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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ictor’s Words

2018년 5월 1일 화요일

One can be happy by giving something to people
The spirits of humans are in their offspring’s bodies
(This man refers to the Victor of
the Victory Altar.)
People say, “If they die, their
spirits leave their bodies.” They hold
religious rituals in order to send the
spirit of the dead to a good place,
but it’s all wrong. If one dies, their
spirits die. As one’s spirit dies, their
bodies die. This man speaks of it
with a scientific basis. It is written in
the Bible that man’s life is just blood,
scientists also say so. If one has a car
accident and bleeds a lot, they die.
Because their life pours out, they
die. Blood itself is life. Blood itself
is the heart. Blood influences the
heart. A person with a blood type A
is meticulous. A person with a blood
type B is sociable. Additionally,
people with a blood type AB is
changeable. But the personality
of the person with blood type O is
stubborn and radical. That’s proof
that blood itself is the heart.

The Spirit of Satan Kills the
Spirit of God

That’s why there is a saying, “the
source of life is in your heart” in
Proverbs 4:23. It means life is in
the heart. Conscience itself is life.
Conscience itself is the Spirit of
God. That is why conscience itself
is human spirit. As conscience is
formed as blood, if one bleeds a
lot, they will die. As conscience
disappears, the spirit of conscienc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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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rit of man, Satan kills the spirit
of God. If Satan kills the spirit of
God in man, and the man dies. But
people do not know this and say that
spirit leaves dead bodies. Spirit does
not leave. The spirits of the dead are
in their children.
When a parent gives birth to a child,
the child is created and comes out of
his mother’s womb in 9 months. The
child is made of his mother ‘s blood
and father’ s blood. Because the
child is made of the blood of their
parents, his parents’ spirits live in
their children. What you live means
your parents’ spirit live. Although
one’s parents are dead, their parents’
spirits live in them. Even though my
grandfather and grandmother died,
the spirits of my grandfather and
grandmother live in their grandson.
Saying like this scientifically is a
learning.
This is the word of truth and a true
learning. All dead people are in living
people. So if living people achieve
immortality, all their ancestors are
expected to have eternal life. The
followers of the Victory Altar are
filial sons among filial sons. The
spirits of the ancestors in you eagerly
want you go to the Victory Altar
diligently and become Gods.

Yo u s h o u l d a r m w i t h
gratitude

You have to be grateful in order
not fall into the temptation of Satan.

can laugh. If one does not have
gratitude, they cannot laugh. Those
persons who appreciate do not have
hardening faces. Those who are
thankful are expected to laugh all the
time.

One feels grateful through
evangelizing

So one should live a grateful
life. In order to do that, one should
propagate. If one evangelizes
everyday, they will receive the
grace of God, then appreciation will
come out by itself. So the person
who evangelizes is always wearing
a smile on his face. So if one wants
to laugh, they should propagate. If
you do evangelism, a thankful heart
comes out. As not I evangelize well,
but God evangelize for me, person
is evangelized. That is, people are
always blessed when they give
thanks God. God blesses those who
give gratitude.

Victor Christ Cho Hee-Sung

Always thank God! You should be
thankful because God exists, you are
living. As God is with you, you live.
So thank for walking down the road!
Thank for eating meals! Thank for
sleeping! Thank for taking a shower.
Thank for meeting brothers. Thank
for meeting whomever.
If one lives with gratitude, there
is no hole for Satan to penetrate.
Because those who are grateful

for everything, they are always
happy. As they are joyful, their
blood will become clean. If one
laughs, endorphin comes out and
kills germs. So diseases can be
cured. Laughing people do not die.
A laughing heart is that of God, a
laughing heart is a strong heart that
Satan cannot come into.
Having a grateful heart, one

The Life of Giving the Truth:
Propagating

Propagating itself is a giving life.
That is the life of resembling God.
God always loves to give because
he is a sacrificial God. Therefore, if
you, the children of God, throw this
truth to many people, it is a reward
from God. Living a giving life like
that, gratitude to God comes out by
itself. Because you are happy and
joyful, there is no time for illness to

Only if one always has a stable
mind, they will not make mistakes.
If the mind of a person is not stable,
there is a worry or an anxiety, or if
the mind is depressed, the person
will make a mistake and commit a
crime. Because one commits a crime,
their blood will rot, and they will die.
The blood of life decays. The blood
of Satan does not decay.

If one’s blood decays, their life
power will become weak

If the blood of life decays, the life
of a man becomes weak gradually.
So the weakness of resistance means
that the vitality weakens. In order for
vitality to become strong, one should
receive the grace of God. In order to
receive the grace of God, one should
live a thankful life and a giving life.
So they can receive the power of
life from God. Only if one achieves
eternal life, you can become God.
That is Tao. Sitting and praying
is not Tao. Doing Tao is trying to
change one’s mind into the heart of
God. In order for one to have the
heart of God, one should be thankful
and laugh all the time. Such a person
respects whomever all the time. The
heart of God regards myself as the
lowest man and serves others as his
senior.*
- Extracted Feb 7th, 2001
Translation : Angel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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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도해서, 이같이 한량없고 헤아릴 수

서 따르고 말씀하여 대승에 들어감을 근

중생을 인도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로

없으며 끝이 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였다

본으로 삼음이니 그러므로 이 경을 말씀

말씀한 것이며, 모든 부처가 세상에 나왔

지만, 실제로는 제도를 받은 중생이 없는

하노라?

을 때에 오직 한 가지 일이 진실한 것이

것이다.
대승(大乘)의 참뜻; 성불(成佛)을 비

지 나머지 둘(二乘과 三乘의 小乘法)은
해설) 윗글을 살펴보면 석존께서는

진실함이 아닌 것이니라.

유함. 즉 일체중생이 부처성품이 있으

해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

지난 41년간 방편의 가르침(方便之

끝내 소승으로는 중생을 제도하지 못

므로 바른 진리에 의한 수행(修行)을

까? 석가모니께서 이 금강경을 말씀하

敎)만 말씀하시고, 즉 성불하는 대승

하므로 부처는 대승의 진리로 자재하며

하는 보살(菩薩)이 구하는 법. 성문 연

실 때가 거의 칠순을 전후하여 말씀하

의 법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

그 법을 얻은바 정혜력(定慧力)으로 장엄

각 벽지불은 소승(小乘)이라고 함.

셨다고 하는데 40여년 동안 많은 대중

가 됩니다. 그럼 왜 이런 법문을 석존

하여, 이로써 중생을 제도하시되 스스로

에게 설법을 하셨지만 이렇게 제도를

성불 후 40여 년이 지나서 하실까요?

위없는 도 즉 대승의 평등법(平等法)을 증

佛告 須菩提 諸菩薩摩訶薩 應如是降伏其

한 중생이 없다고 직언(直言)으로 말씀

법화경의 예문을 한번 볼까요.

득 하신 것이니라.

心 所有一切衆生之類 若卵生若胎生 若濕

하시니 여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을

生 若化生 若有色 若無色 若有想 若無想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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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나는(석존 스스로도) 인색하고 탐

若非有想 非無想 我皆令入 無餘涅槃 而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十方佛土中 唯有一乘法 無二亦無三 諸佛

(貪)하는 것에 떨어지므로 이것은 옳지 못

方便說 但以假名字 引導於衆生 佛說智

한 것이니라.

滅度之 如是滅度無量無數無邊衆生 實無

만약 소승 법으로 한 사람이라도 교화

아상(我相) ㆍ 인상(人相) ㆍ 중생상(衆生相) ㆍ 수자상(壽者相)을 짓밟고 있는 불국사 천왕문의 사대천왕

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대승정종분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

訶薩 能覺一切無量煩惱 旣覺了已令諸煩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있다면 곧 보살이

惱無所能爲是故名佛 以是覺故不生不老

아니기 때문이니라.

不病不死 是故名佛
운하위불 불자명각기자각오부능각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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慧故 諸佛出於世 唯此一事實 餘二則非眞

불고 수보리 제보살마하살 응여시항복

令得入佛慧 未曾說汝等 當得成佛道 所以

從不二小乘 濟度於衆生 佛自在大乘 如其

해설) 이 글 역시 법화경의 방편품에

금강경에 말씀하시길 스스로 소승의

기심 소유일체중생지류 약난생약태생

未曾說 說是未至故 今正是其時 決定說大

所得法 定慧力莊嚴 以此度衆生 自證無上

서 석존께서 하신 말씀이시지만 참으

법만 알았다고 말씀하시며 또한 진실

약습생약화생 약유색 약무색 약유상 약

乘我此九部法 隨順衆生說 入大乘爲本 以

道 大乘平等法 若以小乘化 乃至於一人

로 대단한 근기의 말씀을 하시고 계

로 스스로를 알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

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아개영입 무여열

故說是經

답니다. 그러므로 이 한 구절만 보아도

영득입불혜 미증설여등 당득성불도 소

我則墮慳貪 此則爲不可
시방불토중 유유일승법 무이역무삼 제

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40여 년

반 이멸도지 여시멸도무량무수무변중

간을 석존 스스로 대승 즉 성불을 할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내의 전체의

생 실무중생득멸도자 -대승정종분

이미증설 설시미지고 금정시기시 결정

불방편설 단이가명자 인도어중생 불설

수 있는 법을 알려 주지 않으시다가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설대승아차구부법 수순중생설 입대승위

지혜고 제불출어세 유차일사실 여이즉

이제야 대승의 법문을 말씀하시겠다

나타난 보살마하살(菩薩摩訶薩)은 누

본 이고설시경

비진 종불이소승 제도어중생 불자재대

니 대단한 근기시고, 또 스스로 석존

구를 칭함일까요? 보살마하살은 화엄

승 여기소득법 정혜력장엄 이차도중생

께서는 소승의 법으로는 중생을 제도

경에서부터 아함경 금강경 법화경 열

자증무상도 대승평등법 약이소승화 내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으시니 진실한

반경등 모든 경전에 나타나는데 누가

지어일인 아즉타간탐 차측위불가

교법(敎法)입니다.

보살마하살이며 또 보살마하살의 참

마하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

해설) 석존께서는 이렇게 법화경과

복 받은 것이니, 온갖 중생들의 유(類=무

(내가 이러한 방편으로) 부처님의 지혜

리)에 혹은 알에서 나는 것, 혹은 태내에

에 들어감을 얻게 하고“너희들은 마땅

서 나는 것, 혹은 습한 곳에서 나는 것, 혹

히 불도(佛道)를 이룸을 얻으리라.”
고일

은 색(형태)이 있는 것, 혹은 색이 없는 것,

찍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일찍이 말씀하

시방의 부처님의 땅 가운데에는 오직

혹은 생각이 있는 것, 혹은 생각이 없는

지 아니한 것은 말씀할 때가 이르지 아니

일승법만 있으며 둘(二乘)도 없고 또한 셋

것, 혹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한 까닭이니라. 지금이 바로 정해진 그때

(三乘)도 없는 것인데 부처님께서 방편으

何以故 須菩提 若菩薩 有我相 人相 衆生

것도 아닌 것들을 내가(석존) 모두 남음이

이니 결정코 대승을 말씀하노라. 나의 이

로 말씀하신 것은 제외되느니라.

相 壽者相 卽非菩薩

없는 열반(無餘涅槃)에 들게 하려고 이들

구부법(九部法)은 중생들의 (근기를) 좇아

뜻이 무엇일까요?

다만, 거짓(된 부처님들의) 이름으로써

대승을 바르게 따라서_(2)

이와 관련된 불경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은 경전에 보살마하살(菩薩摩訶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

云何爲佛 佛者名覺旣自覺悟復能覺也 善
男子 譬如有人覺知 有賊賊無能爲菩薩摩

衆生得滅度者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길, 보살

come in and there is no mistake.

薩)에 관련된 정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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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자 비여유인각지 유적적무능위보
살마하살 능각일체무량번뇌 기각요이
영제번뇌무소능위시고명불 이시각고
불생불노불병불사 시고명불
왜 부처(佛)라고 하는가?
부처(佛)는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니 스
스로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하는 것이니라.
선남자야, 마치 도둑이 주인이 있는 것을
알면 당황하여 어찌할 수 없듯이 보살마
하살도 한량없는 온갖 번뇌를 깨달았으
며 깨달은 뒤에는 번뇌로 하여금 어찌할
수 없게 하므로 부처(佛)라고 하며, 깨달
았으므로 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
지도 않으며 죽지도 않으므로 부처(佛)라
고 하느니라.*
明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