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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man’refers to the Savior. This

article was preached by the Savior on July

18th, 2003.

There is only one reason hu-
manity gets old and dies is just
one. Due to desire in human
beings, their blood decays.

If one lives for ‘‘I’’, they will
surely die

If decayed blood accumulates
and becomes a lot, it causes
germs to generate in decayed
blood. 
People think that germs come

into us from outside, and do-
ctors also recognize like that,
but the germs that come from
outside soon die. Because
people’s bodies are hot, the
germs cannot live. Therefore,
germs that happen in one’s
decayed blood reproduce gra-
dually. Then diseases become
serious, finally they die. Germs
never permeate into people’s
body. The organs in the body of
humans have cells, the life span
of cells have a limit. 
Longest life-span cells can live

is 29 days. After 29 days, they
die and become dead skin, you
remove them while taking a
bath. 
People die due to their desire.

If they do not have desire, they
cannot die. So in order to live
forever, consciousness of ‘I’
that attempts desire should
disappear. Consciousness of ‘I’
attempts desire, desire itself
does not attempt desire.
The mind that comes from

consciousness of ‘I’is desire. If
one’s mind moves for oneself,
their blood decays continually.
However, people do not know
about desire. 

They know only what they
desire. However, having a mind
to do what will not be done is
desire, too. Therefore, whether I
want to do this or to do that is
also desire. Like this, all the
minds that hang from con-
sciousness of ‘I’are desire.
Therefore, the blood of people
decays continuously.
If decayed blood increases, the

number of reproduced cells
decreases gradually. So, as one
acquires wrinkles, loses their
strength, lowers resistance, and
finally they die. Like this, the
reason for humanity’s death is
if one’s blood decays, decayed
blood does not become resistant
and die, if one is resistant, they
cannot die. AIDS is a disease
that one’s resistance declines.
So only if one catches AIDS,

their resistance reduces and
finally they die. If one’s re-
sistance becomes weak, they
cannot do anything but die. The
power of resistance comes from
biotron. Biotron comes out
mostly when one laughs. When
one goes under pine trees, they
can imbibe oxygen. However, if
one laughs everyday, biotron
happens in them. The reason
that their diseases are cured by
laughing a lot is because their
resistance become strong, the
cells of cancers are reduced.
Therefore, their cancers are
healed. 
So you should laugh everyday.

If one laughs, biotron happens
in their blood.

As the way of immortality is
the way of mind, if one has a
mind to live forever, they can
live forever

This man said from the
beginning of the Victory Altar
that this way is the way of the
mind. If one has a mind well,
they can live forever. If one has
a mind correctly, they cannot die
and cannot catch diseases. So
laugh every day. You must live
laughing everyday, enough to be
seen as a crazy person to people.
You have to live laughing. What
makes you laugh? 
No matter how ugly people

look, smiling faces look so
beautiful. Even an ugly man
laughs, he does not look ugly.
Flowers bloom in laughing, if
one laughs, the material of life
happens and they become
young day by day. On the other
hand, those who are filled with
worry and are depressed all the
time become old quickly, their
backs get bowed. 
Some people try to straighten

their bent backs. but it is impo-
ssible. If they try to straighten
their bent backs by force, their
bones will be broken. 
If one laughs everyday, their

bent backs will be straighten.
Just laugh to confirm the fact.
You can live forever by laugh-
ing everyday. 
You will receive the grace of

God if you accept a worship ser-
vice while laughing. The grace
of God goes to laughing people.
The grace of God does not go to
the people who are worried.  
Comrade, if you laugh for 2

hours continually, you will
smell the scent of a lily. Because
the Holy Dew Spirit comes to
you. The scent is the smell of
the Holy Dew Spirit.

The body of the Savior was
formed of the Holy Dew Spirit

You can smell the fragrance
when you come to This man’s
office. That’s because This
man’s body itself was created
with the Holy Dew Spirit.
Therefore, if you just come to
the office of This man, you can
smell it. Usually flowers can last
for 10 days and then get faded.
However the flowers that are

in This man’s office never fade
even they last for 1 year. Is it
strange? It means that the Savior
is the existence of immortality.
As an immortal existence is
there, an immortal material
comes out, so flowers cannot
fade.
The reason that flowers fade is

because their lives run out. As
the Holy Dew Spirit comes out
from the Savior, the material of
life is conveyed to the flowers.
Considering this fact, we can
see that the Savior can fully give
immortality to people. If you
attend a worship service with
the Savior for an hour everyday,

you will not die. 
So This man tells you to attend

a worship service everyday. You
should attend the worship
service everyday. The reason
that people die is because they
are stubborn. Those who are
stubborn die quickly. The reason
that people are stubborn is
because they are greedy.
So those who are stubborn die

quickly. There is a person who
died while he slept.
The reason for his death was

because he attempted desire and
his blood decayed. So he died of
a heart attack. Although the
Victory Altar explains about the
cause of death scientifically, if
there is a person who does not
understand it, he was cursed, As
he was cursed, he cannot dis-
cern.

The Holy Dew Spirit being
taken by cameras in the
Victory Altar is evident that
God is in there

One should laugh all the time,
when one’s mind reaches the
step to laugh, their face becomes
bright. The reason for being
bright is because endorphin
comes out and the material of
life happens. It is the material of
life. So their face becomes
bright. 
Kirlian, a Russian, took a

picture of a person using a high
frequency camera, found that
light came out. 
He named it aura. The aura is

the light of life. Also when he
took a picture of a leaf, he found
that light came out from the leaf.
An live leaf emits light like a
man when one takes a picture of
a leaf.
God was originally light. As he

was light, the reason that light is
emitted from this man’s mouth
and nose is because This man
has the spirit of God. If This
man does not have the spirit of
God, light is not taken by
cameras. The reason for the
Holy Dew Spirit being taken not
by high resoluion cameras but
normal cameras is evidence that
This man is God. Humanity
cannot emit light. This man
teaches you how to become God
in detail. One should live a
sacrificial life for God to
become God. Those who do not
live a sacrificial life for God
cannot become God. This man
did a sacrificial life for God
until He became the Savior.
When this man was young, He
taught young men who did not
go to school for nothing. Also,
This man built school every-
where He stayed, however
nobody gave money for bui-
lding them. When he was
bleeding while teaching stu-
dents, an American commander
saw This man bleeding sugge-
sted to build a school for Him. 
When the school was built, the

people of the village insisted
that This man became the owner
of the school. But This man said
as He had no money, He could
not run the school. In order for
the school to exist forever, the
school had to be possessed by
the government. So that school
become a public school.* 

단장은 쌀가게를 돌아본 후“김 선
생, 어디를 또 가보고 싶습니까?”라고
물었다. 나는 믿기지 않는 현실을 다
시 확인하고자“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 가봅시다”라고 대답했다. 

단장은 우리 식구들을 데리고 여의도
63빌딩으로 갔다. “먼저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구경하고 다음에 선생이
원하는 곳을 가봅시다”라고 하 다.
멀리서 보이는 63빌딩은 햇빛을 받아
금색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남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빌딩을 짓
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 전망대에 올라 망원경으
로 서울 시내를 들여다봤다. 처남과
아이들은 고층빌딩이 즐비한 서울의
광경을 바라보고 감탄을 연발하 다.
하지만 난 덤덤했다. 왜냐하면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 했으니까 진짜
남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사는지
궁금했다. 내 눈으로 거지들만 득실거
린다는 말이 틀리다는 것을 확인해 보
고 싶었다. 김신조나 이웅평이 말대로
남조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산다
는 말을 확인해 보고 싶었다.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보이는 여의

도 아파트단지를 보고 단장은 저기를
아파트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층층이
집을 지어서 살고 있다고 말하 다.
그러면서 아무 아파트나 들어가 보자
고 하 다. 
그래서 아무 아파트나 찍어서 갔다.

단장은“어느 집이건 마음대로 들어가
보시죠? 몇 층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몇 층이고 아무 층에나
갑시다”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아
마 10층 이상 올라간 것 같았다. 엘리
베이터에서 내려서 벨을 누르니까“누
구세요?”하면서 문을 여는데 육칠십
돼 보이는 할머니 다. 그 할머니는

“어떻게 오셨습니까?”라고 하 다. 단
장이 머리를 숙여 인사를 깍듯이 하더
니“이 동네 사는 사람입니다. 들어가
서 집구경을 해도 되겠습니까?”하
다. “우리 며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들도 올 시간 됐다”고 말하
면서 머뭇거렸다. 단장이“하여간 들
어가서 집구경 좀 할게요”라며 집안으
로 들어갔다. 단장은 북한에서 온 분
들인데 남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려고 왔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냥
요 동네에서 왔다고 말한 것 같았다.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이것 저것 둘

러보고 있었는데 집주인으로 보이는
며느리와 아들이 들어왔다. 그들의 나
이는 한 사십쯤 돼 보 는데 이게 무
슨 일인가 의아한 표정이었다. 그러자
단장은 일어서더니 그들의 귀에다 대
고 뭐라고 말하 다. 아마 자기는 안
기부에서 왔으며 왜 왔는가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았다. 그 말을 듣자 부부는

“아, 그러시냐”고 하면서 몸을 굽실굽
실 하 다. 그때만 해도 안기부는 되
게 무시무시한 곳으로 생각할 때 다. 
집주인 남자가“뭘 알고 싶으십니

까?”라고 나에게 물었다. 그래서“쌀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자기 부인
에게“쌀이 어딨어?”라고 물으니 부인
이“베란다 옆 창문 옆에 있어요”라고
대답했다. 그리로 가보니 쌀 두 마대
가 놓여 있었다. 80킬로 짜리 두 마대

다. “쌀을 좀 봅시다.”라고 했다. 그
랬더니 무거운 걸 낑낑 거리면서 둘이
서 땅에다 내려놓고 보여주었다. 아주
좋은 쌀이었다. 나는“이게 다 동무네
거요?”라고 물어봤다. “예?”깜짝 놀라
면서 집주인 남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모양이었다. 아주머니가 말
을 알아듣고는 벌벌 떨면서“예, 우리
겁니다”라고 대답하 다. ‘북한에서
왔구나’라고 감을 잡은 모양이었다.
내가 북한 말하지 안기부에서 왔지 하
니까 눈치 챈 것이었다. ‘80킬로 한 마

대만 가져도 한 달은 넘게 넉넉히 먹
겠는데 무작위로 들어간 집에서 쌀을
두 가마나 사다 놓고 있으니 남조선은
쌀이 많이 있는 모양이구나’라고 생각
하게 되었다. 그 집을 구경한 후 날이
어두워져서 숙소로 돌아왔다. 
우리 식구들은 대방동 안가에서 한

달 넘어 있었다. 안가 옆집이 멋있는
기와집이었는데 동양시멘트 공장 회장
집이라고 하더라. 아래층에는 안기부
사람들이 살고 위층에 우리가 살았다.
KAL폭파사건으로 유명한 김현희도 우
리 집에 한번 왔다갔다. 내가 김현희
보다 몇 달 먼저 남조선에 왔는데 김
현희가 오니까 안기부 사람들이 김현
희 회유하려고 우리 식구들을 만나게
한 것이었다. 김현희는 우리 식구들
보더니 고향사람 만났다는 생각에 그
런 것인지 우리 집사람을 안고 많이
울었다. 
그날 저녁에 밥을 먹고서 단장은“내

일은 좀 멀리 갑시다.”라고 말하 다. 

여기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다. 
대만에서 한국으로 갈 것인지 아닌지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에서 누님을 만
나면 누님의 말을 듣고 가부를 결정하
겠다고 하 었다. 설마 누님이 동생에
게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
이었다. 나는 대만을 떠나기 전에 누
님을 여기서 만나고 가겠다고 했었다.

해 넘어갈 즈음 대만으로 한국 비행기
가 왔다. 그래서“우리 누님 만나야 가
지 갈 수 없다”고 하 다. “누님이 살
아 계시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지만 전
라도 광에서 이곳에 오는 데에는 시
간이 많이 걸립니다. 서울에 가게 되
면 틀림없이 만날 텐데 뭐 그렇게 고
집부리십니까. 여기서 만나나 서울에
서 만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히려
서울에서 만나면 번거롭지 않고 좋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와서 기다리고 있
습니다. 비행기에 타십시오”하여 비
행기를 타고 온 것이었다. 
서울에 온 첫날은 기자회견이다 뭐다

바쁘고 경황이 없어서 누님을 만나지
못했고, 안가에 가서 이틀 후 조사를
받을 때 누님을 데려오라고 그랬다.
그때까지도 안기부에서 말하는 것 다
거짓말인 줄 알았다. 
프레스센타에서 누님을 만났다. 말

몇 마디 안 해서 누님인 줄 알았다. 핏
줄은 역시 다른 것이다. 금세 통하는
것이었다. 누님은 전라도 말을 써서
말하는 거 잘 못 알아들었다. 김동건
아나운서가 통역해 주었다. 누님은 16
살에 전라도 함평으로 시집갔다. 그
후에 부친께서는 일제의 추적을 피해
만주로 떠났고, 이후로는 소식도 모르
고 그렇게 지냈다. 부친께서는 통일이
되면 누님을 꼭 찾아보라고 당부하셨
다.   
누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말 잘 왔다고 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느냐며 우셨다. 난 누님에게
딱 한 가지 물어보았다. “누님, 쌀이랑
많이 줘요”누님은“여기 살기 좋다.
김일성이가 남한 사람 거지라고 한 말
은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 다. 누님
의 말을 듣고 남한에 오기로 마음을
굳혔던 것이다.* 

The Victor’’s Words

If one throws away consciousness of ‘‘I’’
they cannot die

따따뜻뜻한한 남남쪽쪽 나나라라를를 찾찾아아서서

제25화 여의도아파트아무집이나들어가서집구경을했다

김만철선생탈북기

무작위로들어간아파트에서남조선사람들의실상을알수있었다/ 그림박준구장로

Translation : Angel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