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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eart of human beings is
spirit(靈). Depending on what
kind of heart one has, they have
the heart of God or they have
the mind of Satan. If one moves
in accordance with one’s desire,
their blood becomes decayed
continually and they are dying.
However, those who have the
heart of God become the blood
of God gradually and become
God. The heart of God is a
sacrificial heart and the
conviction of eternal life. Those
who are convinced of the Savior
100 percent have the heart of
God and become God. Those
who do not believe in the Savior
100 percent can not become
God.

The Holy Dew Spirit, a
medicine, which enables
humanity to become
God

The Savior is a recreative God
that enables humanity to
become God. The Savior came
in order to make humans God.
The Savior emits the Holy Dew
Spirit all the time. Because the
Holy Dew Spirit is the medicine
that enables humanity to be-
come God. So Revelation 2:17
in the Bible says, ‘To him who
overcomes, I will give some of
the hidden manna. I will also
give him a white stone with a
new name written on it, known
only to him who receives it.’
The hidden manna is the Holy

Dew Spirit. In the times of
Moses, dew manna fell to the
Israelites to feed them in the
desert for 40 years, the fact is a
shadow of the hidden manna.

Prophet like Moses is the
Savior who will save
humanity

“For Moses said, ‘The Lord
your God will raise up for you a
prophet like me from among
your own people; you must
listen to everything he tells you.
Anyone who does not listen to
him will be completely cut off
from among his people.”
according to the Acts of
Apostles 3:22-23. The man who
emits the Holy Dew Spirit, the
hidden manna, is the prophet
like Moses. The prophet like
Moses is the Savior who will
save humanity, who will acco-
mplish the end of times. So He
is supposed to remove the sins
of the world and recreate the
world of heaven newly. Among
people, there are the men of
heaven, there are people who
live as humans and die.

Only when the blood of
humans should be
changed into that of
God, they are saved

Therefore, those who know the
Savior and are convinced of

Him 100 percent can become
God. If one does not believe the
Savior 100 percent, the Savior
does not make them God. 
The Savior may look dull to

you, in fact He knows people
exactly. He makes the men who
believe in the Savior100 percent
God.
Humanity’s blood is changed

depending on their minds. If
they have a regretful mind, their
blood decays 1/3. So one should
not have a regretful mind. Also
if one has a hateful mind, their
blood decays 100 percent. So
such people can neither become
God and nor can people acco-
mplish eternal life. Therefore,
your blood is changed depe-
nding on your mind. So the
Spiritual Mother said, ‘only if
one’s blood is accomplished,
they are saved’. Blood should
be accomplished as the blood of
God by having the heart of God.
Having what minds is free, only
when you have the heart of God,
you become God. 

The followers of the
Victory Altar attend a
worship service every
day

Those who sometimes attend a
worship service, sometimes skip
it are never saved. Although one
skips just single one day, being
saved is very difficult. If one
skips two days, their spirit
becomes black. To save those

who become black is more
difficult than saving 100 new
comers. To save the people of
existing black spirit, the Savior
need the grace of God that saves
100 new comers. So it is rather
to throw them away  to hell.
You should come to the Victory
Altar continually. Although you
attend worship service everyday,
being saved is very difficult.

Though one attends a
worship service through
a DVD, the Holy Dew
Spirit falls.

This man preaches in the
Yeokgok Victory Altar every
other day. However when This
man does not stand on the
rostrum, the Holy Dew Spirit
falls. Take pictures when This
man does not stand to check if
the Holy Dew Spirit falls or
does not fall. Doubters will be
surprised. Even one attends a
worship service through a DVD,
the Holy Dew Spirit falls. This
man said that This man works
as His other selves. The words
that This man speaks are done
as they are. Therefore, you
should attend a worship service
everyday. 
The reason that This man

stands on the Yeokgog Victory
Altar every other day is that He
should stand on the branch
Victory Altars. Therefore, if
This man preaches on the
district Victory Altars, it means

that He spiritually stands on
every Altar. This man works as
His other selves. When This
man stands on the rostrum of
the district Altar, you should
follow Him and attend a
worship service. That is a rule.
You should always follow This
man. When This man goes to
the Busan Victory Altar, you
should go there. That is the
secret of receiving the grace of
God. 
Do not regret on not following

This man. Follow Him dilige-
ntly to be accomplished. If one
does not do like that, they are
not done. If you do not attend a
worship service because you are
busy, you cannot go to heaven.

The man who appeared
as the Savior at the end
of times is the consu-
mmator, recreator God

This man is a consummator
because He is a complete man.
This man knows everything. No
matter how hard you lie, This
man knows the truth. Therefore,
as This man knows everything,
He is the Savior that gives you
eternal life. He is almighty. This
man can do everything as He
wants. When the Savior creates
men God, He removes the
factors that cannot be God
spiritually, gathers the factors
that can be God and makes them

God. 

Do you know why the Savior
is a recreator God? The Bible
says that God created all things.
Because they do not know
anything. In fact, the man who
appeared as the Savior is the
consummator, recreator God. So
the Savior will create you as
God. Confirm after you become
God. 

This man proclaimed 5
covenants to announce
that He is almighty

The Savior is an amazing
existence. So He removed
communists, stops typhoons
coming toward South Korea,
prevent rainy seasons in South
Korea, prevents war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makes
Koreans harvest abundant. As
This man does as He wants
because He is almighty. It
means that This man is not a
human. This  man seems like a
man to you, however He is not a
man. As the Trinity became a
Victor and was complete, He
can do anything. 
If This man orders everything

to come to Him, they will come
to Him. So trust This man in
order for you not to regret after
all things are accomplished.*

- extracted from the sermon on

April 25th  2003.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니 의아
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도 많을 것
이다. 앞에서(제28화) 말했다시피 북한
의학에 대한 을 써서 외국 교수 및
연구소로부터 제법 큰돈을 받았다. 또
한 탈북강연회에 많이 다니면서 강사
료로 많은 돈을 받았다. 주로 교회에
서 주최하는 강연에 많이 다녔는데 보
통 강연료로 1회 100만원도 주고, 큰
교회에서는 500만원도 주고 했다. 물
론 강연 내용은 탈북 체험에 관한 것
이었다. 목사를 비롯한 강연 주최측에
서는 나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간증
을 기대하 지만 난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간증할 건
더기가 없어서 간증할 생각이 전혀 없
었다. 
미국에 가서도 탈북 강연을 하기도

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미국
에서 만난 적이 있다. 그분과 미국에
서 강연도 같이 다니고 했다. 그분은
국회의원을 그만 두고 2000년경에 미
국에 와 있을 때 다.  
난 자본주의 생리에 너무 어두웠고,

돈의 귀중성도 잘 몰랐고, 제법 살만
은 했지만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살자니 여러 가지로 마음이 공허해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했었다. 더욱이
김신조가 와서 교회 다니니까 좋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었다. 

하루는 교회에서 알고지내는 박종식
이라는 사람이 와서 내 이름을 빌려주
면서 식당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 돈
을 번다고 하기에, 별 관심도 없이 그
러라고 했는데 그가 식당사업 전문업
자에게 소개하여 김만철 식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했던 모양이다. 유
명 탈북자 이름을 써서 식당 하는 것
많이 있지 않은가. 그때 1000만원을 받
고 계약을 했는데 우연히 광명시를 지

나치다가 손녀딸 가연이가“할아버지
다. 할아버지!”라고 하기에 쳐다보니
까 나를 만화처럼 그려놓고 김만철 냉
면집이라고 장사를 하는 것이었다. 자
본주의 사람들 참 기가 막혔다. 돈만
된다고 하면 남을 팔아먹는 것을 손바
닥 뒤집듯이 쉽게 한다. 집에 돌아와
서 전화해서 고소하기 전에 간판 갈아
치우라고 했는데 그 후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
약 체결한 사람한테 혼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은 돈과 탈북자 정착

금까지 합해서 10억 가량 되었고, 그
돈으로 남해 기도원 터를 사서 집을
지은 것이다. 

나는 의학과 공학을 한 사람이라 뭐
든지 하려면 철두철미하게 분석하여
끝까지 될 수 있는지 확인한 뒤에야
뭘 해도 하는 성미이다. 유물론을 철
저히 믿었던 진짜 빨갱이가 교회를 다
니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보려고 하니 주일이나 교회에 왔
다갔다해서는 도저히 안 믿어져서 이
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확실한 믿음
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청파동에 있
는 대학원을 갔다. 집사람은 석수동에
신학대학교를 갔다. 난 대학을 졸업해
서 그런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고, 집
사람은 신학대학에 다니게 되었다. 대
학원에 다니면서 성경의 원리뿐만 아
니라 종교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아보

고 싶었다. 북한에는 종교라는 학문이
전혀 없는 거니까 알려면 좀 더 배워
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대학원에 갔던
것이다. 집사람은 4년 동안 부지런히
다녀서 신학대학을 졸업했다. 나는 대
학원은 3년을 다녀야 되는데 2년 다니
다가 슬그머니 안 가버렸다. 내가 대
학원을 나가지 않자 학교에서는 집사
람에게 자꾸 물어봤던 모양이다. 하루
는 집사람이 당신이 안 나온다고 자꾸
말한다고 그래서“이름 빼라고 그래!”
라고 단호하게 말했더니“왜 자꾸 그

러느냐?”그러기에“딴 소리 할 거 없
어. 나에겐 맞지 않아. 이건 비과학이
야”했더니 집사람은 내가 의대 출신
이라 기독교 공부 싫어한다며 신학을
깔본다고 핀잔을 주었다. 나는 집사람
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소소하게
자세히 설명하는 성격이 아니다. 
하여튼 나로서는 대학원 공부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봤고, 성경을 보다가
성경 내용 중 이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했다. 그런
데 교수님들이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말로 사람을 만들
고 말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어
떻게 말로 사람을 만들고 만물을 창조
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나를 설득시
키지 못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치에 맞지 않아서 질문을 한 것인데
교수들이 다 목사라 그런지 내가 묻는
질문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그런
질문을 하느냐는 식이었다. 
또 성경 시편 82편 6절에“너희들은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들이다”라는
구절을 읽을 때‘근데 왜 예수만 아들
이냐?’라는 의문이 딱 떠올랐다. 독생
자 예수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하나밖에 없다는 것인데 사람들
보고 다 신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궁금했다. 교수가 젊은 목사인
데 면박 주는 게 딱해서 휴식 시간에

“선생, 이게 내 생각에는 이 말하고 이
말이 참 비교가 되지 않느냐. 이걸 어
떻게 해명해야 되는지 자세히 몰라서
물어보는 거다”라고 했더니 그 교수
목사 말이“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수는 특별하게 다른 독생자다”라고
답변을 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인간
이 다 하나님이 자녀라면 예수만 독생
자라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가. 결국
자기도 모른다는 소리다. 그래서 더
물어보지 않았다. 
신학대학원을 2년 가량 다녔지만 성

경의 원리와 예수 및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지지가 않았다. 가만히 생각해보
니까 다 거짓말이었다. 비과학적이었
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늘
그렇게 말한다. 난 그게 제일 싫었다.
확실하게 보고 믿어야지 어떻게 보지
도 않고 믿느냐 말이다. 이것저것 종
합해 보니까 대학원을 더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이건 아닌데 해서 계
속해서 질문할 수도 없고, 질문해 봐
야 이치에 맞지도 않는 설명만 하고
해서 그만 다녀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괜히 걸음만 낭비하는 것 같고, 기름
값만 드는 것 같았다. 같이 공부하던
장홍일 목사에게“난 머리가 안 좋아
서 신학공부를 더 이상 못 하겠다”했
더니“의대를 나왔는데 머리가 안 좋
다니 말이 되느냐”하기에“머리가 안
좋으니 납득이 안 되는 것 아니냐”했
더니“한 일 년 남았는데 졸업이라도
해야지”하 다. 
이렇게 말한 다음부터 슬그머니 대학

원에 안 갔다. 집사람은 4년 계속 다녀
서 졸업했다. 집사람이 졸업 후에 전
도사 하겠다는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하여 못하게 했다. 집사람은 현재 제
단에는 안 나오지만 교회에도 안 나가
고 있다. 
대학원을 그만 두고 교회는 조금 더

다녔다. 나도 교회 다닐 때 헌금 많이
했다. 기독교는 앉기만 하면 십일조
바쳐라, 건축헌금 내라, 감사헌금 내
라, 해서 돈을 많이 냈다. 교회는 모여
앉기만 하면 돈을 내야 한다. 내 눈에
그게 안 좋게 보 다. 눈에 보이는 것
도 없지 마음에 와 닿는 것도 없지, 말
하는 것 다 거짓말 같고, 이치에 맞지
도 않고. 끝까지 맘에 안 들었다. 결국
나는 다니던 창신교회도 슬그머니 안
나가버렸던 것이다. 암만 생각해 봐도
이건 아니었다.* 

The Victor’’s Words

The Holy Dew Spirit, a medicine, 
which enables humanity to become God

따따뜻뜻한한 남남쪽쪽 나나라라를를 찾찾아아서서
제29화 신학대학원을다녔지만기독교는거짓말이라는결론에도달했다

김만철선생탈북기

나는국내뿐만아니라미국에서도강연을했다/ 그림박준구장로

Translation : Angel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