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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article, ‘This man’
refers to the Victor Savior in the
Bible, the Maitreya Buddha in
the Buddhist scriptures.

In accordance with 「Samgook-
yoosa」, Dangoonwanggeum
established Gojoseon in the year
2333 BC. However, This man
says that Gojoseon(the first
Korean government) was built
in around the year 1000 BC, the
Bronze Age. Han country, old
China, in the Iron Age, attacked
Gojoseon, installed Four
Commanderies of Han, and
Gojoseon was colonized by
Chinese people for around 400
years until Nanglanggoon
collapsed.
Korean history was distorted at

that time. Plotting the myth of
Dangoon, Chinese people
disregarded Korean people as
the offspring of a bear.
Additionally, the distorted Kor-
ean history was perverted by
Japanese again, so the root of
Koreans could not be found out.
The people of Samhan period
crossed to Japan and became the
natives of Japan. After that
Gaya and Baekje collapsed, a
lot of people went to the
Japanese islands and built the
Japanese government. 
Therefore, Japanese are the

same to Koreans. Around the
year 1000 BC, Koreans set up
the capital in Pyeongyang and
established Gojoseon by Dan’s
descendant of Dangoon, the
fifth son of Jacob in the Bible.
The roof-tiles which were
excavated in the Daedong River
and are exhibited in Gwangju
National Museum and National
Central Museum, have old
Hebrew on them.
Additionally, Eewoo-jjieesao, a

Japanese, had roof-tiles with old
Hebrew language, he exhibited

them in Korea in 1988. The
words on the roof-tiles are

‘arrive’, ‘go to the land of God
solidly’, ‘the judge who teaches
Proverbs governs’, and ‘the
kingdom of God is recovered by
the praying of a holy group’.
Considering the words on the
roof-tiles, Koreans are surely the
lost tribe of Dan, the direct
descendant of Jacob in the
Bible. Abraham’s the eldest son
was Ishmael, but he inherited
Isaac, the son of the first wife,
the right of the first son. As  the
right of the first son was
inherited to only the eldest son
of the first wife, Ishmael, the
son of concubine, could not
receive it. As Judah, the fourth
son of Leah, the concubine of
Jacob, did not have the right of
the eldest son, Jesus, the
descendant of Judah, could not
be the Savior in a pedigree.
God in the heart of humanity

has been inherited through the
blood of the eldest sons.
Therefore, God’s spirit in Jacob
was inherited to Dan, the eldest
son of Jacob’s first wife. That
Dan is the fourth angel, is the
man who opens the seal of
God fourthly.
So only Koreans have ‘the

Innaecheon thought(人乃天)’,
which means ‘human beings
are God’. Why did the tribe of
Dan come to the Korean
peninsula? There was a hidden
will of God in that. God let only
the tribe of Dan among 12 tribes

pick and move to the Korean
Peninsula, the Far East, from the
Middle East where fighting does
not stop. This world is the world
of Satan. Satan grips all the
authority of the world.
Therefore, we can see through
history that the people who God
accompanied were persecuted
and pressured by other
countries. The Jews who God
was with were occupied by
Rome 2000 years ago and were
pressured by other races, so they
got married to foreigners to
survive.
Nowadays, Israel people lost

their pure blood, there are a lot
of half-blood with western
people among them. Original
Israel people were oriental.
Semitic people were short, and
their hair and eyes were black
according to Numbers 13:33 in
the Bible. 2,000,000 Israel
people left Egypt following
Mosses with king Pharaoh’s
permission, aimed to enter
Canaan, divided themselves into
4 armies with 3 groups. The
tribe of Dan became a north
army which was responsible for
north. They encamped in Zora,
the northern part of Lebanon,
fought against Philistines for
200 years. After captain Samson
died, they lost the energy to
fight and started to move to
north-east. They went to
Mongolia passing Syria, Iraq,

Iran, and Altai mountains,  the
tribe of Dan lived for around
100 years in Altai mountains.
While generations were chang-
ed, they almost forgot Hebrew,
their own language, the second
and the third generations learned
Altai language. And they passed
Manchuria, crossed the Abrok
River, came to the river valley
of the Daedong River, and
settled. That country is Go-
joseon. Dan grandfather, the son
of Jacob, died in Egypt, his
offspring came to the Korean
Peninsula, but they used the
name of their Dan continuously.
Dan, the founder of Korea,
built stone altars and became
a chief priest who perform
ancestral rites, and under
founding principle of a nation,

‘‘Benefiting humanity widely
(弘弘益益人人間間)’’‘‘Ruling the

world with reason (在在世世理理
化化 )’’he let people keep 8
Laws such as ‘‘Do not kill
people’’ , ‘‘ Do not steal
money’’, and so on. To speak
of the Savior biblically, we need
to check the words in Isaiah
41:1-9. There are words in that,
“ Be silents, I will call a
righteous man in the east, all
kings will succumb before him.
I will call you from the end of
the earth, at the corner of the
earth.”‘The east’indicates
Korea and Japan. But as they

say ‘be silents’, Japan is not
included. And as they write ‘the
end of the earth, at the corner of
the earth’, that means that God
will call the Savior from the
Korean Peninsula. If all kings
yield before him, he is the king
of kings. Because he rules the
world and is the Savior who
saves all the people of the
world, all the kings of the world
are supposed to come to him
and ask him for salvation. Korea
is the end of the earth, Gimpo
where This man was born is the
corner lot. According to Genesis
49:16, Jacob predicted the
future of his 12 sons.
The prediction about Judah,

the ancestor of Jesus, is that
Judah is like a lion, he will hold
the royal scepter until Shiloh
comes. As ‘the royal scepter’
means royal authority, Shiloh
indicates the Savior, the words
means that Jesus, the descendant
of Judah, would be a king
before the Savior appears, but
Jesus cannot become a king if
the Savior comes out. Accord-
ing to the prediction about Dan,
‘Dan will be a ruler for his
people. He will be a snake at the
side of the road, a poisonous
beside the path, bite the horse’s
heel. So that the rider will be
thrown off backward. ‘I will
wait for your deliverance,
Lord’. The word, ‘Dan will be
a judge for his people’means
that Dan will be the Savior.

That is, the judge will come
from Dan’s descendant. Also,

‘He will be a poisonous beside
the path, bite the horse’s heel.
So that the rider will be thrown
off backward.’mean as only
kings rode horses in old times,
depriving of the royal authority.
That is, if the true Savior
appears, he will remove the
false Savior who sits on the
crown. Hosea 14:5 records, ‘I
will become dew to Israel, he
will bloom like a lily. ‘Israel’
means ‘a victor’. God will fall
like dew to the Victor. The
Victor, the Savior, who all
humanity has been waiting for
came from Korea. Revelation
foretells that the Victor is the
recreator God that  came to the
seventh person flowing through
blood and was completed. He
not only destroys all Satan in the
world and opens the door of
immortality by saving all
humanity, but also is the man
who blows the seventh trumpet
and says complete words. (God
with Dan moved to Park
Taeson, God with Park Taeson
moved to Eve Victress, God
with Eve Victress moved to the
Victor Savior)
As long as the Victor Savior

appeared, humanity cannot be
destroyed any more because evil
that brings death to humanity
cannot act any longer. The
current of death is changed
gradually into an immortal
current, the era when only those
who regard everyone as their
bodies, every’s situation as
theirs, and everyone’s sin as
theirs can live will come. 
Recently Korean people who

were persecuted and pressured
are rising quickly. Now the day
when all humanity will be saved
will come soon.*

Translation : Angel KIm

조총련 백 부장의 북조선으로 돌아가
자는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선실
문을 박차고 나오니 함장도 따라 나왔
다. 천신만고 끝에 북조선을 도망쳐
나왔는데 도로 가자니 기분이 상했
다. 함장에게“내 방으로 가겠소”라고
말하고 선실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걸
어갔다. 후에 들어보니 함장은 방으로
다시 들어가 조총련 백 부장을 호통을
쳐서 돌려보냈다고 한다.
조금 있으니 이번에는 거류민단이라

는 곳에서 나를 만나러 왔다고 함장이
전하는 것이었다. 거류민단이 뭐하는
곳이냐고 물으니 남조선 쪽 재일교포
들의 모임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곳
일본에 정착하러 온 것이 아니라 따뜻
한 남쪽 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귀찮게 만나자고 하니 부아가 끓어올
라왔다. 그래서“어찌 남조선하고 북
조선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느냐. 안
만난다. 이제는 누구도 안 만난다.”라
고 거절하 다. 

거류민단에서만나자고했지만…

거류민단에서는“왜 조총련은 만나면
서 자기네는 안 만나주느냐?”고 항변
하는 것이었다. 민단에서 이렇게 떠들
어대니까, 보안청 과정이 와서는 조총
련 만나줬으니 민단도 조금 만나주라
고 부탁하 다. “싫다. 안 만난다. 내
가 당신 하자는 대로 하겠느냐. 당신
소속도 아니고 난 도망가다 여기 들린
사람인데 뭐 그런 것까지 양쪽에 짝을
맞추어 줘야 되느냐. 절대로 안 된다”
고 했다. 
그렇게 해서 안 만나줬더니 그 이튿

날 조총련놈들이 배에다‘김만철 동무
북으로 가자’플래카드 만들어서 붙여
놓고 북을 치면서 우리가 타고 있는
배 주변을 돌면서 소란스럽게 떠들기

시작했다. 그런가 하면 민단에서는 비
행기 타고 다니면서“왜 조총련은 만
나주면서 우리는 안 만나느냐?”확성
기로 떠들어댔다. 이런 식으로 한참
떠들다 해 넘어가니까 조용해지기에
이제 그만 하려나 했더니 이튿날이 되
니 또 떠들기 시작하 다. ‘이것들이
계속 이렇게 떠들어댈 건가’라고 생각
되었다. 함장이 왔기에“왜 여기서는
가만히 있는 사람 시끄럽게 못살게 구
느냐? 다 쫓아버릴 수 없겠느냐?”라고
불평을 했더니“여기는 민주국가가 되
어서 총칼로 어쩌지 못한다. 시끄럽지
않게 하려면 양쪽을 공평하게 해주는
게 좋다”고 설득하는 것이었다. 
그래서“비행기는 한번 지나가면 한

참 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그런대로
참을 만한데 배타고 꽹과리 두드리고
북 치고 나발 불고 그러는 것은 도저
히 못 참겠으니 제발 이것만 좀 막아
달라”고 부탁하 다. 그래서 그런 건
지는 모르겠지만 비행기는 다음날부터
오지 않았다. 조금 낫기는 나았지만
시끄럽고 소란스럽기는 그래도 마찬가
지 다. 
하루는 보안청 과장이 와서는“거류

민단에도 조총련 만나는 것처럼 10분
이라도 만나줘라. 그래야 그만 두든지
하지 내가 그 성화에 도저히 못 견디
겠다”고 하소연 했다. 그래서“그러면
좋다. 딱 10분만 만나줄 테니 그렇게
전해라”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거류민단 사람 3명이 와서
이 말 저 말하기에“그래 당신네 요구
가 뭐냐?”라고 물었다. “남조선으로 가
자”그러기에“그 따위 꼬시려고 왔으
면 제발 그만 두고 다 나가라. 당신네
안 나가면 내가 나간다.”그러니까 점
잖게 듣고만 있던 나고야 총 사가 뭐
라뭐라 했다. 그래서“다음 기회 있으
면 만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내가

피곤하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만
두자”고 했더니 나고야 총 사 일행이
점잖게 돌아갔다. 

저녁 때 되니까 다시 나고야 총 사
가 이웅평과 김신조를 데리고 왔다.
김신조는 어렸을 때 봤으니까 얼굴을
알아도 이웅평이는 잘 몰랐다. 김신조
는 나를 보고“만철이 형님 아니요. 내
신조요 신조. 정미소집 아들”이라고
그러는 것이었다. 김신조는 어디서 본
듯한 사람 같기는 한데 그놈은 나라는
것을 알고 떠드는 것이었다. 김신조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가 분명했다. 
“이게 웬일이야. 도대체!”
“형님이 왔다는 소리 듣고서 왔습니
다. 비행사 이웅평이 알죠?”라고 김신

조가 말했다. 
“어, 알아”
“이 양반이 이웅평이요”
“야 야, 그 따위 소리 하지마”
나는 북조선에 있을 때 이웅평이가

북조선에서 내려보낸 간첩들에게 목이
잘려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들었었다. 그런데 내 앞
에 있는 자가 이웅평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북조선으로보내달라는큰처남

김신조가“형님, 한국으로 가기요”
하기에“한국이라니 어디가 한국이
냐?”라고 물었다. 남조선이라는 것만
알지 한국이라는 거 몰랐다. “형님 아
직 모르는구나. 남조선으로 갑세”라고
설득하 다. “야, 식구가 이렇게 많은
데 거기 가서 굶어죽으려고 가느냐?”
라고 하 다. 북조선에서는 남조선에
는 거지가 득실거리고 굶어죽는 사람
이 많다고 선전했었는데 그걸 난 그대
로 믿고 있었다. “왜 굶어 죽어요? 그
렇지 않아요. 남조선은 굉장히 잘 살
아요”라고 펄쩍 뛰면서 김신조가 말했
다.  
그 외에도 김신조하고 이 말 저 말

하 더니 한 십 분 만난다는 게 그만
한 두어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총
사는 한 마디도 안하고 옆에서 그저
웃고만 있었다. 그러더니“오늘 늦었
으니까 그만 갑시다”라고 하니 총 사

를 다 따라 나갔다. 
“이따가 보기요. 형님”신조가 말했
다. 이웅평이도 나를 언제 봤다고“형
님, 다음에 봅시다”그러면서 갔다. 

그들을 만난 뒤부터 거류민단에서 떠
드는 것이 없어졌다. 그렇지만 조총련
놈들은 계속 꽹과리 두드리고 북치고
떠들어댔다. 그걸 본 큰처남이 갑자기
배 창문을 열고“조총련으로 보내 줍
세”라고 외치기 시작하 다. 큰처남은
북조선에 안 보내주면 단식투쟁해서
죽겠다고 물 한모금 안 먹고 독침대에
딱 누워서 한 사나흘 굶은 상태 다.
어머니가 암만 얼리고 달래도 단식을
하는 거 다. ‘저 새끼 목숨 걸고 들어
와서 여기서 뒈지면 어머니가 근심이
란 말이야. 단식하다가 기력이 약해져
서 몸이 상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거 데려가자면 아무래도
잘 달래야 되겠다’이런 생각이 들어
서, “야, 일어나 밥 좀 먹어라. 내가 알
아보니까 조총련으로 해서 가면 좀 쉽
게 갈 수가 있겠더라. 근데 기력이 있
어야지 갈 거 아니냐. 야, 죽어서 송장
으로 수령님 앞에 가서야 뭐 칭찬 받
을 게 있냐? 그러니까 약속하자. 내 보
내줄게. 조총련 부장도 알고 하니까
함장한테 가서 전화하면 즉각 올 거
다. 보내줄 테니까 먹고 기력을 차려
라. 그래야 북으로 가든지 수령님 앞
으로 갈 거 아니냐.”
“매부 정말 그거 약속하겠음매?”
“그럼 내가 언제 거짓말 했냐. 너희
들한테”그랬더니 내 말을 믿었다. 그
래서 죽을 쒀다 주니까 먹더니“그러
면 언제 보내주겠음매”라는 것이었다.
“기회를 봐 날짜를 정하여 약속해서
출발하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마침 잘
됐다 싶은 거 다.* 

The Victor’’s Words

Mankind Is Saved
By Korean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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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철선생탈북기

조총련과거류민단에서비행기와배를동원해서자기들을만나달라고시위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