望 毁 餘人 是謂名爲惡知識法

의이성망 훼자여인 시위명위악지식법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 이때에 

세존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시길, “내

가 지금부터 선지식의 법과 또한 마땅히 

악지식의 법을 말씀하겠노라. 자세히 듣

고 잘 생각할지어다.” 

이에 모든 비구들이 가로되, “그러하겠

나이다. 세존이시여!” 하며 모든 비구들이 

부처님을 따라 가르침을 받았다. 

세존께서 이르시길, “악지식의 법이란 

무엇을 이름인가? 비구들이여, 악지식의 

사람은 이런 생각을 내는데 나는 호화로

운 종족의 집에서 나와 도를 배우고 다른 

비구는 비천한 집에서 나왔으며, 자기의 

성씨와 명망을 믿고 남을 허물하며 나무

란다. 이런 것을 일러서 악지식의 법이라

고 한다.”  

[해설] 이와 같이 악지식(惡知識)에 

대하여 석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계속 

차근차근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

에 대해서 한번쯤은 주의 깊게 새겨 봐

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復次惡知識人便生此念 我極精進奉諸正法

 부차악지식인편생차념 아극정진봉제정법

餘比丘者不精進持戒 復以此義毁

여비구자불정진지계 부이차의훼자

他人 而自貢高 是謂名爲惡知識法 

 타인 이자공고 시위명위악지식법

復次惡如識者 復作是念 我三昧成就

부차악여식자 부작시념 아삼매성취

  餘比丘者 無有三昧 心意錯亂而不一定

 여비구자 무유삼매 심의착란이불일정

彼依此三昧 常自貢高毁 他人

 피의차삼매 상자공고훼자타인

是謂名爲惡知識法

시위명위악지식법 

다시 또 악지식의 사람은 이러한 생각

을 내는데 나는 몹시 정진하여 모든 바른 

법을 받드는데 다른 비구들은 정진도 하

지 않고 계율을 갖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다시 이런 생각으로 남을 헐뜯고 나무라

며 스스로 뽐내는데 이를 일러서 악지식

의 법이라고 하느니라. 

다시 또 이같이 나쁜 이는 이런 생각

을 하는데 나는 삼매를 성취하였는데 다

른 비구들은 삼매가 없고 마음이 어지러

워서 한 가지도 정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이 삼매를 믿고 항상 스스로 뽐내면서 남

을 헐뜯고 나무라는데 이를 일러서 악지

식의 법이라고 하느니라. 

復次惡知識人 復作是念 我智慧第一

 부차악지식인 부작시념 아지혜제일

此餘比丘無有智慧 彼依此智慧

 차여비구무유지혜 피의차지혜

而自貢高毁 他人 是謂名爲惡知識法

이자공고훼자타인 시위명위악지식법

復次惡知識人 復作是念 我今常得

 부차악지식인 부작시념 아금상득

飯食床褥臥具 病 醫藥 此餘比丘

반식상욕와구 병수의약 차여비구

不得此供給之具 彼依此利養之物

 불득차공급지구 피의차이양지물

而自貢高毁 他人 是謂名爲惡知識法

 이자공고훼자타인 시위 명위악지식법

是謂比丘惡知識人行此邪業

시위비구악지식인행차사업 

다시 또 악지식의 사람은 다시 이런 생

각을 하는데, 나의 지혜가 제일인데 다른 

비구들은 지혜가 없다고 하면서, 이 지혜

를 믿고 스스로 뽐내면서 남을 헐뜯고 나

무라는데 이런 것을 일러서 악지식의 법

이라고 하느니라.

다시 또 악지식의 사람은 다시 이런 생

각을 하는데, 나는 항상 음식과 앉을 평상

과 누울 이부자리와 의약품을 받는데, 다

른 비구들은 이런 것들을 얻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이런 물건들을 

믿고 스스로 뽐내면서 남을 헐뜯고 나무

라는데, 이런 것을 일러서 악지식의 법이

라고 하느니라.  이에 비구들아, 악지식의 

사람은 이런 거짓된 행동을 하느니라. 

爾時世尊告諸比丘 我今與汝分別惡知識法

 이시세존고제비구 아금여여분별악지식법

亦復與汝說善知識法

 역부여여설선지식법

是故諸比丘惡知識法當共遠離

 시고제비구악지식법당공원이

善知識法念共修行 如是諸比丘當作是學

선지식법염공수행 여시제비구당작시학

이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에게 이르시

길, 내가 지금 너희에게 악지식의 법과 또

한 선지식의 법을 말씀했는데 이러므로, 

모든 비구들은 악지식의 법은 마땅히 멀

리하고 선지식의 법은 늘 생각하고 함께 

수행하여야 하며 너희 모든 비구들은 마

땅히 이렇게 공부하여야 하느니라.

[해설] 지금까지 증일아함경에서 악

지식은 어떤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그

런데 선지식은 악지식과 반대의 비유

로 쓰여 있으며 이 악지식과 선지식을 

잘 분별해야만 악지식은 누구를 의미

하고 선지식은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선지식과 악지

식에 대한 것과 열 가지 착한 것(十善)

과 열 가지 나쁜 것(十惡)에 관해 다시 

동국대역경원 간 불교 사전을 참조하

여 보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선지식(善知識; Kalyanamitra) ↔

악지식(惡知識), 또는 지식(知識), 선우

(善友), 친우(親友), 선친우(善親友), 승

우(勝友)라고도 함.

① 부처님이 말씀한 교법을 말하여 

다른 이로 하여금 고통세계를 벗어나 

이상경(理想境)에 이르게 하는 이. ② 

노·소·남·녀·귀·천을 가리지 않

고 모두 불연(佛緣)을 맺게 하는 이.

악지식(惡知識); 나쁜 법, 사특한 법

을 말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마도(魔

道)에 들게 하는 이. 나쁜 친구(惡友), 

나쁜 스승(惡師)과 같다.

동대사전에는 분명하게 뜻을 표시하

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표시를 하지만 

석존을 비유한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

하는 악지식은 바로 석존 자신을 말하

며 선지식은 미륵부처님을 말하는 것

입니다.*                明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