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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rthday of the Savior is
the day when you are born as
Saviors. As you are the men
who are supposed to become
Saviors, it is the day when you
are born as Saviors. So today is
the day when all of you become
Saviors. Therefore, today, This
man will give you a present. It is
that This man will grant
absolution from sins which were
committed ancestrally for 6000
years and committed by you in
your life. Those who believe
being granted 100 percent
become victors and become
righteous men. 

If one’’s sins are re-
moved,, everything is
done as he/she wants

This man said everything is
done as one’s resolutions from
the beginning of the Victory
Altar. As everything is done as
This man wanted, you are not
different from This man. If This
man declares an amnesty for
your sins and your ancestors’
sins, the sins come to This man’
s body. Then This man feels
very heavy. However, the sins
dissipate in less than 1 hour.
According to James 1:15, “after
desire has conceived, it gives
birth to sin; and sin, when it is

full-grown, gives birth to
death.”The original sin is
hidden in the words that desire
is sin. Desire itself does not
attempt sin, consciousness of I
attempts desire. If desire is sin,
consciousness of I is not only
the original sin but also the root
of sin. Therefore, as the original
sin is the forbidden fruit, it is the
same that 6000 years ago Adam
God and Eve God ate Satan that
is the original sin. Being occu-
pied by Satan, it is like eating
the forbidden fruit, Satan.
However, Christians do not
know what the forbidden fruit
is. The forbidden fruit is a
killing one, it is consciousness
of I. Evidence for that is that
blood decays whenever one
attempts desire. So if one eats
food attempting desire, he/she
has an upset stomach.
Therefore, the Bible records

attempting desire is sin, when it
is full-grown, it causes death. So
the words “the wage of sin is
death”are right. As the root of
sin is consciousness of I, one
thinks by the controlling of
consciousness of I, blood decays
as one makes up his/her by the
controlling of consciousness of
I. However, people do not know
the fact. They think that people
become old by putting on years.

In fact, people do not become
old by getting on years. People’
s blood decay gradually by
attempting desire, then all their
cells decrease, it causes wri-
nkles. Then they become old
and weak. So if they catch
diseases, their power to resist
diseases becomes weak, finally
they come to die. Today, me-
dical doctors do not know about
it. Also scientists do not know
about it, either. However, the
Savior teaches it.

People are saved by
having the Savior in
their mind

The Savior pours down the
Holy Dew Spirit that cleans
blood in order for you to live
forever. At this time, the Holy
Dew Spirit falls like cumulous.
Those who open their minds can
receive the Holy Dew Spirit.
Those who do not open their
minds cannot receive the Holy
Dew Spirit. The way of
becoming a Savior is to live in
God. Also only when one has
God in him/her, he/she can
become God.
Only ones who become Sa-

viors can go to heaven. To
become a Savior, one should

live in the Savior. To become a
Savior, you should live with the
Savior in your mind. 

If one lives in God,
he/she can overcome
himself/herself

According to John 3:5, hum-
anity is saved by being reborn as
the Holy Spirit. Because the
Holy Spirit is victorious God, by
being reborn as victorious God,
one can be saved. Salvation
belongs to victors. Losers can-
not be saved. So you can
become victors by defeating
yourselves. If one does not
overcome oneself all the time,
he/she cannot be saved. You
should live in God every
second, also you should live
with God in you. Then you can
become victors. If one has God
in oneself, Satan cannot live in
him/her. That is a way of re-
moving consciousness of I. Al-
though This man has taught the
truth for 23 years, today He is
teaching the way of becoming a
Savior exactly again on the
birthday of This man. If one
does not practice after listening
to This man, he/she will go to
hell. If one listens to this word,
he/she should practice. 

If one becomes a Savior,
his/her power is the
same to This man

If the Savior stays in me, my
blood is changed into that of the
Savior. Then I become the same
to the Savior. Like This man,
you can destroy communism,
make harvests abundant, stop
the summer rainy seasons and
typhoons.

That is, not only This man but
everybody can do those things if
they become Saviors. Until This
man became a Savior, He wept
bitterly every night beseeching
to God without sleeping. So
This man became a Savior.
When This man was trained in
the Secret Chamber, He worked
an inexpressibly hard labor.
Additionally He continued the
labor nineteen to the zone,
endured hardship, and facing a
very intolerable pain. So when
He returned the Secret Chamber
from a public bath in Sosa, He
cried loudly shedding tears on
the street almost every day. No
matter how hard This man made
efforts, it was not accomplished,
His past came to the mind
repeatedly though the Eve
Victress told Him not to think of

His past. Also This man was
interested in others again and
again though the Eve Victorious
told Him not to be interested in
others, as hard as I tried, it was
not done. 
In the end, the Eve Victress

ordered to leave every thing
with God, but it was not
accomplished no matter how
This man strived. So to leave
This man to God, no matter
however hard This man tried
crying loudly shedding tears, it
was not done. Therefore, This
man prayed to God, “ God, you
leave This man to you instead of
me. When God leaves me to
you, it is done. How insignifi-
cant This man leaves Himself to
God? Please, leave This man to
you, God, instead of me.”Then
God came to This man and
made This man leave to God.
As leaving completely, This
man became God’s. Leaving
This man to God and being
stuck to God, He belongs to
God. Therefore, This man
became a victor. 
Then the Eve Victress pro-

claimed that This man became a
victor.* 

Extracted from the words of the Savior

on Aug 12th, 2003 
번역: 김숙 승사

처가식구들을 우리 집에 데려온 후
청진시 당위원장에게 말해서 이사 허
가증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살
집이 문제 다. 대한민국처럼 이사 갈
집을 구입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국가
에서 주는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주택
난이 심각한 북한에서 언제 집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랐다. 할 수 없이 우리
식구들 7명과 같이 살아야 했다. 그때
는 막내 광호가 갓난아기 고 광숙이
가 코흘리개 어린애 다. 

하모니카주택에서10식구가살다

우리 집은 방 둘에 광(창고)과 부엌
이 있는 하모니카 주택이었다. 보통
결혼할 때에 주택과에 신청하여 운이
좋으면 방 하나에 부엌 하나 딸린 주
택을 3~4년 만에 받는데 나는 은사인
청진의대 김덕명 선생이 힘을 써줘 결
혼할 때 방 2개에 부엌과 광이 딸린
주택을 1년 반 만에 받을 수 있었다. 
하모니카 집은 가로 6미터 세로 3미

터짜리 주택인데 반을 나눠서 방 하나
를 만들고 나머지 부분에 부엌을 설치
한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이런 주택
의 두 배라고 보면 된다. 물은 공동 수
도를 사용하고, 화장실도 공동화장실
을 이용해야 한다. 당시에는 땔감으로
석탄과 무연탄을 썼다.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도 있으나 당시

대개의 아파트는 10층 이하로 거의 엘
리베이터가 없어서 걸어서 올라가야
한다. 아파트에 살게 되면 석탄이니
모든 것을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기 때
문에 하모니카 주택보다 살기가 편하
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집을 새로 배정받는 경우

는 거의 없다. 한번 집을 배정 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죽을 때까지 거기
서 살아야 한다. 우리 처갓집처럼 이

사 온 경우에는 새 집을 배당받을 수
있다. 또한 결혼한 후 애를 낳아서 식
구가 다섯 명 이상이 되면 방 2개 이
상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언제
배정을 받을지는 모른다. 
나는 곧바로 주택과에 집을 신청하면

서 빨리 집을 배정해 줄 것을 부탁하
다. 주택과 지도원은 주택이 부족하

여 집이 나오려면 몇 년이 걸릴 거라
고 하 다. 처가식구들 살 집을 구해
서 이사 온 게 아니라 무작정 왔으니
까 광옥이와 광숙이가 쓰던 방을 빼서
처남 식구들 살게 해주고 광을 치우고
창고 겸 방을 딸들이 사용하게끔 했
다. 광숙이가 쓰는 방은 방이라고 하
지만 광을 개조한 것이라 볕도 잘 안
들고 습기가 차서 눅눅했다. 처남들에
게 방을 양보하다보니 광옥이와 광숙
이가 볕도 안 드는 방에서 고생을 했
다. 나중에 광숙이가 구루병에 걸린
것이 이 또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니 마음이 쓰리고 아팠
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처갓집 식구들이

우리 집에서 3년을 같이 살게 되었는
데 좁은 집에서 3년을 10식구들이 불
편을 감수하며 살게 되니‘빨리 처가
식구들 집을 하나 장만해 줘야 하는
데’하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북한의주택제도

북한은 개인이 집을 짓거나 소유할
수 없고 국가가 필요한 사람에게 배정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이 적어 항상 주택이 부족한
형편이다. 주택을 전문적으로 건설하
는 사업소가 있으나 사적지(事蹟地),
사적비, 사적관 등 김일성 우상화 작
업에만 치중하는 바람에 일반 주택 건
설은 항상 뒷전에 놓인다. 
북한에서는 주택을 국가가 주기 때문

에 시-도-군 인민위원회 주택과에 주
택 배정을 신청하면 접수순서와 사정

이 급한 순서를 고려해 주택을 준다.
결혼 이사 등에 따라 주택을 신청할
수 있지 나머지 경우는 거의 없다. 그
러다보니 집을 배정 받기 위해서는 주
택과에 뇌물을 주거나 힘을 많이 써야
된다. 
북한의 주택은 특호에서 4호까지 5등

급으로 나뉜다. 특호주택은 당과 정무
원 부부장급, 인민군 소장 이상 고위
간부들이 차지한다. 특호주택은 고급
단독주택 형태로 면적이 150-200㎡ 정
도이다. 4호 주택은 100㎡ 내외의 고층

아파트로 중앙당이나 행정부 과장급,
지방당 국장급, 인민배우 등에게 배정
된다. 2-3호 주택은 50㎡ 정도로 3호
주택은 중앙기관의 지도원 등이, 2호
주택에는 도급기관 지도원 등이 살게
된다. 일반 근로자와 농촌지역 주민들
은 33㎡ 정도의 1호 주택을 배정받는
다. 1호 주택은 하모니카 집(우리의 연
립주택 형식)으로 공동 화장실과 공동
욕실을 써야 한다. 방 하나에 부엌이
달린 집들이 단층으로 3~4 채씩 연이
어 붙은, 북한식 연립주택이다. 대개
신혼부부나 식구가 3명 이하인 가족들
이 산다. 
농민들에게는 김일성의 특별 교시에

의해 1가구당 30㎡ 텃밭을 준다. 농민
들은 식량을 배급받는 거 외에 텃밭에
먹거리를 심어 먹을 수 있어 일반 노
동자들보다는 생활이 조금 낫다. 

뇌물로 우리집보다 훨씬 큰 집을 마
련해주다

북한의 주택 사정이 이렇다보니 좀체
처가식구들을 독립하여 집을 장만해
주기 어려웠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보니 마침 우리

집 옆에 집을 새로 하나 짓고 있었다.
‘옳다구니 잘됐다. 이집을 장모님이
사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겠다’생각하
고는 주택과 소관이니까 청진시 청남
구역 주택과장을 찾아갔다. 주택과에

는 여러 명의 지도원들이 있지만 그들
에게 청탁하는 것보다 주택과장에게
하는 게 약발이 더 잘들을 거라고 생
각되었다. 주택과장은 대학병원에서
진료해 준 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었
다. 그렇다고 맨입으로는 안 되니까
녹용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슴목장 지배인(총책임자)을

찾아갔다. 그 지배인도 전부터 잘 알
고 있었다. 옛날에 약학과 졸업한 대
학 동기와 같이 녹용주사를 개발할 때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지배인과
친분을 쌓았었다. 이런 사정을 얘기하
고 녹용 한 쌍을 달라고 부탁하니 사
슴목장 지배인은“의사 동무는 처가사
랑이 엄청나구먼. 그거 하나 폐기했다
고 하면 되니까 한 쌍 드리지”하 다. 
북한에서 꽃사슴 녹용 얻기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 마침 발이 닿아
서 녹용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아무나
녹용을 얻을 수는 없다. 꽃사슴 뿔은
크지는 않지만 일반 사슴보다 반토꾸
리 함량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약효가
좋아 매우 귀하게 본다. 
그걸 한 쌍 얻어다 주택과장한테 주

니 얼른 집을 해주었다. 북한은 모두
국가의 소유이고 자기 거 아니니까 뇌
물이 잘 통한다. 
그 후 나는 집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

면 주택과장에게 힘을 써서 여러 사람
집을 마련해 주기도 하 다. 

우리 집에 온 지 3년 만에 장모님과
처남 둘이 큰 집으로 이사를 가니 너
무 너무 좋아하 다. 새 집은 하모니
카 집도 아니고 단독주택으로 면적이
48㎡ 정도 되니 우리 집보다 약 4평가
량 크고 훨씬 좋았다. “내가 사위 하나
잘 두었다”고 하면서 매우 기뻐하시는
장모님을 보니 마음이 참 흐뭇하고 좋
았다.*  

The Victor’’s Words

If the spirit of the Savior stays in me,
my blood is changed into that of the Savior.

Then I become a Savior.

따따뜻뜻한한 남남쪽쪽 나나라라를를 찾찾아아서서
제5화 삼 년 만에 새집으로 이사 간 처가식구들

김만철선생탈북기

새집을보고기뻐하시는장모님모습에마음이참흐뭇하고좋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