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 This man says that humans 
were Gods 6000 years ago, but Adam 
and Eve, the ancestor of human 
beings, were permeated by Satan 
and their God’s consciousness, the 
controlling spirit, was caught in the 
prison of Satan, at the moment Satan 
became their controlling spirit, they 
were turned into humans. The Savior 
is doing the work of annihilating 
the consciousness of ‘I’, the spirit 
of Satan in less than a second 
completely and making the spirit 
of God become their consciousness 
again. While the Savior is doing 
that work, if you do nothing and 
take a rest, it is not correct. You 
have to make efforts to get rid of the 
consciousness of ‘I’ and to become 
the Spirit of God. You must strive, 
so the spirit of God become the 
consciousness of ‘I’ and humans are 
turned into Gods. If you become 
Gods, you become Victorious Gods 
and the Victorious Gods cannot lose 
to Satan. As Victorious Gods cannot 
be defeated to Satan and overcomes 
it continuously, they can achieve 
eternal life. If one does not become a 
Victorious God, they cannot acquire 
eternal life.* 

- Extracted from the sermon of 
the Victor Cho Hee Sung of the Victory Altar 

on Jan 11th, 2002.

Translation: Angel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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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 comes out from those 
who stand in the rank of kings

The people who stand in the rank 
of kings will become kings, rule 
all the people of the world and lead 
them forever. Light shines from the 
faces of the people who are in the 
rank of kings even though it is not as 
bright as the Savior. By emanating 
the light to those who do not emit 
the light, all the people of the world 
are supposed to live as the kings who 
emit light order. 

Therefore, you should strive to 
become kings. There is a hymn 
starting, ‘Standing in the line with 
the prophets and kings and walking 
on the golden road, we will sing this 
song.’ Let’s sing this hymn.

The essence of the Fruit of 
Life is the face of the Savior

The Salvation Theory is recorded 
in the Bible. Although it says that 
one is saved due to eating the Fruit 
of Life, it does not write what the 
Fruit of Life looks like. As the Fruit 
of Life is the spirit of immortality, it 
is the spirit which defeats the spirit 
of death and annihilates the spirit of 
death. So This man says that the Fruit 
of Life is the spirit of the Savior. The 
Savior emits the Holy Dew Spirit, 

which is the Fruit of Life. Looking at 
the face of the Savior every second 
means eating the Fruit of Life with 
the heart. Eating the Fruit of Life is a 
spiritual statement. A spiritual word 
is the word of the heart. Therefore, if 
one engraves the face of the Savior 
in their hearts, it means eating the 
Fruit of Life. 

Therefore, if the face of the Savior 
is not inscribed in your heart, you 
should carve the face of the Savior 
in your hearts looking at the picture 
of the Savior. The face of a normal 
person comes to mind easily. But the 
face of the Savior does come to mind 
easily. Do you know why? Because 
the Savior is not a man, but a perfect 
God, he is not engraved in the heart 
easily.

You should eat the Fruit of 
Life all the time

So if you inscribe the face of the 
Savior in your heart, it means eating 
the Fruit of Life and becoming 
Saviors. Therefore, if one becomes 
a Savior, does the Fruit of Life 
disappear from their heart? No. 
Saviors are expected to always 
engrave the face of the Savior in 
their heart. The condition of eating 
the Fruit of Life all the time indicates 
becoming Gods. If one does not eat 
the Fruit of Life, they cannot become 
Gods. 

Therefore, only if you become 
Victors and become perfect men, 
then you can be Gods.  After 
becoming Gods, we become Saviors. 
Because if one becomes a Savior, 
they are in a state which cannot 
change, the face of the Savior is 
carved, and the Fruit of Life exists 
in their hearts all the time. Then they 
are in a state that they do not have 
flaws and can not be contaminated 
by sin.

Because the Savior takes 
charge of one’s sins, their 
bodies will become immortal 
ones

Raise your hands who catch a cold! 
All the colds of such many people 
will contaminate This man. There is 
a case that This man coughs on the 
rostrum. Because the colds you have 

Therefore, the man who pours life 
is the Savior. Today the reason that 
people live is because the Savior 
sends life continuously to them. 
However people do not know this 
fact. So it is sure that the Savior 
came to this world for people. 

The Savior is making us 
immortal bodies

The Savior is always solving your 
sins day and night. He continued 
to destruct the Satan of sins in you. 
The reason that you get better from 
sickness and become healthy is 
because the Savior is now pouring 
life like a waterfall to you.

Therefore, You always have to be 
thankful. Those who are not grateful 
cannot receive the grace of God. To 
those who thank God, the Savior 
now pours grace.

Therefore, by thanking God all the 
time, the Savior will pour grace. Due 
to it, your life is gradually reinforced 
and become immortal. So you should 
live a thankful life. 

The Savior makes sinners 
regenerate into the Holy Spirit

The Bible writes that one is saved 
by being reborn as the Holy Spirit. 
Being reborn as the Holy Spirit 
means being reborn as God. This 
statement indicates that humans were 
Gods before.

is contaminated to This man. Only if 
This man draws your colds and is in 
charge of them, your colds are cured. 
If This man does not take charge, 
the cold will not be healed. In fact, 
as This man takes charge of all 
your sins, you bodies are becoming 
immortal. If This man does not bear 
one’s sins, they are supposed to die 
one by one due to their sins. Due to 
being in charge of sins, your bodies 
are becoming imperishable. 

Therefore, the Savior is good. The 
Savior is the spiritual mother who is 
very good. By taking charge of the 
sins of all people, the life of everyone 
is maintained. If This man does not 
take charge of one’s sins, everybody 
is going to die one by one, two, ten, 
and in a pile of one hundred, one 
thousand, and ten thous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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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s to become immortal existences by S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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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믿는 믿음이 드물다_(1) 

흔히 세상에는 처음 듣거나 또는 처

음 보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말들이 

무척 많다. 진리도 이와 같이 여래께서 

미래 세상에 우리에게 오셔서 바른 법

을 알려줘도 기득권층의 훼방과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

유 하나로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비

방하고 법을 깨려 하고 있다.

須菩提白佛言  수보리백불언

世尊頗有衆生 세존파유중생

得聞如是言說章句生實信不

득문여시언설장구생실신부

佛告須菩提 불고수보리

莫作是說 막작시설

如來滅後 後五百歲 

여래멸후 후오백세

有持戒修福者 유지계수복자

於此章句能生信心 以此爲實

어차장구능생신심 이차위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쭙기를, 세존이시

여, “자못 중생들이 이와 같은 말씀과 글

귀를 듣고서 참다운 믿음을 낼 수 있겠

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

시되,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여래(석존)가 

멸도한 후 그 뒤 오백 년 후에도 계를 지

키고 복을 닦는 자가 이 글의 문구를 보

고 믿는 마음을 내어 이것을 사실로 여길 

것이다.”  

[해설] 여기서는 수보리가 그 스승 

되는 석존의 말씀의 뜻

을 앞장에 설명한 본문

과, 또 이 사구게의 참뜻

을 비로소 알아듣고 석

존께  “과연 이러한 사

실을 어느 누가 믿겠습

니까?” 하고 묻는 부분

입니다. 

그러나 석존께서는 

수보리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석존께서 자기가 멸도

(여기서 멸도는 죽음을 

뜻함) 후 그 뒤 오백 세

에도 이런 진실을 이 경

을 통하여 알아보고 듣

는 자가 있어 사실로 믿을 것이라고 장

담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멸도 후 ‘후오백세

(後五百歲)’는 현 불교계에서는 현재 

남방 불기를 기준으로 하여 2018년을 

2562년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석존께

서는 멸도 후 즉, 2500년도 후 또 오백

세라고 정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2500에 500년을 더하

면 약 3000년이 나온 답니다. 그래서 

2018년이 바로 북방 불기인 3045년과 

년대가 맞는 것이며 석존께서는 석존 

입멸 후 3000년대가 아주 중요한 시기

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존

께서는 왜 입멸 후 3000년대를 강조 

했을까요? 

석존은 입멸하기 전에 장래에 미륵

부처(彌勒佛)가 이 세상에 와서 일체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解脫)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함경에

서도 석존은 제자들에게 미래에 미륵

이 와서 일체의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금강경의 본

문을 보도록 하지요.  

바로 믿는 믿음이 드물다_(2) 

當知是人 당지시인

不於一佛二佛三四五佛 而種善根

불어일불이불삼사오불 이종선근

已於無量千萬佛所種諸善根

이어무량천만불소종제선근

 聞是章句乃至一念生淨信者

문시장구내지일념생정신자

마땅히 알라. 이 사람(선남자, 선여인=

보살행을 하는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

처님이나 셋, 넷, 다섯 부처님께만 착함

의 뿌리를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한량없

는 천만의 부처님 처소에 온갖 착함의 뿌

리(善根)를 심었기에 이 글귀를 듣고서 드

디어 한 생각에 깨끗한 믿음을 내게 되는 

것이다.  

[해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 이 책을 보시

는 독자들을 일컬음이며, 또한 선대조

상 때부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처님

께 착한 마음(善根)의 뿌리를 내렸다고 

한 것은 어느 특정의 틀에 박힌 불상이

나 탑(塔)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선대의 조상들이 여러 부처님께 착한 

일을 많이 하여 그 후손들에게 복이 이

르게 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석존께서는 다른 경전에

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을 볼 수가 있

습니다.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9卷(권) 월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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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男子 是故如來微密之敎 難可得知 唯有

智者乃能解 我甚深佛法 非世間凡夫品類

所能信也(선남자 시고여래미밀지교 난

가득지 유유지자내능해 아심심불법 비

세간범부품류소능신야) 

선남자여, 그러므로 여래(석존)의 비밀

한 가르침을 알기가 어려운 것이니, 오직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나의 깊고 깊은 불

법을 능히 알 수 있는 것이지 세간의 범

부들은 믿을 바가 아니니라. 

[해설] 바로 이와 같이 불법(석존의 

佛法)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어서 석존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대(先代)의 조상(祖

上) 때부터 선근(善根)을 잘 맺어야 하

고, 또한 당대(當代)인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것들이 복(福)과 덕(德)으로 이

어져 이와 같은 금강경의 올바른 진실

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當須菩提 如來悉知悉見

당수보리 여래실지실견

是諸衆生得如是無量福德者

시제중생득여시무량복덕자

수보리야, 여래(법신불)가 다 알고 다 보

는 것이니, 이 모든 중생들이 이같이 한량

없는 복덕을 받는 것이다.  

[해설] 그러므로 이 글귀는 여래(法

身佛), 즉 우주의 진리 그 자체이자 본

체이신 부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모

두 다 부처님의 눈(佛眼)으로 다 알고 

보신다고 하시니, 이 경전의 뜻이 한층 

더 강하게 마음속 깊이에 와 닿습니다.

비록 현재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무

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

지 미륵부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3세를 꿰뚫어 보는 불안(佛眼)이 있으

므로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는 물론 우

주를 통틀어 보시므로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석존은 위와 같은 말을 제자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이 비록 얼마 안되는 

분량이라고 하지만, 이 금강경은 석존

께서 우리들에게 진실(眞實)로 당부하

시고 싶었던 말씀을 압축 요약하여 전

하고 있는 것이며 미래의 주인공으로 

오신 생미륵불이 현재의 우리들에게 

석존의 진실한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

는 대승의 뜻이 담겨 있는 경전인 것입

니다.*  

明鍾

위 사진 설명: 천여 년 전에 세워진 충남 논산 천호산(天護山) 기슭의 개태사(開泰寺) 입구에 
세워진 불기를 보면 불기 3007년 경신년 8월 28일 상량(佛紀三千七年 庚申年 八月二十八
日上樑)이라고 북방불기로서 미륵부처님이 오신다는 불기 3007년, 즉 서기1980년에 중창
불사를 하여 상량을 하였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