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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man’ refers to the
Savior. This article was
preached by the Savior 

There are two different

kinds of spirit in people

Sun Tzu of China said if one
knows oneself and one’s rival,
they can defeat their rival. That
is the exact word.
That is, if one knows about

oneself and Satan, they can
overcome Satan. There are two
kinds of spirit in humanity. One
is the spirit of God, the other is
the spirit of Satan. Those who
have with their consciousness of
‘I’ go this way, they never go to
heaven. As consciousness of ‘I’
is  Satan, it neither lives forever
nor goes to heaven.  
To confirm whether one is a

man of Satan or a man of
heaven, one should examine. If
one has a cunning and trea-
cherous mind, they are the
persons of Satan. As those who
deceive themselves live center-
ing themselves, they deceive
themselves. Therefore, in order
for the men of Satan to try to go
this way, they should change
their mind and should make an
effort to become the men of
heaven.
If the man of Satan goes this

way, it is useless. There are
people who the men of Satan
attend worship services earn-
estly to be accomplished. They
will never be accomplished. On
the other hand, the men of
heaven have a sacrificial mind
all the time, live a sacrificial life
by themselves.

One has victory over Satan

by deceaving Satan

As This man is the Savior, He
knows well. The Savior knows
everything. Although you try to
deceive the Savior as the man of
Satan, the Savior pretends to be
deceived, but He is never decei-
ved. Only if one can deceive
Satan, they can defeat Satan and
kill him. If one cannot deceive
Satan, they can never destroy
Satan. So the Savior could
destroy Satan. If one cannot
deceive Satan, they can never
become a Victor.
Everyone! Although the Savior

looks like a fool, He can
distinguish the man of Satan
from the man of heaven.
Therefore, He pours the Holy
Dew Spirit to the man of
heaven. He does not pour the
Holy Dew Spirit to the man of
Satan. If This man pours the
Holy Dew Spirit onto the man
of Satan, he dies because the
Holy Dew Spirit  kills Satan. So
This man does not pour the
Holy Dew Spirit onto the man
of Satan but only to the man of
heaven.

Only when one distingu-

ishes the spirit of God from

the spirit of Satan, they can

become Victors

Because This man could
discerned spirit, He could
become a Victor. When one
meets people, they should meet
them discerning whether they

are the men of Satan or the men
of God. If people do not
distinguish the men of heaven
from the men of Satan, they
could be swallowed by Satan.
When This man was young, He
distinguished the spirit of Satan.
This man caught a thief when
He was 23 years old in the time
of a recruit.  Although This man
did not see the thief steal things,
He smelt the spirit of thiefs and
caught him.

So fellow soldiers as well as
company commenders wonder-
ed how Mr. Cho Hee Sung
could find out though He was
not ghost, but He did not tell the
secret to the end. If This man
had told the secret, God would
have left Him. One should
deceive Satan all the time. If one
tells frankly, they are supposed
to lose to Satan. So This man
deceived Satan to the end.
When This man was 23 years
old, He knew about distingui-
shing and committing sin. 

One attended worship ser-

vices everyday from Jeon-

dogwan

When This man was appointed
as the missionary of the Onyang
Jeondogwan, there were only 3
followers. This man started to
evangelize with 3 people. This
man made the 3 followers attend
a worship service every mor-
ning. It means that they attend

worship service everyday.
Daniel 12 in the Bible says,
‘take a worship service every
day.’ ‘Set aside the burnt
offering, the station every day,
will commend itself on the fall.’
So This man attended a worship
service every morning. When
This man lived in the Sosa Faith
Village, He attended morning
worship service in Oman Altar.
When He was in the Onyang
Jeondogwan, He attended
worship service every morning.
The 3 followers in the Onyang
Jeondogwan were patients. As
they were cured by receiving the
grace of God, they evengelized
earnestly and brought one by
one.
That composed of 6, 12, 24

followers. Like this, 300
followers gathered in 3 months.
This was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Jeondogwan. 

When This man went to

Jeondogwan, He emitted

the Holy Dew Spirit

In the history of Jeondogwan,
only a missionary in the Onyang
Jeondogwan emitted the Holy
Dew Spirit. When 300 believers
gathered in the Onyang Jeon-
dogwan, they were igniting,
their clapping sound was strong
enough to resonate the whole
Onyang city. So the people of
Onyang city rushed to the
Onyang Victory Alatar with
curiosity.

So This man held revival. At
that time, the Spiritual Mother
was in prison. When This man
invited Yujaechang as a revival
missionary and had a revival
meeting, He planned that He
would guide to praise and
Yujaechang would preach.
When Yujaechang preached,
more than half of the followers
dozed. However, when This
man guided them to praise, they
chanted hymns cheerfully.  
Yujaechnag lost will to praise

and said, ‘please go on guiding
to praise’. ‘Mr. Cho Hee Sung
guides to praise, they chant
hymns cheerfully, but if I
preach, the followers doze, how
can I preach?’
At that time, the news that the

Holy Dew Spirit falls spread to
Cheonan and Dunpo, they came
to the Onyang Jeondogwan.
Choiseongtak missionary, the

assistant administrator of Cheo-
nan Jeondogwan hated This
man a lot. He asked Mr. Son-
woodang of the association of
Jeondogwan missionary to
appoint Mr. Cho Hee Sung to
other Jeondogwan. However, as
the Spiritual Mother directly
appointed This man as the
Onyang Jeondogwan, he could
not appoint to other Jeondogw-
an as he wanted.
When the Spiritual Mother was

released from prison, This man
was used to lead prayer and

hymns as a representative of
200 missionaries of Jeondogw-
an because when This man led
hymns, the grace of God came
to them. So all the missionaries
liked This man. Among This
man’s friend, there is pastor
Moon of the Unification Chur-
ch. That man knows that This
man is a man who receives  a lot
of grace though the Victory
Altar is not admitted as a good
religion. So he often comes to
This man.

God sees the mind of

humanity brightly as light

Therefore, you should know
exactly how This man became a
Victor. This man has a habit to
tell things frankly all the time.
He adored God earnestly. He
never loved God fumblingly.
This man adored God enough to
move the throne of God. So
This man received big grace
from God. So This man recei-
ved a lot of grace sitting in the
place of followers.
Then the whole alter was filled

with the grace of God. As This
man had a strong power to draw
the grace of God, all the people
around Him also received the
grace of God. Everyone, when
one adores God earnestly,
serves, and gives all things to
God, they can receive the grace
of God.
Those who are stingy to God

and do not devote to God, but
pretend to devote to God, they
never receive the grace of God.
God is not foolish. As God is
light like the Bible says, He
looks into your heart.*

대만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을
때 서울 전경을 처음 내려다 봤는데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집이 없는 데가
없어서 그때 미국 땅에 온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었다. 그때도 기자들이 몰
려들어 취재경쟁을 심하게 하 지만
우리 식구들이 안기부 버스를 타고 구
경을 다닐 때에도 기자들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북한 사람 어떻게 생겼느냐
하고서는 몰려들었다. 내가 가족 11식
구를 데리고 남한에 왔다는 것은 온
국민의 화제 다. 하지만 안기부에서
사람들이 버스 옆에 접근 못하게 막아
버렸다.  
며칠 여기 보고 저기 들러보았는데

하도 여러 곳에 다녀서 지금은 생각도
안 난다. 
그러다가 안가에서 나와 다른 곳으

로 거처를 옮겼다. 아마 한 달쯤 된
것으로 아는데 당시 동양시멘트 회장
집 옆이었다. 그 집은 2층집이었는데
안가(安家)에서보다 좀 더 자유로워졌
다. 안가에서 살 때는 외출을 마음대
로 못했는데 이곳으로 이사와서는 안
기부 요원들과 같이 외출하면 얼마든
지 허용되었다. 2층에 우리 식구들이
살고, 안기부 사람들은 아래층에 살았
다. 그때 고스톱을 처음 배웠다. 북한
에서는 화투 못 친다. 

송파경찰서 앞 아파트에 살 때. 거기
서 달걀을 한 바께쓰 사다가 삶아서
먹었다. 매끼 한 사람 앞에 한 열 알
씩 삶아 먹었다. 그것도 소금이 아니
라 사탕가루를 찍어서 먹었다. 북조선
에서는 설탕이 아주 귀하다. 소금은
그래도 배급을 주는데 설탕은 전혀 안
주었다. 그래서 사탕가루 찍어서 원
없이 달걀을 먹었던 것이다. 

이렇게 남조선 사람들은 잘 살고 있
는데 북에서는 남조선에 거지가 득실
거린다고 악선전을 해댄다. 당시 북조
선 사람들은 그걸 곧이곧대로 믿었다.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다. 

나하고 친한 통신장이 한 명 있었다. 
그가 나에게“군의장 동무, 여기 와

서 이거 들어보세요.”하기에
“왜 그러느냐”했더니
“남조선이 진짜 못 살기는 못 사는
모양입니다. 간장병을 우려먹자고 그
러지 않습니까?”그러기에 들어보니까
남조선에서‘간장병에 우루사’이렇게
선전하는 건데 머저리 같은 통신장이
라는 놈이 간장병을 우려먹는다고 들
었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아무리 못산다고 간장

병을 우려먹겠느냐. 바닷물 퍼다가 쫄
여 먹지. 빈 간장병을 우려먹는 사람
들이 어디 있어”라고 했더니 기어코
그게 아니라는 거 다. 남조선에는 거
지 떼들만 사는 걸로 그토록 선전해서
세뇌시켜서 통신장은 그렇게 생각했
던 것이다. 

북조선에서는 아이들이 에미 젖꼭지
에서 떨어지자마자 우상화 교육을 한
다. 

내가 레지던트 때인데 유치원에 위
생검열을 한 번 갔다. 조무래기 애들
을 주욱 세워놓고는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 앞에 줄을 세워놓고 간식(과자
한 개, 사탕 한 알) 주면서“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지도자 선생님
고맙습니다”외우게 한다. 그걸 김일
성과 김정일이 주는 걸로 생각하게끔
한다. 그런 걸 잘 하는 애들부터 준다.
같은 아이지만 말 더듬는 애들은 따로
세워놓고 그걸 주지 않는다. 애들이

그걸 얻어먹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세뇌하는 거다. 
그걸 보고 애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애들이 뭘 안다고 줄 세워놓고 그러
냐. 줄 것 있으면 그냥 나누어주라”
유치원 선생한테 그랬다. 
그 유치원 선생은 당비서한테 그 내

용을 보고하 다. 당비서는 나를 불러
다가“동무는 아직 의사도 안 된 피라
미가 위대한 수령을 칭송하는 것을 못
하게 하느냐”라며 문책을 하기에“나

는 뭐 애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안쓰
러워서 그냥 나누어 주었으면 하는 생
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라고 솔직
히 말했더니“동무는 사상이 틀려먹었
다”라고 하 다. 하마터면 반동으로
몰릴 뻔했다. 

병원에도 당이 있는데 그걸 초급당
이라고 한다. 거기 우두머리가 당비서
이다. 북한의 조직 중 최하위 조직 단
위를‘세포’라고 하는데 사람 여남은
명으로 구성된다. 세포비서가 당비서
와 같다. 나도 세포비서 했었다. 나도
처음에는 일등 빨갱이 다. 부친이 독
립군에 있었다 해서 성분이 좋았다.
그래서 스무 살에 당원이 되었다. 
대학생 때 우리 학급에 당원이 6명

이었다. 거기서 내가 세포비서니까 당
비서이다. 제일 하급조직이지만 권한
이 세다. 학급의 학급장을 비롯해서
그 이하 모든 학생들이 세포비서 말
안 들으면 사상적으로 문제를 삼아 그
것을 규명하기 때문에 권한이 센 것이
다. 
난 세포비서지만 학생이 공부 잘하

는 게 기본이므로 혁명 역사를 설령
잘 못 외우고, 혁명에 대한 공부를 좀
소홀히 하더라도 봐줬다. 그렇게 하니
대학 당비서는 나보고“저 사람은 밤

낮 줄타기만 한다”고 했다. 당에서 지
시한 대로 하지 않고 구실을 붙여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줄타기 한다는
거다. 세포회의도 제 때 하지도 않는
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난 혁명 역사 시험이 와도 잘하라고

하지는 않았다. 의사는 의학기술이 기
본이지 혁명 역사가 뭐 중요한가. 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다. 
병원 의사들도 일과 후에 자율로 2

시간 사상학습을 해야 된다. 그거 골
치 아프다. 사상 학습이란 혁명역사,
수령의 교시 등 정치에 대한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 과 교시는 지상
의 명령이며 곧 법이다”라고 당규약에
되어 있다. 그거 공부를 해야 된다. 학
습 안하면 옆에서 다 보니까 찍히게
된다. 가만히 앉아 있더라도 하는 척
해야 한다. 
인민학교에서는 책을 내놓고 역사를

배워준다. 대학에서는 혁명역사를 배
워준다. 혁명역사는 암송을 해야 된
다. 수령님 교시 같은 거 암송해야 한
다. 시험할 때 외우지 않고는 안 된다.
의학은 암기할 게 많은데 혁명역사 그
게 아주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 
혁명역사 점수 떨어지기만 하면 완

전 낙제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 다른
건 조금 미흡해도 괜찮다. 기술을 배
워주는 게 아니라 아무 쓸데없는 그런
것을 시험에 일등으로 치고 있다. 
초등학교 애들은 분단별로 과외 하

듯이 학습을 하고, 중학교에 가서는
동원하여 일을 시킨다. 우리 애들이
다섯이었으니까 다 안다. 꼼짝 못하게
되어 있다. 
몇 십 년 살아보니까 참 한심하게

살은 게 틀림없다. 거기서 살던 사람
인데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많다.*

The Victor’’s Words

There are two kinds of spirit in people

따따뜻뜻한한 남남쪽쪽 나나라라를를 찾찾아아서서
제27화남조선사람들은간장병을우려서먹는다(?)

김만철선생탈북기

통신장은 남조선사람들은간장병을우려서먹는다고말했다. 그림박준구장로

Translation : Angel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