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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는 농촌동원기간이라는 게 있
다. 사무원 같은 비생산 노력들은‘농
촌 전투에로 농촌동원에로’라는 구호
아래 봄 가을 한 번씩 한다. 봄에는 4
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가을에는
가을걷이 전투라고 해서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한 달간 한다. 
내가 근무한 청진대학병원에는 농촌

동원기간에 약초를 캐러 간다. 약초로
생약을 만들어 환자들에게 주어야 하
기 때문이다. 나는 내과 의사로서 부
과장을 했는데, 약초 캐러 갈 때는 우
리 과 직원 사오십 명 중 절반은 약초
캐러 가고 나머지는 병원 업무를 본
다. 만일 내가 약초 캐러 가면 과장은
남은 절반의 인원을 가지고 병원 업무
를 봐야 한다. 또한 약초를 그들 몫까
지 다 캐서 가져와야 한다. 일인당 말
린 것으로 10킬로그램 할당 되니까 약
사오백 킬로그램을 캐야 된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다. 

목표량을캔사람들에게여가시간을
주어집에가져갈산채를캐개했다

약초캐기를 시작한 처음에는 근처에
서 금방 캘 수 있었지만 해가 갈수록
약초가 귀해져서 멀리까지 나가야 되
었다. 나중에는 몇 백 리 떨어진 산골
골짜기까지 약초를 캐러 다녔다. 몇
백 리를 가야하니까 차로 이동한다.
마을에 가서는 마을 협동농장에서 소
달구지를 빌려서 간다. 소달구지가 제
일 좋다. 소달구지가 못 가는 곳은 발
구라고 썰매처럼 생긴 것인데 좁은 길
에 소가 발구를 끌고 가게 한다. 발구
는 겨울에 쓰는 것인데 좁은 길에 쓰
고 마지막에는 소 잔등에 싣고 간다. 
약초 캐러 하도 많이 다녀서 약초가

있는 데를 척 보면 안다. 계곡에서 멀

리 떨어지지 않은 곳을 찾아 가서 천
막을 치고 온돌을 놓는다. 텐트는 두
개 이상 쳐서 남녀 따로 자게 한다. 아
침에 일어나면 둘씩 짝을 져서 약초
캐러 보낸다. 
나는 직원들에게“동무들, 한 배낭을

채운 사람은 빨리 돌아오라우. 텐트로
와서 놀든지 자든지 나물을 캐든지 마
음대로 하시오”이렇게 말했다. 그랬
더니 얼른 나물을 캐서 돌아온 후 자
기 집에 가져갈 고사리 나물 등을 잔
뜩 캐는 것이었다. 
약초를 캐러 보낸 후 식당근무자 한

명을 남겨놓고 난 남자를 데리고 낚시
하러 간다. 깊은 계곡 일급수 물에 그
물도 치고 발도 만들어서 친다. 금방
한 바께스 잡을 수 있다. 그러면 더 이
상 잡지 않는다. 그 정도면 두 끼 고깃
국을 실컷 먹을 수 있다. 다른 과 사람
들은 이런 요령을 모르니까 기껏해야
자기들이 캐온 산채로 밥을 먹는다.
다른 과 사람들은 삐쩍 말라서 돌아오
는데 우리과 직원들은 전혀 마르지 않
고 되레 얼굴에 윤이 난다. 
부친께서 가맛골에 살 때부터 고기

잡는 요령을 많이 얘기해 주셨다. 그
래서 낚싯밥으로 돌이끼와 메뚜기를
잡아서 단다. 그러면 사람과 낚싯밥을
잘 못 본 산천어라 쉽게 문다. 그곳 물
은 아주 맑기 때문에 고기를 다 볼 수
있다. 
그런데 고기들도 몇 번 잡히면 낚시

찌를 잘 안 문다. 사람이 있나 없나 본
다. 낚시하다 보면 고기하고 눈 마주
칠 때가 많다. 바위에 앉아서 보면 딱
하고 쳐다본다. 그러고는 낚시찌를 물
지 않는다. 
그래서‘이것 봐라’하고는 가랑잎을

꺾어서 위장을 했다. 온 몸과 심지어
팔까지도 풀로 위장했다. 그랬더니 고
기들이 사람인지 모르고 나무나 풀로
생각하고 잘 물었다. 고기보다 내가

머리가 조금은 좋은가보다. 얼마나 위
장을 잘했는지 식당동무가 날 찾으러
왔는데 못 찾을 정도 다. “부과장님!”
하고 불러서“왜?”하고 일어서니까
깜짝 놀랬던 것이다. 
멧돼지도 잡아먹기 위하여 올무도 놓

는다. 멧돼지가 잘 다니는 길목이 있
다. 부친한테 다 배웠다. 한 열 곳만
놓으면 열흘에 한 마리 정도는 잡힌
다. 올무에 걸리면 멧돼지가“꽥”소리

지르고 난리다. 그대로 놔두면 죽는다.
그러면 그걸 텐트로 가져와서 남자들
보고 털을 벗기게 하고 여자들한테는
요리를 시킨다. 멧돼지 고기는 설사도
안 한다. 한 마리 잡으면 며칠을 먹을
수 있다. 심지어 남을 때는 집에 싸 가
게 한다. 바위에 널어놓으면 잘 마른
다. 몇 킬로씩 가져갈 수 있도록 골고
루 나누어 주었다. 산채도 말린 거 한
마대기씩 무조건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줬다. 북한은 리당비서와 잘 절충하면
소달구지를 빌릴 수 있다. 그들도 대
학병원의사들과 친해두면 좋은 약을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준
다. 북한에서는 절대 맨입으로 안 된
다. 반드시 뇌물을 줘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약초 캘 때 나는
멧돼지를잡고물고기를잡았다

나는 목표량만 채우면 직원들을 마음
대로 내버려두었기 때문에 약초 캐러
산에 가면 남는 시간이 많게 된다. 밤
에는 학습을 시켜야 되지만 난 학습
하나도 안 시켰다. 학습 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하고“부지런히 자체 학습하
시오”하면서 제목만 준다. 정치학습
이 제일 하기 싫은 일이다. 순환기 내
과에서는 학습시키니까 직원들이 죽어
라 싫어했다. 그래서 억지로 시키지
않았다. 그래도 학습 안했다는 직원이

하나도 없다. 대신 성적은 잘 나와야
하니까 병원 일을 끝내고서 밤에 불러
놓고 키포인트를 강의를 해 주었다. 

사실 처음에 약초 캐러 갈 때에는 서
로 구실을 붙이면서 못 간다고 하
다. 나는 그런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데
려갔다. 그런데 먼저 갔다 온 여자 간
호사와 간병사들이 산채와 고기를 가
져온 것을 선전하 던 모양이다. 다음
번에는 서로 가겠다고 아우성이었다. 
우리 과장은 소아마비로 한쪽 발을

못 써서 약초 캐러 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다. 약초 캐는 것은 대
학병원 원장도 초급당비서도 머리 아
파하는 일이다. 약초를 부족하게 캐면
비판받는다. 부족한 것만큼 다른 노동
을 나가게 하든지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 그래서 부과장인 내가 약초 캐
는 데에는 꼭 가야될 거라고 생각했
다. 내가 안 가면 사람들이 안 따라가
려고 하니까. 나처럼 소질 있는 사람
이 별로 없었다. 약초도 일등으로 많
이 캐고, 잘 먹고, 나물도 한 사람 앞
에 한 마대씩 가져가고, 심지어 과에
남아있던 사람들조차도 반 마대씩 주
었던 것이다. 
약초 캐러 가지 않은 사람들은 병원

에서 밤잠 못 자고 치료해야 한다. 중
환자들 때문에 집에도 잘 못 들어가기
도 한다. 
약초 캐러 가서 한 가지 잘못한 것은

인원이 부족하여 남녀 두 명씩 보냈는
데 부화(연애)하는 일이 생겼다. 김세
종이라고 대학 후배인데 간호사하고
붙여놨더니 산에서 썸씽이 있었고, 집
에 와서도 부화하다가 들켰던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같이 둘이 붙여 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The Victor’’s Words

따따뜻뜻한한 남남쪽쪽 나나라라를를 찾찾아아서서
제35화 북한에서 있을 때 에피소드 둘(약초캐기)

김만철선생탈북기

물고기가내눈과마추치자미끼를안무는것을알고나무와풀로변장을하니낚을수있었다

Udambaras are blooming all over
the country in Korea, but people do
not know the fact. The Buddhist
scripture records that the Maitreya
Buddha comes to the world in
3007 years since Sakyamuni died.
Also it records, ‘if the Maitreya
Buddha comes, udambara will
bloom. Additionally, the udamba-
ras that bloom once in three
thousand years will bloom when
the Maitreya Buddha comes.
According to the Buddhist scri-
pture, Sakyamuni said “I taught
incomplete words, but when the
Maitreya Buddha comes, He will
teach complete words. I did not
reach nirvana. The Maitreya
Buddha is the man who reached
nirvana, and he emits the Sweet
Dew. If it passes through the pores
of humans, the men who receive
the Sweet Dew do not die.” Isaiah
26:19 in the Bible says, “the Lord’s
dew is like the shining dew, the
earth will give birth to her dead.” It
means if the dew falls, people do
not die.  
Satan, the spirit of death, occupied

Adam God and Eve God in the
beginning 6000 years ago. Before
Adam and Eve was occupied, their
consciousness of ‘I’ was God,
Satan permeated into them and
imprisoned the spirit of God,
consciousness of ‘I’ in Adam and
Eve, in the prison of Satan. And at
the moment Satan sat in the place
of consciousness of ‘I’ of Adam

and Eve, Adam God became male
and Eve God became female.
Therefore, humanity was not

created with soil. But at the
moment God ate the forbidden
fruit, Satan, the forbidden fruit,
consciousness of ‘I’ came into
them and occupied them, they were
changed into humans. Therefore, in
order to recover Adam God and
Eve God, who were changed into
humans 6000 years ago, God
developed the Holy Dew Spirit for
6000 years. Additionally, God
produced the Savior. 

Complete victory is being reborn as

God

Through Dan, the fifth son of
Jacob, through the blood, God
raised the Savior. Through the
process, the Savior appeared in
6000 years, today as it is now, He is
doing the work of building heaven.
Therefore, lucky people meet the
Savior and receive the luck of
immortality, but those who are not
lucky do not receive the luck of
eternal life though they meet the
Savior. They have thought of their
human thought and will become a
prey to Satan. Therefore, you
should not think of human thoughts
not to become a prey to Satan. If
one thinks of human thoughts, they
cannot but become a prey to Satan
and die. Not to become a prey to
Satan, you should keep the words

of the Savior in their mind and
should live obeying the words of
the Savior.
If one lives obeying the words of

the Savior, they can become God.
To become God, first you should
conceive the heart of God first. If
they continue to have the heart of
God, their blood will be changed
into that of God. If one’s blood is
changed into that of God, their
bodies will be changed into those
of God. Then, they can become the
bodies of God that live forever. The
complete God becomes a
spiritually and physically immortal
God. Therefore, when one kills
consciousness of ‘I’, Satan in
humans, the victorious God sits in
the place of consciousness of ‘I’,
their blood is changed into that of
God, also their bodies are changed
into those of God. So when their

bodies are changed into those of
God, which cannot but live forever,
they become  completely victorious
Gods. Therefore, This man says
that only Victors can go this way, if
one is not a Victor, they cannot go
to the way of immortality.
Therefore, only if you overcome
‘I’, the controlling spirit in you, you
become Victors and victorious
Gods, like the word, John 3:5, ‘you
are saved by being reborn as the
Holy Spirit’ , only when you are
accomplished in your bodies, you
are saved and receive immortality. 

Incomplete people finally die, if one

dies, all they go to hell

Faith is the spirit of the victorious
God, the spirit being reborn as the
Holy Spirit, and the fruit of life.
That is, the spirit being reborn as

the Holy Spirit that enables
immortality to be accomplished
and accomplishes immortality is
the fruit of life, the spirit of the
victorious God. Therefore, the
victorious Savior is the fruit of life.
Although the Savior says to people,
‘look at the victorious Savior every
second’, those who regard looking
at the Savior lightly because they
do not know that the Savior is the
fruit of life live as humans and
finally die. They are supposed to go
hell. If one dies, they go to hell.
When people die, as their lives in
them die, they die.
The life in humans is the spirit of

God, as the spirit of God exists in
humans, living people have their
minds. Those minds are the spirit of
God. As the spirit of God exists in
humanity, they live. If the spirit of
God does not exist in humans, they
cannot live. 
That life dies means that God dies. 
Now this flower lives, that flower

lives. As the life of God exists, they
have their lives. If they do not have
the life of God, this flower cannot
live. The reason that trees live in
mountains is because the spirit of
God exists in them. If the spirit of
God does not exist in trees, they
cannot live. So all living things that
have lives have the spirit of God in
them. So there is a word in the
Buddhist scriptures, ‘do not kill
living lives.’ To kill living things is
to kill God, life. 

This man got educated not to kill
lives from an infant by mother side
grandfather. He said that killing
lives is like killing heaven. So when
This man walked, saw ants
crawling, jumped not to kill the
ants. Therefore, This man did not
step on ants from young age. So
you should cherish lives. So This
man did not step on ants. 

Those who hate people are the men

who hate God

The Bible says if one kills a
person, it is murder. The Bible also
says that even hating people is
murder. As the Bible records that
hating people is murder, no matter
how hatefully one acts, you must
not hate them. As humans are the
children of God, hating them is
hating God. So you must not hate
people. No matter how hatefully
one acts, if one hates them, it is
murder. Those who commit a
murder cannot go to heaven.
Therefore, you must not commit a
murder. As hating people is
committing a murder, before hating
them, conceiving a displeased heart
is also a murder. 
As Christianity does not know

that thinking objectionably is
murder, it does not teach people.
However, the Victor in the Victory
Altar teaches you that a displeasing
heart is murder.*

Perfect Victory is being reborn as God

Translation : Angel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