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uld not live without This man.

You have to beat the opponent 
to become a Victor

Going this way, you are supposed 
to find an opponent. There is the one 
who hates you in your life without 
any reason. He is just your opponent. 
Please love the man with all your 
heart, then the demon inside him dies. 
If you kill the devil and win, you 
will become a Victor and a God. As 
This man was tall or  strong, he did 
not become a Victor. This man loved 
someone who hated and abused him. 
Even when This man lived in a room 
with him, he slept on a warm place, 
and I slept in a cold one. It was so 
cold that This man could not sleep 
shivering all night. After three or four 
months, This man became a Victor. 
That man hated and was jealous of 
This man whenever he had a chance. 
But This man changed his heart into 
a mind that he could not live without 
him, and God was surprised. This 
man killed all the demons in his body 
and killed all the demons in that man, 
and God was amazed. 

So like this, live a sacrificial life 
that God admires. When you become 
people who live offering God 
everything that they have lavishly, 
God will admire and bless you big. 
God hopes that you all are like this. 
Do you understand?*

- Extracted from the sermon of the 
Victor Cho Hee Sung of the Victory Altar on 
Oct. 28th,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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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onJiGongSa(天地公事)  the 
Work of Renewing Heaven and Earth 
is done by the Savior alone, not by 
many people. As This man is killing 
all the demons on the earth, the 
demons are all fleeing to the Moon 
and stars. The demons that fled there 
are coming back to the Earth and 
killing people again. So the Savior 
captured all the demons that fled to 
the Moon, uprooted them out and 
destroyed them. So, is there a place 
for demons to hide? There’s nowhere 
to hide. God raised the Savior 
completely for six thousand years. 
God raised the almighty Savior, not 
an incompetent being.

Blood is decayed due to greed
This man said all things in the early 

days of the Victory Altar. Saying 
“as after desire has conceived, it 
gives birth to sin; and sin, when it 
is full-grown, gives birth to death.” 
This man taught that desire is a sin. 
and said that if one eats with greed, 
they will have a stomach ache, and 
acupuncturing their finger, dark red 
blood comes out. That proves their 
blood decays. Through capillaries 
that move the stomach, gastric fluid 
is conveyed to the stomach and 
the energy to move the stomach is 
delivered. But if the small blood 
vessels in the stomach are clogged, 
the stomach is twisted without 
moving. The reason why one has a 
stomachache is because of a spasm in 

the stomach. Acupuncturing the end 
of their finger, the rotten blood comes 
out, and then digestion will start. 

So when this tiny blood vessel is 
blocked, the blood from the heart 
spills out onto the block and comes 
back. So the vessels on the other 
side of the block are vacuumed and 
compressed. And then, when you 
prick your fingers’ end, the blood 
blocking it is going to explode. As 
soon as it opens, the dark blood 
comes out through it. Then you 
burp. It is common knowledge 
among us Koreans when one has a 
stomachache, if they acupuncture 
their fingertips, with a needle, it is 
healed. But they don’t know what 
causes it. But the Savior knows 
everything. The capillaries are 
blocked, so the gastric fluid is not 
delivered, and the energy that drives 
the stomach is not transmitting, so 
the stomach is warped. The moment 
your stomach is twisted, your 
stomach hurts and you feel pain. And 
then, when you acupuncture the end 
of fingers, the blocked capillaries are 
pierced and the blood circulates, and 
the stomach begin to operate again. 
When the stomach starts working 
again, the digestion begins again.

It’s not even known by medical 
doctors. Medical doctors will say, 
“That’s right.” if they listen to This 
man.  So you’re sure This man is 
with God, right? How does This 
man know that without God? How 
does he know that capillaries inside a 
person’s body are blocked? He sees 

everything that moves in the human 
body with God.

You don’t get angry when you 
regard people as God

You got angry because you heard 
something unpleasant. If you thought 
of your opponent as God, you 
wouldn’t feel bad, would you? So 
This man said, “Regard him  as God.” 
If you consider him as God, you can’t 
commit sins at all. Also, you can’t 
get angry. Then, your blood cannot 
decay. This man has been telling you 
how to live forever, scientifically, 
logically and completely. Those who 
don’t understand what he says must 
be cursed. They don’t understand 
that because they are full of their 
thoughts. 

If you are loyal to God, you can 
go on this path of eternal life. If you 
die on the way of living forever, 
there’s nothing worse than that. If 
you live on this path for ever and 

naturally become Gods. If many 
people look like Gods, wouldn’t 
you be Gods? Is it natural for you to 
become Gods? If you treat someone 
like God, and treat him like God, it 
is impossible for you not to become 
God. This man taught you how to 
become Gods in the early days of the 
Victory Altar. If you did as he said, 
then you all would be God by now. 
Everyone can become God in ten 
years. Because you don’t practice, 
you don’t have the heart regarding 
everyone as God, you do not become 
Gods  and acts as humans. You got 
it? 

When This man was trained in the 
Secret Chamber, he served a man 
persecuting him as God, This man 
respected that person like God and 
did what he told to do although he 
was 20 years younger than This man. 
If he told me to pick up firewood, 
This man did it. If that man ordered 
to carry a big stone, This man did as 
he told. So at the end, he said that 
he couldn’t live without This man. 
Although he had his wife and his 
children, and he did not go his home 
and  wanted to live with This man. 
So he loved This man more than his 
wife? When This man beat all the 
demons in that man and killed them 
all, he was completely crazy about 
This man. Knowing that man liked 
This man, the Victress said, “You’ve 
just become a Victor.” One can’t 
do it unless they’re overcomers. A 
victorious man turned the mind of a 
man like an enemy into a man that 

ever, you will become God and enjoy 
happiness in a world of pleasure. 
Happiness is in God, not in a man. 
It means that only if one is free from 
human bridle and become God, they 
can enjoy happiness. 

If you think your opponent 
like God, you will have the 
heart of God

It’s very easy to be a God. If you 
have God’s heart, you can become 
a God. The heart of God makes the 
blood of God, and the blood of God 
creates God’s body. Then you can 
never get sick because your body is 
formed with non-corrosive blood. 
Therefore, you are not allowed to get 
sick and you will live forever. If you 
want to have the heart of God, you 
should think of other people as God. 
This is how to conceive the heart of 
God. If you considers the people you 
see as God, serve them like God, 
and worship them like God, you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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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crifice of the Victor that God admires

 新金剛經解說 신금강경 해설(新金剛經 解說) <12>
얻은 것도 없고 설한 것도 없다_(2) 

[해설] 그러므로 석존께서는 위와 같

은 뜻을 제자인 수보리를 통하여 우리

들에게 전하고 계신 것이며, 일체현성

(一切賢聖)이라고 함은 현인(賢人)과 

성인(聖人)을 말하는데 이러한 성인의 

증과(證果)는 바로 평등심에 바탕을 둔 

보살행(菩薩行)을 말하며 또한 그 경지

가 바로 부처의 경지이기 때문에 무위

의 법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위의 법(無爲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위법(無爲法)이

란 예를 들면 독자께서 도를 잘 닦아서 

보살의 경지에 오르면 마음먹는 대로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은 서울에서 부산

을 가려고 하면 열차나 고속버스 또는 

기차 등과 같은 교통편을 이용하여야 

가듯이, 이러한 것이 바로 유위법(有爲

法)입니다. 그래서 유위의 법은 뭔가가 

도구를 이용해야 하는 실로 부자유한 

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위의 법에서 뭔가 부자유한 불편 속

에 그것을 일부 보충해 줘야 하는 이런 

것이 필요 없는 마음만 일으키면 바로 

그 순간에 이동이 되는 상태가 무위법

이고, 또한 내가 주먹만 한 금덩어리를 

갖고 싶다고 마음을 일으키면 바로 주

먹만 한 금덩어리가 내 손에 즉시 쥐어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마른하늘에 갑

자기 비가 오라고 마음을 일으키면 비

가 내리고, 비가 마구 내리는 하늘에 

비가 오지 말라고 하는 마음만 내면 비

가 바로 멈추는 것 등을 말하는데 이것

을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一切唯

心造)라고 하여 바로 마음을 움직이면 

스스로 우주의 삼라만상까지도 자유

자재하게 되는 것을 무위법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법출생분(依法出生分) 第八

의지해야 할 법이 나온다_(1) 

대반열반경 6卷 여래성품(如來性品) 제3

有知法者 若老若少 故應供養

유지법자 약노약소 고응공양

恭敬禮拜 猶如事火 婆羅門等

공경예배 유여사화 바라문등

有知法者 若老若少 故應供養

유지법자 약노약소 고응공양

恭敬禮拜 亦如諸天 奉事帝釋

공경예배 역여제천 봉사제석

바른 법을 가진 이를 알거든 늙거나 젊

거나 반드시 공양하고 공경하며 예배하

기를 마치 불을 섬기는 바라문들과 같이

하고 바른 법을 가진 이를 알거든 늙거나 

젊거나 반드시 공양하고 공경하며 예배

하기를 또한 모든 하늘이 제석을 섬기는 

것과 같이하라. 

[해설] 바른 법(正法)이란 미륵부처

님의 진실한 가르침이며 이는 인생들

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큰 고통인 죽

음에서 벗어나 만물이 모두 하나로 합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須菩提 於意云何 若人滿三千大千世界七

寶 以用布施 是人所得福德寧爲多不 

수보리 어의운하 약인만삼천대천세계칠

보 이용보시 시인소득복덕영위다부 

수보리야,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

득 채워 이것을 써서 보시하면 이 사람이 

얻은바 복덕은 얼마나 많겠느냐?

須菩提言 甚多 世尊 何以故 是福德卽非福

德性 是故如來說福德多 

 수보리언 심다 세존 하이고 시복덕즉비복

덕성 시고여래설복덕다

수보리가 아뢰었다. 아주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福)과 덕(德)

의 성품이라는 것이 복과 덕이 아닌 것을 

여래(석존)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

신 것입니다. 

[해설]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삼

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는 불교에

서 말하는 우주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

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

는 일곱 가지의 보물을 가지고 그러한 

엄청난 양으로서 보시를 한다면 그 복

과 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양의 보물들은 

현실적으로 없겠지만 이 경에서 석존

께서는 가정을 하여 복과 덕을 받는 수

혜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

다. 그래서 여기에 제자인 수보리는 다

음 구절에서 보시겠지만 그러한 복과 

덕도 실제 진리와는 상대가 안 된다고 

말씀을 여쭙고 있답니다. 

若復有人於此經中 受持乃至四句偈等爲他

人說 其福勝彼 

약부유인어차경중 수지내지사구게등위타

인설 기복승피

만약에 또 사람이 있어서 이 경(金剛

經) 가운데에 사구게(四句偈)를 알아가지

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해 주면 그 복

이 세계에 가득 찬 보배를 보시한 사람보

다도 더 복과 덕이 큰 것이니라.

[해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금강경

의 사구게(四句揭)가 도대체 얼마나 큰 

뜻이 있기에 앞장에 말씀한 것과 같이 

엄청난 보배로서 보시를 한 사람의 복

(福)과 덕(德)을 이길 수 있다고 한 것일

까요?   

의지해야 할 법이 나온다_(2) 

何以故 須菩提 皆一切諸佛及諸佛阿褥多

羅三 三菩提法 皆從此經出

하이고 수보리 개일체제불급제불아뇩다

라삼먁삼보리법 개종차경출

왜냐하면 수보리야, 일체의 모든 부처

와 모든 부처의 아뇩다라삼먁삼보리 법

이 모두 이 경의 사구게의 뜻을 알고서 

나오기 때문이다.

[해설] 그리고 위의 말씀과 같이 모

든 부처님과 또 모든 부처님들의 위없

는 깨달음의 지혜가 이 금강경의 내용

과 사구게의 진실한 뜻을 올바로 알기

만 하면 모든 부처님들이 다 이 금강경

을 따라서 나온다고 하니 참으로 대단

하지요. 

이 금강경에는 사구게(四句揭)가 네 

부분에 걸쳐서 나오는데 첫째 사구게

는 제5 여리실견분(如理實見分)에 있

는 사구게로서,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범소유상 개

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 무

릇 (내가 부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고 한 이것은 다 거짓되고 망령된 것이

니, 만약 (석존이 말한 자신의) 모든 (부

처의) 모습이 (부처님의 모습이) 아닌 

줄 알고 본다면 곧 여래(미륵법신불)를 

바로 보리라. 

위와 같이 석존께서 자기는 참 부처

님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알아야 곧 진짜 

부처님인 미륵법신불을 바로 볼 수 있

다고 한 부분이며, 둘째 사구게는 제 

10 장엄정토분(莊嚴淨土分)에 있는 사

구게로서, “不應住色生心 不應住聲香

味觸法生心 應無所住 而生其心 (불응

주색생심 불응주성향미촉법생심 응

무소주 이생기심)” - 절대 (현재의 불

교의 모양인) 색(色)에 머물러서 마음

을 내지 말 것이며, 응당 소리(聲) 냄새

(香) 즐거움(味) 집착(觸)과 (석존의) 법

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도 말 것이니, 

반드시(석존의 법과 기존의 불교에) 머

무는 것이 없이 그 마음을 낼 것이다. 

하는 사구게로서 기존의 불교의 물질

적 모습인 절이나, 탑의 형상에 절대 

머물지 말고, 스님들의 염불 소리와 향

냄새와 기존 불교에 젖은 즐거움과 집

착으로 유위의 법에 절대로 머물지 말

아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독자 여러분은 이런 마음으

로 석존이 설한 진리가 아닌 유위법을 

따르는 기존의 불교의 가르침에는 절

대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셋째 사구게는 제26 법신비상분(法

身非相分)에 있는 사구게이며 이는 석

존께서 미래에 오실 법신불에 대한 말

씀입니다. “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

人行邪道 不能見如來 ( 약이색견아 이

음성구아 시인행사도 불능견여래)” - 

만일 색상(기존의 불교의 모습인 불상

과 절)으로 나(석존)를 보거나 소리(염

불과 목탁소리 등)로써 나(석존)를 찾

는다면 이 사람은 거짓된 도를 행하는 

사람이므로 여래(미륵부처)를 볼 수 없

으리라. 이렇게 외관의 모습인 현 불교

계의 모습이나 목탁 소리와 염불로써 

부처를 찾는다면 이는 기존의 불교 행

위를 행하는 거짓된 진리와 법으로 삿

된 도를 행사하는 자들이니 여래인 미

륵부처님이 오셔도 거기에 탐착한 나

머지 진짜 바른 법과 미륵여래를 만나

지 못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금강경에서 마지막 사구게는 

제32 응화비진분(應化非眞分)에 있는 

사구게인데 이는 석존을 의미하는 사

구게 랍니다. “一切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 모든 (석존의) 유위법(有爲法)은 마

치 꿈과 허깨비, 물거품과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반드시 

이렇게 봐야 한다. 

그러므로 이 네 번째의 사구게는 지

금까지 앞부분에서 살핀 것과 같이 석

존께서는 스스로 “나는 부처가 아니었

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러니 부처가 아니기에 유위의 법을 쓰

므로 여기서는 유위법의 허망함을 다

시 분명하게 이 금강경의 마지막 사구

게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 금강경의 

사구게가 기존의 스님들이 얘기하던 

금강경의 해설과는 전혀 다르게 설명

을 하고 새로운 지혜로서 말씀을 드리

니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明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