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es not receive the Sweet Dew, 
their old bad character remains. 

However, as you has come to the 
Victory Altar, the evil mind is no 
longer in the heart, the good heart 
is fulfilled, that’s because you have 
received the Sweet Dew Spirit.

We can see the Sweet Dew Spirit 
removes the bad spirit in humanity. 
The man who emits the Holy Dew 
Spirit is the Savior, the Maitreya 
Buddha, and Jeongdoryeong 
according the Bible, the Buddhist 
Scriptures, and Gyeokamyourok. 

However, as you hawe come to 
the Victory Altar, the evil mind is no 
longer in the heart, the good heart 
is fulfilled, that’s because you have 
received the Sweet Dew Spirit.

We can see the Sweet Dew Spirit 
removes the bad spirit in humanity. 

However, why do Christians not 
know though they read the same 
Bible? If one is captivated by the 
spirit of Satan, they wear the glasses 
of Satan. If one wears black glasses, 
the world is seen as black to them. 
According to the color of glasses, 
the world is seen differently. As 
they wears the glasses of Satan, no 
matter how hard they read the Bible, 
they read the Bible in the way of 
Satan. So, no matter how hard they 
read the same Bible, depending on 
the glasses they wear, the words of 
the Bible are seen white, black, blue, 
and so on.*

Extracted from the sermon of the 
Savior on Dec. 17, 2001

Translation : Angel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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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God Himself has descended 
wearing a man’s body in 6000 years 
and is working to save humanity. 
This man has showed He is the true 
Savior God. It’s not just that this 
man has spoken out about the world 
communism’s removal. As the 
saying went, the world communism 
perished. In order to remove 
communism, the Savior had to go 
through the following process.
 
Savior annihilated Commu-
nism 

There were 4 billion communists 
on the earth at that time. This 
man went into their minds as 
His other selves and rooted out 
the ideology of communism, 
then communism collapsed. As 
communism is a thought and 
ideology of communists, before 
removing ideology, the thought of 
communism cannot disappear. As 
This man eliminated the thought 
of communism for one night, the 
next day, the world of communism 
collapsed. When This man said, “I 
will destroy communism”, more 
than one third of the followers 
of the Victory Altar stood up and 
left. Thinking ‘how you get rid 
of communism’, they went out 
while worshiping, and when the 
communism was annihilated in the 
1990s, they returned again.

But as communism disappeared 
in the ‘90s, they began to flock 

again. They thought the destruction 
of communism was a lie, but 
when they saw that communism 
was really desrtoyed, they felt that 
the Victor Cho Hee Sung surely 
eliminated communism. 

Savior has stopped typhoons 
and the rainy season

Additionally, not only destroying 
communism, but also This man 
said, ‘I will stop typhoons coming 
toward Korea’ and said every year, 
‘I will prevent the summer rainy 
season in Korea’. In addition, This 
man said,‘I will make South Korean 
harvests abundant.” Furthermore, 
This man said, “I will stop typhoons 
coming toward Korea.” More than 
25 typhoons come to Korea. Is it 
believed the word, ‘stopping the 25 
blowing typhoons a year’? No. Now 
it is believed. Because This man has 
stopped the typhoons for 21 years. 
But when you heard it first, the word 
could not be heard as true. 

This man said every year that he 
would stop the rainy season in South 
Korea. But people cannot hear it 
from a human being. Because there 
was a rainy season annually, how 
can the word ‘preventing the Korean 
rainy seasons’ be believed by 
them. Seeing that the rainy seasons 
stopped for 21 years in South 
Korea, typhoons have not come for 
21 years, the word of destroying 
communism was accomplished as 
he said, now you believe whatever 
This man says. Seeing This man 

controls cloud and wind as He wants 
and enables the universe to move at 
his will, He is the true Savior, right? 
 
The true Savior is a man who can 
control clouds and winds at his 
will and control the universe as he 
wants. So the Savior is almighty. 
The Savior is the man who can 
completely root out ego, the 
Forbidden Fruit, in humans, and let 
the spirit of God that was caught in 
the prison of Satan, sit on the place 
of ego, and make all humanity Gods. 
As the man who gives eternal life 
is the Savior, if a man cannot make 
people immortal, he is not a Savior. 
Eternity exists in God, it does not 
exist in humanity. Humanity is the 
slave of Satan; therefore the slavery 
God of Satan cannot live forever. 
As humanity is the slavery God of 
Satan, the slavery God of Satan dies 
in the end. Humanity is God, bur 
they are the slavery God of Satan. 

Humanity is the slave of Satan; 
therefore the slavery God of Satan 
cannot live forever. As humanity is 
the slavery God of Satan, the slavery 
God of Satan dies in the end. 

Medicine for killing Satan: 
the Holy Dew Spirit

Therefore, the religionists of the 
world do not know that ego is Satan. 
Also they do not know that the 
servant God of Satan is humans. So 
seeing the words, “people are saved 
by being reborn as the Holy Spirit”, 
we can see that ego is surely Satan. 
As God stays in humanity’s body as 
life, humanity is God, but they are 
the slavery God of Satan. Have you 

Only the powerful God that kills 
Satan can live forever. The weak 
spirit of God that loses to Satan 
cannot live forever. Christianity 
does not know the theory of this 
salvation. Although they carry the 
Bible; they do not know the true 
meaning of the Bible. Today, it is the 
Victory Altar where the words of the 
Bible are accomplished as it says. 

People hardly to see the Holy 
Dew Spirit

There are two kinds of spirit in 
humanity; one is God and the other 
is Satan which is the controlling 
spirit of humans. If the Savior 
removes the spirit of Satan, only 
the spirit of God remains. Then 
all humanity will become Gods. 
Therefore, God developed the Holy 
Dew Spirit, the poison to Satan. 
Today, the Savior emits the Holy 
Dew Spirit during worship services 
in the Victory Altar. The Sweet 
Dew goes into the pores of people 
and makes them reach nirvana by 
killing the Spirit of Death according 
to the Buddhist scriptures. In order 
for the Savior to make people reach 
nirvana, the Savior should kill the 
spirit of death completely in them. 

So whenever the Victor Savior 
stands on the rostrum in the Victory 
Altar, he emits the Holy Dew 
Spirit which is the other selves of 
the Savior like waterfalls. But the 
scriptures say that the Holy Dew 
Spirit is not seen to the eyes of 
humans. It is taken by cameras. 
Receiving the Holy Dew Spirit, 
people’s minds are changed. If one 

ever heard the fact? No. Nobody 
knows this fact except the Savior.

The Savior fought has against Satan, 
as God avoided from the attack of Satan 
for 6000 years, developed the hidden 
manna, the Holy Dew Spirit, in order 
to save Gods, and descended wearing a 
body of a man carrying the Holy Dew 
Spirit. 
Although the Savior God emits 

the Holy Dew Spirit, people think 
it is strange, but they do not know 
that the Holy Dew Spirit is the elixir 
of Samsin Moutain. But they came 
to know that the Sweet Dew is 
the elixir of Samsin Moutain after 
reading Gyeokamyourok, a Korean 
prophetic book. 
So the elixir of Samsin Moutain 

is the Holy Dew Spirit, the Holy 
Dew Spirit is the Sweet Dew Spirit, 
which is a poison to kill the Spirit 
of Death. If one eats it, the spirit of 
Death in them dies. 

So when one became Gods, as they 
defeated Satan and became Gods, it 
means they defeated death. So they 
cannot but live forever. Not ordinary 
God but only victorious strong Gods 
can live forever. Only a strong one 
can live forever. A weak one cannot 
live forever. So humanity gets out of 
the masks of humanity and becomes 
Gods. So when one became Gods, 
as they defeated Satan and became 
Gods, it means they defeated death. 
So they cannot but live forever. Not 
ordinary God but only victorious 
strong Gods can live forever. Only a 
strong one can live forever. A weak 
one cannot live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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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strong spirit can conquer immortality

 新金剛經解說 신금강경 해설(新金剛經 解說) <2>

-大般涅槃經 四相品- 

無上甚深微妙法 百千萬劫難遭遇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난조우

我今聞見得受持 願解如來眞實義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여래진실의

-  개경게(開經偈) 

위없는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

겁에도 만나기 어려우나 제가 지금 듣고 

보고 얻어 지녔으니 원하옵건대 여래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여 주소서.

眞解脫者卽是如來 如來亦爾 

진해탈자즉시여래 여래역이

不生不滅不老不死不壞

 불생불멸불노불사불괴

 非有爲法 死者名曰身壞命終 

비유위법 사자명왈신괴명종

是處無死卽是甘露 

시처무사즉시감로

 是甘露者卽眞解脫

시감로자즉진해탈

참해탈이 곧 (미륵)여래요, (미륵)여

래는 또한 이같이 (번뇌가) 나지 않고 

(몸이) 멸하지 않으며, (신체가) 늙는 것

이 아니고 (사람의 몸이) 죽는 것이 아

니니, (치아나 뼈가) 무너짐이 없고 함

이 있는 법(有爲法: 유위법)이 아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몸이 (늙고 병들

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는 것인데 

이 (해탈함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없

으니 이것이 바로 감로요. 이 감로가 

(있다는 것이) 곧 참해탈이니라. 

금강경(金剛經)은 어떤 경전인가? 

금강경의 본래 이름은 금강반야바

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이라고 하

는데 흔히 우리가 금강경이라고 줄

여서 부른다. 범어(梵語)로는 Vajra-

Prajna-Paramita-Sutra 라고 하는

데 이를 우리 나라에서 중국을 통해 들

여올 때 중국에서 한역(漢譯)으로 금강

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으로 

한 것을 지금 그대로 이름을 이어서 부

르고 있는 것이다. 

금강(金剛)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

몬드와 같은 성질을 비유하는 것인데, 

이는 곧 금강석(金剛石)과 같이 견고

(堅固)하고 날카로우며 빛나는 것으로 

불가(佛家)에서는 깨달음에 의한 지혜

로써 중생들의 탐욕(貪慾)과 분노(忿

怒)와 어리석음(愚癡)을 잘라서 본래의 

불성(佛性)을 회복함을 말한다. 

반야(般若)는 깨달음에 의한 지혜를 

말하는데 지혜는 모든 부처님들(諸佛

菩薩)이 항상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

한 우리들을 포함하여 일체 중생, 즉 

어리석은 사람이나 부처님이나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며 우리들이 매일 매

일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지혜의 활

용이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지혜는 선근(善根)의 뿌리를 

말하며 선근의 줄기가 또한 지혜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살펴보면 성인(聖人)

은 자기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깨

달아 알며 자기의 지혜를 자신과 남의 

삶에 활용할 수 있게 알려주는 것이고, 

어리석은 범부(凡夫)는 자기 스스로 지

혜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항

상 어두운 마음과 행동 중에 힘들게 삶

을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지혜

는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만이 지혜의 

빛으로 삶이 보람되고 평화롭게 그리

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영위할 수 있

는 것이다. 

바라밀(波羅蜜)은 원래대로 표현하

면 바라밀다(波羅蜜多)라고 하는데 이

를 해석하면 저 언덕(彼岸)에 이른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가 항상 살아가고 있

는 이 언덕은 미혹한 중생(衆生)들이 

욕심(貪)내고 화(瞋)내고 어리석은(癡) 

행위의 삼독(三毒)으로 인하여 가지가

지 번뇌(煩惱)로서 헤아릴 수 없는 업

(業)을 만들고 마음과 육체의 고통으로 

얼룩진 어두운 날들을 헤매면서 살아

가고 있는데, 이러한 번뇌 망상이 사라

졌을 때 문득 밝고 안온한 평화가 함께 

하며 오직 행복만이 존재하고 번뇌가 

일어날 수 없는 경지인 이 언덕이 아닌 

해탈의 경지, 즉 ‘저 언덕에 이르렀을 

수 있다’라는 뜻의 말이다. 

이 금강경은 위와 같은 뜻을 토대로 

살펴보면 과거 3000여년 전의 석존(釋

迦世尊)은 미혹(迷惑)한 범부(凡夫)들

에게 지혜의 깨달음을 일깨워 주시려

고 팔만사천(八萬四千)의 법문을 말씀

하셨으며, 이를 글로써 남겨 후학(後

學)들에게 경전이라고 하는 방편의 가

르침으로써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

록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다. 

그러므로 ‘금강경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 자신 속에 있는 반야

(般若) 즉 지혜를 찾아내고 깨달아 본

래의 불성(佛性)을 회복하여 무상대도

(無上大道)를 이루고자 하는 데 있다.  

금강경 설법시기

불교경전(佛敎經典)은 석가모니께

서 약 80년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49

년간 말씀하신 팔만 사천의 법문을 경

전으로 편찬하여 전해져 오며 이 경전

의 양이 매우 방대하다고 한다. 그래

서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이라고 하

며 결집 시기와 내용에 따라 분류를 하

는데 능엄경(楞嚴經) 1권 설법 연기(說

法年記)에 보면 석존(釋迦世尊)께서 각 

경전을 말씀하신 시기(時期)와 기간(期

間)이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석존께서는 31세(歲)에 응화(應化)

하여 화엄과 아함부를 같은 때에 말씀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석존께서 성도(成道)

직후부터 설하였다고 알려진 화엄부

(華嚴部)의 경전으로 초전법륜을 포함

한 법문을 모아 놓은 경전이 있으며 불

교에서는 중요한 경전 군에 속한다.

두 번째는 위의 첫 번째 화엄부의 경

전의 내용을 말씀하여도 이해하지 못

하므로 쉽게 알려주기 위해 일대(一代)

의 소승(小乘)에 대하여 방편지교(方便

之敎)라고 하는 방법의 비유를 하여 대

중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해진 아함부(阿含部)의 경전

이 있는데, 석가모니께서는 이 아함부

의 경전을 49년간 말씀하셨다고 한다. 

세 번째로 아함부의 경전을 점차 이

해하는 대중들이 늘어나자 석가모니

께서는 그 수준이 높아진 대중들을 위

하여 아함부의 12년 후에 중승(中乘)

의 방등부(方等部) 경전을 말씀하셨으

며 그 기간은 8년이라고 한다. 

네 번째는 아함 중 20년 후에 불교의 

근본 중심 사상이 담겨졌다고 하는 반

야부(般若部)의 경전 군으로 여기에는 

금강경(金剛經)을 포함한 경전들이 있

으며 이 반야 사상 역시 오랫동안 말씀

하셨다고 하는데, 경전의 분량도 많아

서 600여권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독

자들께서 보고 있는 이 금강경(金剛經)

은 577권에 속하며 지금의 금강경 오

가해인 32분법(三十二分法)이 되어 우

리가 편리하게 보게 된 데에는 옛날 중

국(中國)의 양(梁)나라 무제(武帝)의 아

들인 소명태자(昭明太子, ?~531)가 금

강경을 지극히 연구하여 32분의 단락

으로 나누고 그 주제를 32분 법으로 한 

것이 지금의 금강경 32분 법이며 우리

가 오늘날 가장 좋은 단락의 분류법으

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끝으로 아함 중 41년 후에 일

승(一乘)이라고 하는 법화부(法華部)의 

경전을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석가

모니의 가르침의 총정리이자 대승(大

乘)의 진수를 열어 보이신 열반부(涅般

部)의 경전이 있는데 이 열반부의 경전

을 말씀하시고 입적(入寂)하셨다고 한

다.*

佛智閣 選佛場에서 

編著者 明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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