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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man’’refers the
Victor.)

One can not think of
other things by thinking
of only God

If one starts to fight against
oneself, they are careful for even
breathing. Therefore, if one is
conscious of oneself, it is the
thought that Satan gives, so
striving not to be conscious of
oneself, there is a time of being
conscious of oneself, in spite of
oneself. Then, it means a failure in
fighting against oneself, This man
hit His chest and crashed into His
head to the wall  and mangled
Himself saying to Himself ‘you,
die.’As This man thought of only
God truly, He could not think of
other things, His past, and being
conscious of others. 
This man could not think of His

past and could not be conscious of
others. Therefore, love God more
than one hour ago. As the thought
of longing for God touched sky,
This man could not think of other
things. So He loved only God
earnestly. Everyone, during
receiving the grace of God or
talking to brothers, Satan comes to
them. Therefore, This man
avoided meeting people as much

as He possibly could, lived very
carefully not to spill the grace of
God for 50 years. People cannot
become God without efforts. This
man walked a lot alone to avoid
meeting people. As He knew only
God, He sang hymns in order for
grace not to be spilt. Staying up all
night, This man sang with a
heartbreaking heart.

Following the trace of
the Victor……

So This said to people several
times though people follow the
way of the Victor 1/10000, they
have no problems in salvation.
There was no man in human’s
history who lived the way that the
Victor lived. 
The trace of the Victor is toward

only God. Looking this man, This
man regarded him as God, looking
at that man, He regarded him as
God, there was no man that This
man despised. 
Everybody looked like God to

This man. It is not that in spite
people did not look like God, This
man tried to look like God, but He
was thought of regarding them as
God by Himself. As everybody
looked like grateful God, treat
them bending His head, with a
respecting mind. As well This man
did at home. He did as one asked.
This man played the slave of
slaves. If He did not do like that, it

was against the Law of Liberty, the
grace of God left. Only if This
man was the slave of a slave, God
stayed. If This man played the
owner or senior, the grace of God
left at the moment. The Law of
Liberty is the way of the mind.
This way is to be accomplished by
the mind. By being close to the
Victor, people are not acco-
mplished. Only if you have the
mind of God, only if you have the
character of God, you will become
God. Becoming God or not
depends on your mind. Only if
one’s mind is always sacrificial,
always modest, always be the
slave of slaves, the grace of God is
kept. Those are the characters of
God. When This man was alone,
He always shed tears because
brothers’situation was regarded as
His situation, there was no day
when his tears stopped. God is
gentle benevolent spirit, is the spirit
of love, so He is always sacrificial.
As the spirit of God regards
brothers’all situations as His
situations, He neither love
someone specially nor is interested
in others. He is equal to everybody.
However, if one is caught by
Satan, they become dull. They
thinks of only themselves. Those
who think that only we are saved
but you are not are because they
are captured by privileged con-
sciousness. As everybody looks

like God to those who are in God,
their head is lowered by
themselves, when they meet
people, they are so happy. The
mind of God is the one that there is
neither you nor I, the one of equal
love that regards everyone’s
situation as their own. The
followers of the Victory Altar
should be models everywhere.
Meeting people, greet each other
smiling broadly, regarding every-
one’s situation as my situations,
when your brothers are in
difficulties, you should cooperate
each other. The attitude that is not
interested in whether brothers die
or not, whether brothers go wrong
is the one of Satan. The grace of
God does not go to them.

Check your mind every
second. Only if you start
present every second

It is important to stand on the side
of God. One should believe every
second, if one believes wrongly, to
believe well last year is useless.
The belief of the future and last
year is useless. The future and the
past do not need to become God.
The word, ‘I will believe well
from tomorrow’does not need to
be accomplished as God. Some-
times there are people who say that
they will do well from tomorrow.
Although This man said, “why
will you start from next year? Do it

right now”, they did not under-
stand Him. It is not useless that one
starts from tomorrow or next year.
Tomorrow will not come to those
who do not start in the present.
Checking whether you stand on
the side of God by yourself, you
should stand on the side of God.
So lead a faith life every second.
One does not need the past and the
future. Therefore, heaven is in one
second, present, it is not in the past
and the future. This word is a
philosophical word. God exists in
the present. He does not stay
neither in the past nor in the future.
Therefore, one should have God in
one’s mind in the present, it means
to be in front of God and to be in
God. Also immortality is in the
present. ‘What I stand on the side
of God’is important. Existing in
the wave of immortality in the
present, those who are not
convinced of immortality are the
ones who are caught by Satan. So
This man told you to become a
holistic person each second. To
believe in the past and the decision
to believe well in the future are
useless. The present is the most
important. If one believes well in
God in the present, they are God.
The thought itself that one believed
well in the past, what one devoted
to God well in the past is against
the Law of Liberty. 

The secret of overco-
ming oneself is to alwa-
ys start newly present

With the mind that today is the
first day,  one should start from this
time today, having such a mind all
the time, one’s faith is developed.
That is the trace and philosophy of
the Victor. To start newly in the
present is the secret of the Victor
that overcame Satan and Himself
completely. As He moved with the
thought, as He starts loved God
continually with the mind, He
loved God more after one second
than before one second.  Looking
at the Lord means being in the
Lord and staying in God. Only
when  God sits in one, God is seen
in their mind. If one is against the
Law of Liberty for a moment, God
is not seen in their mind. The spirit
of God is a penny-pincher like this.
If one concentrates on other things
for a moment, God leaves them.
God is a jealous one. So those
whose mind concentrates on God
all the time and love God highly,
their expression and pupils are
different. This man hopes earnestly
that those who lived with the
crumbling with so far tighten the
belt of the mind, start newly, love
God highly and stick to Him, and
make a fire in the mind to make
God happy.*

번역:김숙 승사

구름인지 안개인지 잘 모르겠지만 갑
자기 시야가 가려지니 방향키를 잡아
야겠다는 생각에 선실로 갔다. 잘못하
면 암초에 부딪칠 수 있다. 시야가 좁
으니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다. 바삐
왔다갔다하는 나를 처남이 졸졸 따라
다니며 시비를 했지만 그와 다툴 여유
가 없었다. 
안개 속으로 계속 달려 거의 해를

벗어났을 것으로 생각되어 레이타를
돌려보니 주위에 아무것도 없었다. 청
진항으로부터 거의 200마일 정도 벗어
났으니 아마 공해상에 도달할 때 을
것이다. 공해상에서는 총포사격이 금
지되어 있고 또 붙잡힐 염려도 이제는
거의 없다는 판단이 섰지만 그래도 뭔
가 뒤쫓아 오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
을 지울 수는 없었다. 혹시나 모를 상
황(우리 배보다 빠른 쾌속정의 접근)
을 은근히 걱정하며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배의
선실을 잠그고 계속 속도를 올렸다.
갑판으로 나가보니 30미터 가까이 유

인을 했던 돌고래도 보이지 않았다.
돌고래 하나만 잡으면 배에 있는 냉동
실에 넣어서 한 달 정도는 먹을 수 있
었을 텐데. 정말 아쉬웠다. 

그렇게 부지런히 달리다 보니 어느
덧 밤 9시가 되었고 위도가 36도와 37
도 사이쯤 되었는데 파도가 엄청 높게
치고 있었다. 대충 위치를 계산해 보
니 부산과 일본 사이쯤 되는 것 같았
다. 대한해협은 바다가 좁아서 파도가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었다. 슬
그머니 큰 파도가 닥치는데 그러더니
산 같은 파도가 들이닥치는 거 다.
파고가 한 10미터는 되는 것 같았고
바람이 30미터 불어대니까 거의 태풍
이나 같은 수준의 폭풍이었다. 배가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 다.

높은 파도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했다. 청진호는 뒤집어져도 오뚜
기처럼 다시 바로 서는 배다. 파도를
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파도
속을 뚫고 나가려고 배의 속력을 높
다. 엔진 두 대를 풀 가동하여 최고 속
력으로 달렸다. 산 같은 파도를 뚫고
나오기를 반복하며 바닷물로 흠뻑 뒤
집어썼다. 

아무래도 이거 안 되겠다는 판단에
기관실에서 나왔다. 그런 다음 작은
처남과 20살 된 큰 아들 광규에게“내
가 놓은 침로대로 달려라.”고 지시해
놓고는 창고와 그 외 다른 곳에 혹시
라도 부서진 곳이나 물이 들어오는 부
분이 있는지 살펴보러 나갔다.
그렇게 한 참을 둘러보고 선실에 돌

아왔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했다. 온도
계를 보니 엄청 올라가 있는 게 아닌
가. 급히 속도를 늦췄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만 엔진 2개 중 1개가 붙어
버렸다. 내가 설정한 속도 그대로 달
렸던 것이 화근이었다. 그리고 온도계
가 어디에 붙었는지 작은 처남에게 알
려줬어야 했는데 나의 실수 다. 어쨌
든 엔진 2개가 멀쩡할 때는 50킬로에
서 60킬로로 달리다가 엔진 1개로만
가니 사람 걸어가는 것보다 조금 빠른
정도로 가는 것이었다. 게다가 파도가
세게 치니 앞으로 전진도 안 되는 것
같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하니 낭패

다.
거기다 마저 남은 엔진 1개가 열을

받아서 열을 식히기 위해 해수(海水)
펌프를 돌리라고 작은 처남에게 말했
는데 해수펌프를 가동한다는 게 자기
가 타던 배가 아니다보니 헷갈리기도
하고 급한 마음에 그만 식수용 청수
(淸水)탱크 밸브를 열어버렸다. 삽시
간에 일어났다. 청수로 막 열을 식히
는 것을 보고“청수하지 말고 해수펌
프 돌려라”라고 작은 처남에게 말하고
는 나는 갑자기 쓰러졌다. 졸도했던

것이다. 식구들은 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깜짝 놀랐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
다. 아마 몇 분 동안 의식을 잃어버렸
던 것 같았다. 

정신을 차려 보니 배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뱅뱅 돌고 있었다. 엔진 고장
에 식수도 없으니 이제는 마냥 파도타
기만 할 뿐이었다. 위로 10미터 올라갔
다가 밑으로 쑥 내려가니 멀미가 안
나올 수가 없었다. 그나마 배를 많이

타본 나와 작은 처남은 견딜 만했지만
식구들은 이쪽으로 몰렸다 저쪽으로
몰렸다. 마치 가랑잎과 같았다. 식구들
은 선실 내부에서 널브러져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나에게 대들던
큰 처남도 마찬가지 다. 
청진호는 배 밑에 중량이 있기 때문

에 오뚜기처럼 일어났다 뒤집혔다 했
다. 뒤집혀도 밑이 무거우니까 다시
오뚝 섰다. 목선 같으면 아마 부서졌
을 것이다. 로스케들이 배를 튼튼하게
잘 만들었다. 

1월 15일 새벽에 청진항에서 출발하
여 그 날 밤 10시 경에 엔진사고가 났
는데 이제는 속절없이 파도가 치는 대
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다
행인 것은 북한 쪽으로는 리지 않았
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동남풍이 불지
만 11월만 지나면 꼭 북서풍이 불기
때문이었다. 이것도 미리 생각해 둔
것이었다. 만일 배가 엔진고장 등으로
표류하게 될 때를 예상해서 여름을 피
해 탈출한 것이다.  북한 쪽으로는
리지 않았지만 일본 쪽으로 려가게
되니 큰일이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이 악질이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
던 터라 걱정이 태산 같았다.
엔진사고와 식수가 없어진 지 3일 정

도 지난 17일 경에 선실에서 널브러져
있었던 식구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먹
을 물을 찾았다. 너무나 갈증이 나니

까 애들이나 어른이나 난리가 났다.
드디어는 바닷물을 마시자고 성화를
부리기도 하 다. 하지만 바닷물을 마
시면 더 갈증이 나고 죽기 때문에 그
것만은 필사적으로 말렸다. 그렇다고
증유를 해서 먹을 만한 기구도 없었으
니 참 기가 찰 노릇이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르

고 있는 와중에 배는 일본 쪽으로 천
천히 려가고 있었다. 사람의 예감이
랄까. 육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느낌으
로 육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왜냐하면 큰 파도가 치지
않고 살랑거리는 너울이 생기는 것을
보니 알 수 있었다.
일본에 들어가면 어차피 죽게 될 것

이라고 생각하 기에 최대한 시간도
벌고 혹시라도 지나가는 배가 있으면
구조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닻을 내리기로 하 다. 그런데 탈출할
때 밧줄을 엄청 실어왔는데도 불구하
고 아무리 닻을 내려도 바닥에 닿지
않았다. 원래는 배 앞뒤로 양쪽에 같
이 닻을 내려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앞의 것을 풀어서 뒤쪽에 연결하 다.
밧줄이 튼튼하 으므로 한쪽이라도 바
닥에 닿기만 하면 리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닻을 내렸는데 이게 어찌된
문인지 아무리 내려도 바닥에 닿지 않
았다.
마음은 초조한데 밧줄을 다 풀어도

바닥에 닿지 않았다. 아마도 수심이
3000미터는 넘었으리라 여겨졌다. 그
나마 다행인 것은 1000미터 밑으로 내
려가면 파도도 없고 물의 흐름도 약하
기 때문에 리기는 렸지만 거의 서
있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렸다.
주위에 지나가는 배가 있는지 아무리

살펴봐도 한 척도 보이지 않았다.* 

The Victor’’s Words

The Secret of Overcoming ‘‘I’’is  Starting newly Each Second

따따뜻뜻한한 남남쪽쪽 나나라라를를 찾찾아아서서
제13화 산같은파도를뚫고대한해협을빠져나오다

김만철선생탈북기

Those who can not start now will not have their tomorrow forever. 

Checking whether they stand on the side of God or not, one should stand on the side of God. 

폭풍으로들이닥친10m 되는산같은파도를뚫고나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