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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an instinct that every human
tries to seek things with better
worth. Things with a little more
worth and valuable thing are
determined according to huma-
nity’s value. One’s value decides
the direction of one’s mind.
However, the value criterion of all
the humanity in the world is wrong.
The common value in the world is
material. As if one has material,
they can get what they want, they
gradually put more value in
material, the world is becoming the
age of mammonism. 

The happiness that ma-
terial, power, and the
love between male and
female gives is limited 

However, material cannot enable
humanity to become completely
happy. It may give you comfort for
a moment, but it never gives
happiness. There is limit in material
in order to make people happy.
Every human wants happiness and
seeks it. The value that humans
seek is happiness.
If people are not happy, they

become sick. If they are not happy,
pains and anguishes follow them.
As people are not happy, they die. 
As people do not feel happy, their

lives are unhappy. The reason for
that is because their value criterion
is wrong. A person think that the
standard of happiness is in finding
their ideal mate. 
Considering the trace of our

seniors and our ancestors, many
people thought that the important
point of their happiness was in the
love of male and female. However,
the love of male and female
remains hurt, gives the pain of
mind, and it disappears. Because
the love of male and female does
not get out of the ideology of

desire. As happiness was not
accomplished with the love of male
and female, they accumulated
material to gain happiness. There
was no happiness in material,
either. 
Therefore, a man thought if he

took power, he would be happy, so
he seized power, but there was  no
happiness there, either. 

As there was no com-
plete philosophy, the
world become wrong 

Today, humanity has repeated
such the failure.
A wrong value standard comes

from wrong philosophies. There
seems a lot of good philosophies in
the world, in fact, there was nobody
who brought a complete
philosophy so far. If a single
person brought a perfect
philosophy in the world, the world
would be changed. The world itself
is completely supposed to be
changed.  Philosophy is something
to teach the aim and ideology of
life. So far the aim and ideology of
life were wrongly set, a complete
philosophy could not appear.

This man announce an
amazing fact that the
controlling spirit of
humanity is the spirit of
Satan

So far, the aim and ideology of life
could not but set wrongly because
people did not know that the
controlling spirit of all humanity is
the spirit of Satan. The spirit of
Satan cannot but think of only the

thought of Satan. Therefore, the
spirit of Satan cannot get out of the
ideology of desire. As the value
standard of the world cannot get
out of consciousness of ‘I’,  it
cannot get out of the ideology of
desire. As the value criterion of the
world cannot get out of the
ideology of desire, it gives birth to
philosophies which is inexpressibly
limited in their value. This man
points out an tremendous fact that
the controlling spirit of humans is
the spirit of Satan.

Due to ‘I’ , the controlling spirit,
mankind has unhappiness and
pains, their blood becomes
decayed, they grow old and die. ‘I’
cannot get out of the limit of
consciousness of ‘I’. So, they
cannot but have very narrow
limited philosophies. 
Originally, the spirit of humans

was the spirit of God. Today, that
evidence remains in humanity.
Each person has conscience in their
mind. Originally, conscience was
the controlling spirit of humanity,
conscience is the spirit of God as
the spirit of God is the spirit of life,
it can bring happiness. Now, huma-
nity maintains the power of their
life with the power of conscience. 

So far, there was no lear-
ning in the world

Today, scientists do not know if
someone asks them, “Why
humanity lives?”

Because they do not know about
the basis of life. They response “I
do not know why people live. They

live because they are alive.” Then
their learning is not learning.
Learning exists in life. To tell the
reason why grasses live and why
trees live is the basis of learning.
Therefore, not to know about the
learning of life is not learning.
Today, the reason people live is
because of the spirit of God.
However, the spirit of God was
caught by consciousness of ‘I’, the
spirit of Satan. 
As the consciousness of ‘I’

controls humans, the spirit of God
is the factor in the situation that has
to be in control. Therefore, the spirit
of God, the original controlling
spirit of humanity, should
overcome the spirit of Satan, the era
when Satan rules should be into the
era when the spirit of God rules.
Then humans can become happy
and they come to be worthwhile
finally. Also they will not know
pain and anguish, they will live a
splendid and beautiful life without
tears and sigh.  
Therefore, only if today, the true

learning appears,  it will tell “Why
people die?”, “Why people live?”,
and “What the secret of
immortality is?” This world is a
dark world.
Because the mind of people is

dark. It means they are ignorant.
Although people do not know
about life, they pretend to know
about it. That is ugly. Living a life
without the aim of life is a very
ignorant life. So if someone ask,
“For what do you live?” people
answer illogically or they say “I do
not know.” They wander without
the aims of life. As there is no aim,

they have no hope. As there is no
hope, there is no happiness in
people’s lives.
If one lives without knowing

about the following questions,
“Why they live?”, “Today, why
they live, why they live
tomorrow?” “Why they lived
yesterday”, and lives without aims
of life, they are not different from
pigs and dogs. Pigs and dogs have
no aims of their lives. Just living a
life of knowing about only eating
food and their children is not
different from that of cows or pigs.

Humanity should live to
become God

Today, if someone asks you, “For
what do you live?”, what will you
answer? We live to become God.
To recover the spirit of God, the
original hometown of humans, we
live. To reinstate the spirit of God,
our original controlling spirit, is the
aim of humanity. As the spirit of
God is the spirit of life, fighting
against the spirit of Satan killing
our lives, overcoming it and being
reborn as God is the aim and
ideology of humanity.   
God does not want his children to

live miserably and die. God wants
humanity to live happily forever.
Therefore, God teaches us the way
of immortality. In order for humans
to live forever, if they are not happy,
they cannot live forever. If  a small
pain is in one’s mind, and if a little
shadow is in one’s mind, one’
cannot live forever. Only when one
s happiness fills and overflows in
their mind, they can live forever.

However, if one’s happiness stays
for a moment and disappears,
immortality is impossible. One
should be always happy and
delighted. If the happiness becomes
cold, they cannot but die.
Therefore, happiness is just eternal
life, immortality is happiness. 

We should recover the
spirit of God

When one comes to know God,
their happiness inexpressibly fills
and overflows. That is the ha-
ppiness of conscience. The happi-
ness of conscience is unchanged
happiness. However, the happiness
that ‘I’ feel soon becomes cold.
When the desire of the spirit of ‘I’
is satisfied, the pleasure is a
moment. So it disappears soon
when the controlling sprit of ‘I’
works, the sprit of God leaves. The
man that the spirit of God has gone
feels inexpressibly blue, his body is
heavy, pains comes to him. 

If you want to live pleasantly,
throw ‘I’ away first. Dump ‘I’
severly and move with a sacrificial
mind. When you throw ‘I’ away,
finally you will experience that ‘I’
disappears, the spirit of God, the
spirit of happiness, becomes ‘I’.
As ‘I’ perish, the spirit of God

becomes ‘I’. I do not know whether
‘I’ exist or not, happiness and joy
overflows, looking at this person, I
am joyful. 
Looking at that person, that

person looks like an angel. Looking
at this person, he looks beautiful
and cute like a flower. Therefore,
my mind is the heart of angel and
the heart of God, others are
reflected as the image of angel and
the image of God.*

앞에서 사기를 많이 당했다고 했다.
그렇다고 사기 친 사람들을 원망은 하
지 않는다. 그들도 오죽했으면 그랬을
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모든 게 내
탓이지 뭐’라고 생각한다. 
하여튼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아서 내

려온 지 15년 가량 되었을 때, 나는 앞
뒤가 콱 막힌 처지가 되었고, 그때
(2001년) 승리제단에 와서 조희성 주
님을 만나 21일 공부를 하 고, 매일
제단에 나오게 되었다. 
하루는 주님께서“김 선생 여기 나오

기 싫지 않느냐?”고 물으셨다. “ 쎄
요. 어떨 때는 싫고 어떨 적에는 오고
싶고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더니“김
선생, 참 솔직하시네. 마귀가 장난할
때에는 오기 싫고, 내 마음의 양심이
움직일 때에는 오고 싶고 그런 거예
요”라고 말 하시면서 마귀라는 게 아
주 나쁜 놈이라고 하셨다. 마귀는 눈
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생겼는지
도저히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말 하셨다. 
하여간 주님은 나를 매일 당신 사무

실에 오라고 하 고, 여기 온 지 1년
쯤 지났을 무렵 형제지간을 맺자고 해
서 단둘이 있을 때는“형님, 동생”하
면서 지냈는데 2003년 8월 갑자기 주
님께서 감옥에 가시게 되었고, 신문
방송에서 주님 사건을 떠들어대자 집
사람은 역곡 집을 떠나서 성남 집으로
가버렸다. 집사람이 아는 교회 목사,
장로, 권사 등이 집으로 전화를 해대
는 통에 집사람은 피신해버린 것이다.
나는 혼자 집에 남아 있었다. 
주님 사건이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되

자 제단 간부와 식구들이 면회를 많이
다녔는데 보광하시기 전날에 나는 면
회를 가게 되었다. 그때 몇 사람이 같
이 갔는데 주님께서 날보고“만철아!”
라고 반말을 하면서 불 다. 그전까지

는 단 둘이 같이 있을 때만 반말했지,
“김 선생, 김만철 선생”꼭 이렇게 불

는데 그날에는 이상하게“만철아,
이리로 와”반말로 하 다. 그래서 유
리로 가려진 구멍 뽕뽕 뚫어진 데로
가까이 다가갔더니“어떤 일이 있어도
2년 만 참아야 돼. 다른 생각 하지 말
고”라고 하시기에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서“예”라고 대답했다. 
면회 후 이튿날인가 삼일 만에 주님

이 보광하셨다. 이게 무슨 일인가 가
만히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 그 전에
하신 말 은 다 맞는 말 이라는 생각
이 들었다. 말도 안 되는 기독교 교리
를 믿어보려고 십 년 동안 허송세월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딱딱 들어맞
는 주님 말 인데 착실히 믿어봐야 되
겠구나라고 생각했다. ‘아하! 면회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2년만 참으라고
하시더니 그게 당신이 보광하시려고
그런 말 을 하신 것이구나. 무슨 뜻
이 있으니 나보고 2년 동안 참으라고
하셨겠지.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데
가면 안 되겠다. 여기 계속 있어야 되
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지

만 주님을 생각하면 그 은혜가 참 크
다고 생각된다. 주님은 틀림없이 앞을
다 내다보고 우주를 좌지우지 하는 것
틀림없다. 내가 그 풍파 속에서 어떻
게 살아났겠는가. 비행기가 36대가 떴
는데 그 다음에 일본 전투기도 북한

전투기가 나오니까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북한 비행기는 해발 2000미터
백두산에 굴을 뚫어 격납고를 만들었
기 때문에 운동장처럼 활주로가 있다.
거길 뜨면 고도가 2000미터라 몇 분이
면 동해로 나온다. 그러니까 안개가
안 씌웠으면 내가 죽었을 것이다. 안
개는 그렇다 쳐도 레이다도 안 통하는
안개를 주님께서 씌웠다고 하시는데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비행기 레이다

에 걸려서 여지없이 폭격 당했을 것이
다. 그때 안개가 싹 씌웠는데 두고두
고 생각해보니, 주님하고 안기부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안다는 자체가 벌써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닌가 인정된다. 주님은 틀림없이 하
늘의 사람이지 세상 사람은 아니다. 
근데 난 2년만 네가 이 악물고 견뎌

라 하기에 2년이면 뭐가 나타날 줄 알

았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의미가 아니고 주님께서 보광하신 다
음 2년 동안만 견디면 주님께서 행하
신 행동을 다 알게 될 것이니까 그 2
년만 견디면 당신을 저버리지 않고 견
딜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다. 
그 2년 동안 참으로 어려웠다. 집사

람은 성남 집으로 가버렸으니 밥 해먹
기 곤란했다. 라면을 하도 먹어서
몸이 비쩍 말랐었다. 만일 집에 갔으
면 여기 못나왔을 것이다. 집사람이
가기만 하면 붙잡고 놓지를 않는다.
어떨 때는 굶을 때도 많았다. 여기 와
서 한 끼 얻어먹자니 참 체면이 깎기
기도 하고, 점심 한 그릇 제단에서 먹
었으면 됐지 아침 저녁까지 먹기는 곤
란하고 해서, 집에서 라면 끓여먹고
어떤 때는 식당에 사먹고 했다. 
주님 꿈도 가끔 꾼다. 주님 보광하신

이후 오래 있다가 꿈에 나타나서 처음
에는 좋게 얘기하시더니“너 열심히
다니는구나. 그래야지”그렇게 하셨다.
그 다음에 한 일 년쯤 지나서 꿈에 나
타나서는“야 이놈아!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냐.”이렇게 욕을 하신다. 그 이
후로 주님이 꿈에 나타나면 살갑게 대
할 때가 없다. 보광하시기 전에는 그
렇게 다정다감하게 하셨던 분인데
다르다. “야. 너 아직도 제자리걸음이
야. 빨리 따라와. 걸음을 좀 크게 하고
빨리 따라와”명령조로 말 하신다.

“주님 암만 쫓아가도 안 됩니다. 발이

크게 안 떨어집니다”라고 하면“야, 이
거 잡아라”하고는 손을 내미신다. 그
러면 손을 잡자면 없어진다. 보광하신
후에 몇 번 꿈에 오셨는데 한 번도 욕
을 안 먹은 적이 없다. “아직도 그 모
양이야”그런 식이다. 진짜 친동생처
럼 대했는데 꿈에 나타나면 욕만 먹는
다. 
난 꿈 얘기는 전혀 안 하는 사람이

다. 꿈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주
님 생각을 많이 한다고 꿈에 나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잠깐 잠깐 나타
나서 그렇게 말 하니까 생생하게 기
억이 난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꿈에 오셨는데

한 오 년 전쯤이다. 주님은 저번과 마
찬가지로“야! 빨리 와. 좀 큰 걸음으
로 떼어서 빨리 와”그렇게 하시고는
“이 손 좀 잡아봐”하셨다. 다른 때 같
으면 얼마든지 손을 잡았는데 손이 안
잡혔다. “천하의 김만철이가 이 손도
못 잡아”라며 막 야단치셨다. 그 소리
들으니까 꿈에서도 기분이 좋지 않
았다. 
제단에 온 지 벌써 15년이 되었다.

나는 주님께서 보광하신 후에 오히려
주님을 더 믿게 되었다. 사람의 능력
을 벗어나는 초능력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님은 평범한 사
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내가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 나오지만 주님을 잊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한다. 내
가 승리제단에 나오는 것은 생을 확
실하게 믿어서가 아니라 죽어서 천당
간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보다는 기왕이
면 사람이 하나님으로 변화가 되면
생할 수 있다는 것이 훨씬 믿어지기
때문이다. 사람이란 뭔가 희망적인 곳
에 몸 담아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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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a correct value in life

따따뜻뜻한한 남남쪽쪽 나나라라를를 찾찾아아서서
제33화“어떤일이있어도2년만참아라”

김만철선생탈북기

조희성님께서친절하게앉으라고하시는모습이눈에선하다/ 그림박준구장로

Translation : Angel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