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operate with the will of 
mankind’s salvation.

So this work belongs to the Savior, 
you cannot do it. What you can do 
is to endure to the end and cooperate 
with the will of the Savior at the risk 
of your life. It is the Savior’s share 
to make you a Savior and a Victor. 
That is the work of the Savior. 
This work will not be done without 
the Savior. Because Satan knew 
this, it imprisoned the Savior for 7 
years in order to kill him. Although 
the Savior did not kill people, the 
prosecutor tempted him:He said kill 
them and he will be  released. If This 
man said this, he would be hanged. 
Can you see how frightening Satan’s 
tricks are?

So This man is trying to produce 
many Saviors getting out of prison. 
All you have to do is to leave 
yourself to the Savior completely. 
Only if you entrust yourself to  the 
Savior, the Savior will make you a 
Savior. He has a power to make you 
Saviors.So in order to Savior, you 
should withstand to the end.*

Extracted on the sermon of the Victor Cho 

Hee Sung on Aug 13th, 2003.

Translation : Angel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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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dvent of the Savior 
Defeating strong Satan

If one does not have patience and 
perseverance, they can not go this 
way. You can have a Savior in your 
heart when you reach a state where 
you can carry the Savior. Living in 
the Savior is feasible when you reach 
that state.  So This man says one 
cannot go this way without enduring 
patience. Patience belongs to God, 
Satan has no patience.Changing 
occasionally is the character of 
Satan. Only if one endures  with 
patience steadily to the end, they can 
reach the level of having the Savior 
and live in the Savior. Because Satan 
is too strong, God knew that to be a 
Savior, he must have a great deal of 
patience and ability.

That is why it took 6,000 years 
to raise a Savior. For six thousand 
years, God raised the Savior’s 
strength as well as his patience. This 
man knows the state of the dead. 
People die because they can not pass 
the crisis. Because of not having 
patience to persevere to the end, 
people die. 

Patience to put up with to the 
end

You need a chance to strengthen 

your body and mind that makes 
you stand to the end. So This man 
tells you to come to the Victory 
Altar everyday. It is a means to 
develop your patience. If you do 
not have the confidence to come 
out everyday, it is better to give 
up early and go to hell. This man 
said from the beginning that he has 
come to raise you strong. A man 
with a strong patience is a powerful 
person. A person without patience 
is weak.The strong can go this way, 
only the strong man can become 
Victors, and only the strong man 
can become Saviors. If one is not 
strong, they can neither be saved nor 
become Victors. This man endured 
in Secret Chamber in the condition 
that he could not stand at all. So he 
became a Victor. The strong man 
who stands to the end can become a 
righteous man. If one is not patient, 
they are supposed to commit sins. As 
humans’controlling spirit is Satan, 
Satan makes humans commit sins. 
That is why those who endure and 
endure even at the moment when 
they can not bear become righteous 
men.  

The power to overcome death 
comes out the in the hope of 
eternal life

If there is no hope of eternal life, 
will such power emerge? No , it 

will not. If the hope of eternal life 
is firmly established, we will be 
able to endure until the end. God 
has that ability to withstand. God is 
that of endurance. However, Satan 
often behaves capriciously. During 
jobs, they quit them after few days. 
Because of the nature of Satan, they 
are full of the spirit of Satan, so 
they can not bear for a long time. 
There was a phase that he could not 
stand no matter how hard he tried 
in the Secret Chamber. However, 
after overcoming that stage, he was 
admitted that he overcame himself.  
Also at the moment people give up 
their lives, they die. If you endure to 
the end and stand, you will never die. 
When one gives up or is completely 
frustrated, they die. If you know only 
this, you will not die without faith. 
So, this word is very expensive. You 

you the grace of God by pulling God, 
you are raising as Saviors gradually.  
So human beings can never become 
Saviors or Victors. A man born to the 
world in a human body can never be 
a Victor or a Savior. It’s impossible. 
So God produced the Savior who 
can make people Saviors for 6000 
years.  

If you have the Savior in your 
heart, you can live in the Savior, then 
you can become Saviors, that is a 
way of becoming Saviors. Although 
one listens to this word, if they do 
not become Saviors, they are cursed. 
Being cursed, they cannot become 
Saviors. Therefore, This man says 
about a way you can practice.

Endure to the end. The Savior 
makes you Saviors. If you endure 
to the end, the Savior will make 
you Gods, Saviors and Victors. The 
Savior does this work. Humans 
cannot do it. Those who think that 
humans can do the work should 
change their thought. Or they will 
go to hell. Only the Savior can do 
it.  The Savior was accomplished 
through not 100 years, not 1000 
years, not 5000 years, but 6000 
years.If Savior is done, the will of 
God is supposed to come true. The 
Savior can make all of mankind  
over the world to live in heaven by 
making them Saviors.

are listening to a word that can not 
hear with a billion won. Even if one 
does business in the world, if they 
fail in their business and give it up, 
they becomes a complete loser. But if 
one endures to the end and challenge 
it continually, they will eventually 
succeed.

The Method of Salvation
According to Revelation 12:5, a 

woman clothed with the sun, will 
give birth to a son, a male child, who 
will rule all the nations with an iron 
scepter. The woman thothed with 
the sun is the Spiritual Mother. The 
Spiritual Mother raised the Savior, he 
is very great. The Spiritual Mother 
said that there is only a man who 
draws God. The only person is the 
Savior. The only Savior has a power 
to draw God. Therefore, as he pours 

The Victor’s Words2018년 7월 1 일요일6

The work of heaven cannot be accomplished without the Savior
There is no way except for persevering, standing, and being loyal to God

 新金剛經解說 신금강경 해설(新金剛經 解說) <7>

 묘행무주분(妙行無住分) 第四

머무름이 없는 묘한 행_(1) 

復次須菩提 菩薩於法 應無所住 行於布施 

부차수보리 보살어법 응무소주 행어보시 

所謂不住色布施 不住聲香味觸法布施

소위부주색보시 불주성향미촉법보시

須菩提 菩薩應如是布施 不住於相 何以故

수보리 보살응여시보시 부주어상 하이고 

若菩薩 不住相布施 其福德不可思量

약보살 부주상보시 기복덕불가사량

또 수보리야, 보살은 어떤 법에도 머무

른 바 없이 보시를 하되 색에 머물지 않

고 보시하며 성향미촉법(聲香味觸法)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시하느니라. 수보리

야, 보살이 이와 같이 보시하여 모양에 머

물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모양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시하면 그 복

과 덕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해설) 보살이라고 함은 불교 사전을 

살펴보면 보리살타(菩提薩土垂)의 준

말로써 성불하기 위해 수행(修行)에 힘

쓰는 이의 총칭이며 또 재가(在家), 출

가(出家)를 막론하고 부처님(法身佛)

의 진리의 말씀인 대승의 법을 수행하

는 모든 이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불하기 위하여 보살의 수행단계를 

거쳐야만 이 성불의 완성 단계를 들 수 

있다고 합니다. 보살의 수행에 있어서 

우선되어 닦아야 할 수행은 평등심(平

等心)을 가져야 하며 자비심(慈悲心)을 

내어 모든 중생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보시, 즉 무주상보시(無住相布

施)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 없이 베푸는 마음

이 없이 남에게 내가 베푼다는 마음으

로서 내가 좋아한다면 이는 바로 아상

(我相)이 있는 것이며, 불교(佛敎)에서

는 이 아상(我相)을 버려야 도를 얻을

(得道) 수 있다고 하여 많은 분들이 나

를 버리기 위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에서는 석존께서 

보살이 수행에 있어서 나를 버리고 베

풀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분명하게 가

르치고 있는 것이니 우리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아원이나 또는 양로원

에 많은 물품으로 보시한다고 하며, 내

가 이렇게 보시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아상에 빠지는 누(累)를 범하게 

되니 조건 없이 베푸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스스로도 복(福)을 짓고 모든 

부처님들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머무름이 없는 묘한 행_(2) 

須菩提 於意云何 東方虛空可思量不 不也

수보리 어의운하 동방허공가사량부 불야

世尊 須菩提 南西北方四維上下虛空 可思

세존 수보리 남서북방사유상하허공 가사

量不 不也世尊 須菩提 菩薩無住相布施福

량부 불야세존 수보리 보살무주상보시복

德 亦復如是 不可思量 須菩提 菩薩旦應

덕 역부여시 불가사량 수보리 보살단응 

如所敎住

여소교주 

수보리야, 너의 뜻은 어떠하냐? 동방 허

공을 헤아릴 수 있느냐? 헤아릴 수 없습

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서북방과 

그 사이(남서쪽과 서북쪽 등) 그리고 아래 

위 허공을 가히 헤아릴 수 있느냐? 헤아

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

살이 상에 머무르지 않는 베풂의 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

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다만 가르치는 

바와 같이 머무느니라.   

해설) 그러므로 이 문장에서도 석존

께서는 제자인 수보리에게 하늘의 경

계를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인간

의 본래의 마음자리를 묻기 위해서 하

늘의 크기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

다. 하늘이란 것이 본래 뚜렷하게 경계

가 없음이요 또한 우주도 하늘에 속하

는데 우리들 인간이 비록 우주에 비하

여 보면 작은 몸이지만 본래가 부처님

이었으므로 바로 위의 글과 같이 인간

이 지극히 원대하고 넓은 마음으로 어

떠한 모양에도 집착을 버리라고 하시

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본래 지금의 우리들 몸

처럼 구속된 몸이 아니고 불성(佛性)과 

육신통이 있는 자유하고 함이 없는 힘

(無爲法)을 가졌던 전능(全能)의 존재

였으나 바로 ‘내가 있다’라고 하는 아

상으로 인하여 이렇게 육신(肉身)에 갇

혀서 중생상(衆生想)을 가지고 살아가

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

상 나를 버려라.”하고 가르치는 것이

며 바로 나를 버려야만이 불도(佛道)를 

이룰 수 있다고 하므로 보살도 또한 이

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여리실견분(如理實見分) 第五

이와 같이 진실로 보는 것_(1) 

須菩提 於意云何 可以身相見如來不 不也

수보리 어의운하 가이신상견여래부 불야

世尊 不可以身相得見如來 何以故 如來所

세존 불가이신상득견여래 하이고 여래소

說身相 卽非身相

설신상 즉비신상

수보리야, 네 생각에는 어떠느냐? 몸매

로써 여래(석존)를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몸매로써 여래(법

신불)를 볼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여

래(석존)께서 몸매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부처님의) 몸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설) 위의 말씀은 석존께서 수보리

에게 이 경의 주된 목적을 알리기 위

해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석존은 수보리를 통하여 “나는 부처가 

아니다.”라고 바로 알려 주고 있는 것

이며, 내가 부처가 아닌 것을 다시 한 

번 다음의 첫 사구게(四句揭)에서 강조

하는 부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석존은 금강경에서 사구게의 

올바른 뜻을 바로 알려 주려고 사구게

의 앞뒤 구절에 반복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구게의 올바른 뜻

은 선대조상(先代祖上)의 큰 공덕과 부

처님(法身佛)의 큰 가피로서 저 언덕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

므로 석존께서는 증일아함경에 이르

시길,

증일아함경 제46권 목우품(牧牛品-49) 

제4분별송(第四分別誦)

爾時 梵志唯見三十相 而不觀二相 起狐疑

猶豫 不見廣長舌 陰馬藏 爾時 施羅梵志

卽以偈問曰(이시 범지유견삼십상 이불관

이상 기호의유예 불견광장설 음마장 이

시 시라범지즉이게문왈) 

그때 범지는 오직 30가지 모습만 보았

고 두 가지 모습은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의심을 일으켰으니 그것은 넓고 긴 혀(廣

長舌)와 음마장(陰馬藏)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때에 시라범지는 곧 다음

과 같은 게송으로 물었다.   

吾聞三十二 大人之相好 今不見二相 竟爲

在何所(오문삼십이 대인지상호 금불견이

상 경위재하소) 

대인(聖人)에게는 32가지의 훌륭한 모

습이 있다고 들었으나 지금 2가지의 모습

은 보지 못하였네. 그것은 과연 어디 있는

가?   

해설) 위의 글을 보면 석존께서는 범

지에게 부처의 상징인 32가지의 모양

과 80가지의 좋은 모양이 있는데 그것

이 의심을 받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보

충되는 자료로 최종 경전인 대반열반

경에도 이와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第15卷) 범행품

(梵行品-2) 

復次善男子 言本有者 我本有父母和合之

부차선남자언본유자아본유부모화합지

身 是故現在無有金剛微妙法身 言本無

신 시고현재무유금강미묘법신 언본무

者 我身本無三十二相八十種好 以本無有

자 아신본무삼십이상팔십종호 이본무유

三十二相八十種好故 現在具有四百四病

삼십이상팔십종호고 현재구유사백사병

또 선남자여, 본래부터 있었다는 것은 

나에게 본래부터 부모의 화합한 몸이 있

었다는 것이니, 그러므로 현재에 금강과 

같은 미묘한 법신이 없다는 것이며, 본래

부터 없었다는 것은 나의 몸에 처음부터 

32가지의 (성인과 같은) 몸매와 80가지의 

잘생긴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니, 본래부

터 32가지의 거룩한 몸매와 80가지의 잘

생긴 모습이 없었으므로, 현재에 404가지

의 병에 걸렸다는 것이다. 

해설) 이와 같이 이 부분에서는 석존

은 제자인 수보리로 하여금 석존 스스

로 자기의 신체의 외모가 부처님의 참 

모습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금강경에 있는 4개의 

사구게 중에 첫 번째 사구게가 석존의 

신체의 외모가 부처님의 모습이 아님

을 분명하게 다음 장과 같이 쓰여 있답

니다.*                                                  明鍾

왕사성의 기사굴산 기슭에서 옷을 깁고 있는 수보리 존자(석남사 벽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