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2014년12월1일월요일

God in the beginning
was captured by Satan
and imprisoned in the
prison of Satan by the
spirit of Satan

To live in heaven, people
should have qualifications.
Among the qualifications, the
biggest qualification is that
people should know the law of
heaven. If people know it and
keep it, they will be qualified to
live in heaven. Like to live in
Korea, one should keep the law
of Korea, to live in America,
one should keep the law of
America, to live in heaven, to
keep the law of heaven is
natural. The man who does not
know the law of heaven cannot
keep the law of heaven. 
Everybody wants to live in

heaven, but they do not know
the whereabouts of heaven, the
law of heaven, or the secret of
keeping the law. Today, the
Savior, the man who makes
humanity fulfill the condition
for living in heaven, appeared in
Korea and he is teaching
humanity the law of heaven to
save sinners and to be able to
live in heaven. 

People can see the
situation of God by
knowing the essence of
Satan

So far, nobody knows the

identity of Satan.  The Bible
records that Satan is sin. As the
words of the Bible are spiritual,
sin itself is a spiritual word, sin
is spirit, and sin is heart.  An evil
heart is an evil spirit and evil
god,  Satan itself is an evil
spirit, it is the evil spirit that
controls humanity today. We can
see the situation of God by
knowing the essence of
humanity. Everybody has God
in their hearts. However, due to
being captured by Satan, Satan
caught God, imprisoned him in
the prison of Satan, and controls
God as it wants. So God cannot
exert his power. 

The work of changing
the mind of ‘‘I’’into the
mind of God is religion 

Consciousness of ‘ I’, the
condition of the conventional
mind of Satan is the castle of
Satan and its spiritual prison(靈
獄). Consciousness of ‘I’is the
house of Satan. Satan built a
strong castle in humanity’s
mind and controls them as it
wants. Therefore, God can be
free by destroying the house of
Satan, the spiritual of Satan.
Then the house of God, the
castle of God, comes to be built.
The house of God is the mind of
God, the law of God, and the
house of God.  So the work of
changing one’s heart is that of
salvation and religion. Heaven

being accomplished relies on
changing the heart. The secret of
killing Satan is to not be
conscious of ‘I’. Not being
consciousness of ‘I’means ‘to
destroy the castle of Satan’. So
far, people have said that going
to heaven is going up to the sky,
but heaven is not away from
humanity, it is supposed to be
built in humanity’s mind. 

If ‘‘I’’is removed, the
prison of Satan and the
castle of Satan collapses

‘The whole thing of ‘I’is the
castle of Satan, the spirit of
Satan and the body of Satan.
Therefore, if consciousness of
‘ I’ is removed, it means
destroying the house of Satan,
topple the spiritual of Satan
completely, so eventually the
land of Satan collapses and God
occupies the land of Satan. The
mind of God is not a splitting
mind, but a mind making
humanity’s mind one, a sacri-
ficial mind, a mind regarding
everyone as my body. 
Therefore, thinking of bro-

thers’faults as my mine is the
mind of God, regarding brothers
as God is the mind of God.
Regarding brothers as others is
the thought of Satan, is the law
of Satan, it cannot be the law of
heaven.  

The work of religion is
smashing the house of
Satan and the work of
building heaven

Not regarding brothers as  my
body and not regarding bro-
thers’faults as mine is against
the law of heaven, it is being
deprived of the qualification for
living in heaven. The man that
conceives the mind of God can
live in heaven and can go to
heaven, if one cannot keep the
law of heaven, they cannot but
be out of heaven.  Jesus did not
know this principle. Jesus did
not know that originally the
mind of humanity was heaven
but they were occupied by Satan
and the world  became that of
Satan. 

The law of God is the law
of being equal and the
law of accomplishing
one. 

The law of heaven is not
separating I from others, not
separating men from women.
The law of Satan is the one that
splits one into billons of pieces.
Therefore, there are you and I in
the world of Satan, you and I are
others, women and Men are
different, there are some things
to hide and  reasons to be shy.

There is nothing to be bashful
and to hide in heaven. As you
become I, I become you, there is
neither men nor women, there is
no discrimination, people
accomplish and form a unity.
Mind, body and blood are one.
As that person is my body, this
person is my body, does one
glare at a person because he/she
made a mistake? If one glares at
one’s finger because their finger
made a mistake, they are crazy
people. In fact, your spirit did
not fall from the sky but you
were formed by your parents’
blood. Your parents were made
of your grandparents’blood,
your grandparents were made of
your great grandparents’blood.
Casting back to the first
ancestor, we can see that we
were made of the blood of
Adam and Eve, finally humanity
was formed by the blood of
God.( The Trinity  is God,
Adam, and Eve. The Bible
records where God stays,
heaven is. As Adam and Eve
lived in heaven, they were God).
Therefore, although they are
Americans, Japanese, and
Koreans and so on, all humanity
was formed by one blood, so
they are one body.  Although
humanity is separated from each
other physically, their thoughts
are different, as their blood is
basically the same, they are one
body. Thinking logically, though

all humanity is one body, if one
regards everybody as others,
deprives others’, fights each
other, hates each other, and is
jealous of each other, unrest,
dissatisfaction, and complaint
come out from them, pain is
unceasing. 

The words of truth lead
the whole world to be
completed as one

However, if the thought of
Satan is removed from all
humanity, the spirit of Satan dies
and they become one by the
spirit of God, you is I, though
you made a mistake, it means
that I made a mistake.  As
people regard everybody as one
body, their thought is the same,
if one laughs, all of them laugh.
So there will not be a fight.
Therefore, the work of the
Victory Altar is the work of God
which accomplishes one.
Today, to keep the peace of the
world, people have the UN, they
hold meetings, but they are not
unified. If the words of truth
spread to the world, all
humanity becomes one. The
words of this truth will lead all
humanity to be completed as
one.
- Extracted from the sermon of

the Victor in the Victory Altar
on Feb 20th,1985.

번역: 김숙 승사

보초들에게 술을 먹이고 잠을 재우는
일을 습관처럼 2년 동안 했으니 이제
남은 건 고말산에 있는 레이다에 안
걸리게 도망치는 것이다. 물론 해안가
에 탐조등을 설치하여 놓았지만 탐조
등은 여름에는 12시까지, 겨울에는 10
시까지만 근무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
문에 12시 이후에 도망치면 레이다만
피해간다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고말산 레이다기지에는 소좌(소령)가

기지장으로 있으면서 그 밑에 대여섯
명이 근무하 다. 레이다기지는 외부
인 출입금지를 요하는 중요 군사시설
이었지만 나는 특수부대 군의장 신분
이므로 진료를 목적으로 그곳을 수시
로 방문할 수 있었다. 어떻게 하면 레
이다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
기 위하여 난 틈이 나면 레이다기지로
진료 겸 놀러갔다. 밤중에 도망칠 것
이니 그들이 밤에는 어떻게 근무하나
를 살펴보아야 되기 때문에 기지장 소
좌 동무를 비롯해서 그곳 군인들과 친
해지려고 노력했다. 몇 번 가서 친해
진 다음 일부러 늦게까지 놀다가 레이
다 근무를 어떻게 하나 살펴보니 밤
12시가 넘으면 그들이 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곳은 북쪽 끝이라 별
일이 없다보니 12시쯤 되면 슬슬 졸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옳다. 됐다! 12시
에 도망치면 되겠구나’생각했다.   

이제 만반의 준비가 다 되었다. 언제
도망갈 것인지 정하면 되는 것이다.
사실 나는 가을 용(용띠로 가을에 태
어났다)이라 가을에 도망치려고 하
지만 탈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점검하고 준비하다보니 1986년 가을을
넘기게 되었다. 생명을 걸고 하는 일
인데 조심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
겠는가? 부친께서도“너는 가을 용이
니까 가을에 승천(昇天)할 수 있어. 무

슨 일을 도모하든지 가을에 해야 좋
다”라고 하신 말 이 기억나서 가을에
탈출하려고 했는데 또 가을을 넘기게
되었다. 
1987년 새해가 밝아왔다. 북한을 탈

출하려고 마음먹은 후에는 한시라도
빨리 탈출하려고 했는데 벌써 10년이
지났다. 
나는 1월 15일 새벽에 탈출하기로 정

했다. 왜냐하면 14일이 새해 들어 내가
처음으로 직일관을 서는 날이므로 그
날로 정한 것이었다. 만일 그날 탈출
을 못하면 또 보름 후로 잡아야 한다.
그때 또 못하면 보름 후에 해야 되
고...북한을 떠나기로 작정한 후부터는
여기 생활 하루하루가 지긋지긋해서
한시라도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
었다. 
‘따뜻한 남쪽나라’까지 가려면 먼저
배에 기름을 가득 채워야 되니까 경명
환 정장에게 기름을 넣자고 했다. 그
랬더니 기름이 좀 남아있다는 것이었
다. “정장 동무, 기름이 조금 남아 있
어도 기름 들어왔을 때 넣어야 돼. 만
일 공장에 기름 떨어져 봐. 낭패야. 무
슨 말인지 알겠소”경명환이는 기름
넣는 것을 좋아한다. 기름이 많아야
맘대로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기름탱
크를 개조하여 처음으로 기름을 넣은
것인데 경명환이가 얼마나 싸돌아다녔
는지 기름이 얼마만큼 남았나 흘수를
보니까 기름 넣은 지 몇 달 안 되었는

데 기름을 거의 다 쓰고 삼분지 일밖
에 안 남은 것이었다. 그래서 경명환
이와 같이 선봉항(웅기항)에 있는 석
유화학공장에 가서 기름을 가득 넣었
다. 그때가 1월 6일이다. 기름 탱크를
개조한 후 두 번째로 기름을 넣고 탈
출했던 것이다. 

나는 만일을 대비하여 작은 처남을
배 기관사로 키웠다. 내가 탈출하다가
불시에 무슨 일을 당하면 운전할 사람
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
은 처남을 수산대학에 보내서 기관학

과를 졸업시켰다. 작은 처남은 나를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따르면서
내 말을 잘 들었다. 따져보면 내가 처
남들을 다 키우다시피 한 것 아닌가.
평남 용강군 후산리에서 장모님과 살
고 있던 어린 두 처남을 청진까지 데
려와서 집도 마련해 주고, 쌀이 부족
하다면 우리 집 쌀을 주어 먹여 키웠
으니 처남들에게는 아버지와 다름없을
것이다. 
그래서 작은 처남에게는 북한을 탈출

할 계획을 약간 귀뜸해 두었고, 수산
대학에서 기관사를 따게끔 한 것도 그

런 계획의 일환이라는 것을 말해두었
다. 
반면 큰 처남은 철도대학에 보내서

기차기관사를 하게 했지만 내 말을 잘
듣지 않았고, 골수 공산당 사상이 박
혀 있기 때문에 탈출한다고 말했다가
는 씨도 먹히지 않을 것이므로 전혀
말을 하지 않았다. 장모님과 처제와
아이들에게도 말을 안 했다. 탈출 계
획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나와 처
그리고 작은 처남 셋뿐이었다. 
천상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식

량을 가지러 간다고 해야 움직일까 웬
만한 거짓말해서는 머리가 다 큰 어른
들을 다 움직일 수 없다. 항상 굶주리
니까 먹을 게 생긴다고 해야 움직이는
것이다. 
동해는 섬이 서해보다 많지 않은데

섬에 등대지기들이 있다. 그 등대지기
들은 농사를 지어서 혼자 먹는다. 자
급자족이다. 당시는 거기까지 배로 식
량을 운반해 주고 뭐 하고 그럴 여유
가 없을 때 다. 등대지기들이 사는
섬은 몇 가구 사는 데도 있고, 혼자 사
는 데도 있다. 거기에서는 농장이 조
직되지 않았으니까 배급을 타서 먹는
게 아니라 자신이 농사지어 자기가 먹
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까
식량이 조금 남는다. 
그래서 내가 진료 받으러 왔을 때 고

가(高價) 약을 주고서 등대지기와 식
량을 바꿔 놓고는 언젠가 가져가러 간

다고 해놓았다고 말했다. 
장모님에게 14일날 밤에 처남과 같이

우리 부대로 들어오셔서 식량 가지러
배타고 등대섬에 가자고 했더니“나같
은 늙은이가 뭐하러 같이 가느냐. 짐
만 되지”하면서 자기는 안 가도 되니
까 식량만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이었
다. 나는“등대섬에 가는 것은 장모님
집에 식량 모자라니까 처남들이 배곯
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다. 어
머니가 꼭 가셔야 한다. 만날 집에만
틀어박혀 계시니 머리도 식힐 겸 바닷
바람을 쐬시는 게 좋다. 또 만일 남는
땅이 있으면 거기에 씨앗을 심어야 한
다. 처남하고 꼭 같이 오세요”라고 해
놓고는 작은 처남에게 무슨 일이 있어
도 설득해서 데려오라고 했다. 큰 처
남에게도 같이 가자고 하니“좋기는
좋은데 왜 하필이면 밤에 가냐”고 의
아해 하 다. “낮에는 어선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배를 빌릴 시간이 나지
않는다. 밤이라야 배 시간이 있어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요양소에 입원해
있는 처제에게도 우리 병원에서 치료
할 게 있으니 보내라고 해서 우리 병
원에 오게끔 해놓았다.  
정문 보초 서는 놈들한테도 술을 몇

병씩 줬다. “우리식구들 오면 다 들여
보내라. 애들까지 다 올 거다. 우리집
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내가 고기를
얻어놨는데 저녁상에 올릴 거니까 가
지러오는 거야”라고 했다. 보초서면서
는 절대 술을 먹지 말고 교대한 다음
에 술 먹으라고 했다. 그렇게 하고 보
초서는 바닷가에 초소장마다 불러다가
술을 줬다. 푹 자다가 내일 아침 새벽
에 일찍이 나오라고 했다. 뭣도 모르
고 좋아서 이것들이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식구들을 오는 순

서대로 배에 태울 수 있었던 것이다.* 

The Victor’’s Words

Only if one removes consciousness of ‘I’ 
and accomplishes the law of God in their heart 

heaven will be built in them

따따뜻뜻한한 남남쪽쪽 나나라라를를 찾찾아아서서
제11화“등대섬으로식량가지러가자”

김만철선생탈북기

등대섬으로식량가지러가자고처가식구들을속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