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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ly Dew Spirit
descends in every Vic-
tory Altar

The blood which flows in
humanity is 6000 years old. It
means the spirit of Satan is 6000
years old. The Satan seduces
very technically people to kill
others. 
In fact, there is nobody in the

world who is more intelligent
than Satan. However there is one
existence who overshadows
Satan. The Savior can kill Satan
because He surpasses Satan’s
intelligence. The reason that the
Savior can kill Satan is because
His intelligence is higher than
Satan’s. As the Savior killed the
captain of Satan which ruled the
universe, He became a Victor, so
the original body of This man is
sitting on the throne where the
captain sat. Therefore, This man
stops typhoons coming toward
Korea and removed communi-
sm. Additionally, He prevents
rainy seasons every year, makes
Korean harvests abundant, and
prevents Korean wars. Doing
like that as This man wants is
because He has power. If This
man does not have such an
ability, He is a false Savior. If
This man is a false Savior, He
cannot pour down the Holy Dew
Spirit. Emitting the Holy Dew
Spirit means not only This man
is the true Savior but also He is
almighty. If This man is not an
almighty person, He cannot pour
down the Holy Dew Spirit. The
Holy Dew Spirit is the other
selves of the Victor. It is the spirit
of the Victor. As the other selves
of This man becomes the Holy
Dew Spirit and falls, if it goes
into the pores of humanity, they

are supposed to become Gods.
Although This man stays in
Yeokgok, the Holy Dew Spirit
does not fall in only Yeokgok.
The Holy Dew Spirit falls in the
altars of Japan and America as
well as every altar in Korea
because His other selves are with
them.  

Humanity’’s mind sh-
ould move not from the
situation of Satan but
from that of God

This way is that of the mind.
Only if one’s mind moves in the
situation of God, he/she goes
toward God. All thoughts in the
situation of Satan are the minds
of Satan. Therefore, if I laugh,
that is the laughter of Satan. True
ascetics can distinguish whether
the mind is located in God or
Satan. That is the starting point
of doing Tao. This man speaks
that there was no religion in the
world. Religion exists in God
and immortality. It does not exist
in death. The religion that con-
sciousness of I think of is not
religion. Also the science that
consciousness of I think of is not
science. Knowing from God and
thinking from God is the true
science of life. So This man tells
that there is no religion in the
world. Only when God leads
consciousness of I and insists it,
it is doing Tao. When This man
told, “You become victors”, only

those who reply ‘I did not
overcome. God defeated I’
became victors. If one cannot be
replied like that, he/she can not
become a victor. Such a man
becoming a victor is a long way.
Only God can defeat Satan. How
can Satan overcome Satan.
Therefore, the way of doing Tao

in the Victory Altar is very exact.
It cannot be compared from that
of the world. In Buddhism,
people think that sounding a
moktak and greeting Buddha is
doing Tao.
Everything that I know and do

is the actions of Satan. Because I
is Satan, when one does not act
as I orders and God leads I and
insists I, that is doing Tao. There
is nobody who knows this fact.
So pastors or monks did not
reach nirvana. To reach nirvana,
one should know the existence of
I. Consciousness of I is Satan,
when one throws away I all the
time, fights and prevails I by
beating and breaking it, doing
Tao is begun. Those who do not
fight like that can not do Tao. So
one can be changed by fighting
against I and defeating it. Then
he/she becomes like trees.
Although I am sick, I do not feel
sick. Although I am sad, I do not
feel sad. Although I am happy, I
do not feel happy. That is,
emotions are removed. That is
the first step in changing the

mind of the process of reaching
nirvana. That is, the mind of
humanity disappears. That is the
basic attitude of ascetics. Then
no matter how difficult work one
does, he/she does not feel tough.
No matter how painful one is,
he/she does not feel painful.
Although he/she kneels, he/she
does not feel painful. In other
words, he/she become ones like
trees. However, he/she is not
completed. If one thinks that
he/she becomes a victor, it is an
illusion. That is a starting point
of change, the beginning of
becoming God. 

One should be in a
degree that he/she
does not know whe-
ther he/she exists or
not

So one cannot be conscious of
oneself even he/she tries to be
conscious of himself/herself. One
should be in a degree which
he/she does not know whether
he/she exists or not. The spiritual
mother in Jeondogwan(a religion
in Korea) told that people can be
saved when they become ones
like trees. When This man
became a one like trees in 3
months since he went to the
Secret Chamber, He thought of
Himself to be completed.
However that was just a start.
After becoming one like trees,

This man was changed gradually
and the character of humanity
disappeared completely. When
the character of humanity was
removed 100 percent, This man
did not feel sick though He was
sick. This man did not feel tough
though He was hard. That is,
This man’s mind was not moved.
Although This man saw a good
thing, He did not feel good,
though This man saw a bad
thing, He did not feel bad. It did
not matter to This man whether
others did anything. So He did
not commit a lewd sin to
interfere. If one intervenes
other’s work, it is a intervening
lewd sin. Also humanity has a
habit to think of the past, This
man reached a step that He
couldn’t think of the past even
He tried to remember the past.
That was done in 3 months since
He started. Like that, as This
man had a strong tenacity, was a
person who achieved it finally
without sleeping if He decided to
do something, He reached a step
where He could not think of the
past in 3 months though He tried
to think of the past. So This man
thought that He was done.
However He was not still done.
It was too far. This man realized
that was still only another
beginning. And then God told
that to think of family is a lewd
sin of interest. At first, This man

could not understand it.
However, He obeyed God. Some
later, This man reached a step
where He could not think of His
family though He tried to think
of His family.

Regard everybody as
my body, regard every-
body as God

Then This man reached a step
where He did not get angry.
People get angry when others
make them angry. If self-respect
is expressed, it means to commit
a self-respect lewd sin. However,
This man also overcame a self-
respect lewd sin. That way is to
regard everybody as my seniors
or God. As This man regarded
not only children but also
everybody as God, His self-
respect Satan died. Even though
there is someone who hits you or
bothers you without any reason,
when there is no thought in your
mind, you become a victor. That
is a way of Tao. As This man
overcame and overcame every
assignment continually, finally
He became a victor. Also you
should fight against yourself
continuously to become victors
like This man.*

From the sermon of the Savior on Oct 16th 2001   

번역/ 김숙 승사

동독행 열차를 타지 않고 다시 북한의
가족들에게로 돌아왔지만 온통 머릿속
은‘어떻게 북한을 탈출하나’라는 생각
뿐이었다. 집사람과 조무래기 아이들을
몽땅 데리고 탈출을 하려고 생각하니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아무래도 집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털

어놓아야 되겠다 싶어서 집사람이 밤
근무가 없는 날에 맞춰서 일찍 퇴근하
여 집으로 왔다. 마침 집사람이 있었다.
긴히 할 말이 있으니 방으로 들어오라
고 하 더니 무슨 일인가 싶어 바로 들
어왔다. 나는 대뜸“당신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라고 물었다. 그러자 집사
람은 아닌 밤중에 무슨 홍두깨 같은 소
리냐는 듯이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
다. 
“당신 이렇게 여기서 고생 고생하면서
사는 거 보니 맘이 무척 아파. 외국에
나가보니 김일성이 하는 소리가 다 거
짓말이더라고. 인민의 낙원이라는 거
순 날강도 같은 소리야. 우린 속고 있
는 거야. 여기를 떠나야 되겠어”김일
성이에게 속았다는 분한 생각에 조용히
말하려고 했는데 말소리가 커져 버렸
다. 
“쉿! 누가 듣겠어요”집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말했다. 
“여보! 인민의 낙원이라는 이곳에서
늘 배를 곯고 있잖아. 공산주의 종주국
이라는 소련에 가보니 배불리 먹진 않
지만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진 환경에
서 살아. 이런 배급제도는 없어. 거기서
는 돈만 있으면 돼지 순대라도 다 사먹
을 수 있어. 여기선 배고파도 사 먹을
수조차 없잖아. 동독에 가보니 거긴 더
자유스러워. 마음대로 서독으로 갈 수
도 있고, 돈도 벌어서 뭐든지 할 수 있
어.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게 하고, 자유
롭게 살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악질 공
산당은 김일성독재뿐이라고...”이렇게
말하면서 집사람에게 북한 배급제도의

모순점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설명
하고 설명하 다. 

북한의배급제도

북한은 다 아시다시피 배급제도가 있
다. 지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많이
들어와서 암시장이 성행하여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많다고 하지만 내가 살았
던 당시에는 배급 받아서 먹고 살았지
돈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
다. 하다못해 양말 한 켤레 사려고 해
도 공급전표가 있어야 했다.

북한에 배급제도가 정착된 것은 1970
년대 들어서 다. 배급제도가 들어서기
전에는 자기 능력대로 농사짓거나 식량
을 사서 먹고 살았다. 
배급제도가 실시된 처음에는 성인에

게 1일 700그람 주었는데 그것도 얼마
지나서는 600그람씩 주었다.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 이틀 치를 공제하고 주고
그랬다. 고등학생까지는 500그람, 대학
이상은 성인이니까 600그람, 중학교 이
하는 400그람, 노는 사람은 300그람. 집
에서 놀면 성인이든 노인이든 다 300그
람 주었다. 
사실 성인 한 사람이 한 끼에 200그람

을 먹는다는 것은 매우 적은 양이다.
한참 크는 아이들이나 젊은 청년들에게
는 1킬로그람을 주어도 부족하다. 그런
데 그것도 보름치를 한꺼번에 배급을
주니 처음에 많이 먹었다가는 나중에
굶기 십상이다. 그러니 가정일을 하는

여자들이 식량을 아끼느라고 아주 곤혹
스런 일을 많이 당하 다. 
또한 배급식량의 70퍼센트가 잡곡이었

다. 단종 잡곡 옥수수, 즉 옥수수쌀이라
고 하는 것을 주었다. 껍데기도 안 벗
긴 옥수수를 잘게 쪼갠 것이다. 그 나
머지 30퍼센트는 쌀을 주었다. 그래서
배급식량으로 밥을 지으면 샛노란 강냉
이밥이 되었다. 쌀알은 눈에 잘 보이지
도 않는다. 여기서는 돼지 사료용인데
북한에서는 그게 주식이다. 그마저 배
불리 주면 좋으련만 입에 풀칠할 만큼
조금밖에 안주니 북한에서는 배를 곯는
사람 천지 다. 고위 당 간부들은 맘대
로 먹고 살지만 인민들은 누구나 배를
곯았다. 사회주의 지상낙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나마 남자들은 쌀을 구경이나 할 수

있지만 여자들은 쌀을 남자들 주느라
거의 강냉이밥을 먹고 살았다. 내가 근
무했던 병원의 여의사나 간호사 도시락
을 봐도 쌀알을 하나도 볼 수 없었다. 
만약 출장이나 어떤 일로 다른 곳에

갈 때에는 배급표(양표)를 떼어서 가야
한다. 그래야 식당에 가서 밥을 사먹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굶어야 한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 배급 내에서 먹게
끔 배급제도를 엄격하게 만들어 놓았
다. 
그렇다고 반찬이 풍부한 것도 아니다.

고작 소금하고 된장뿐이다. 북한은 부
식이 없으니까 밥그릇이 여기보다 배나

크다. 된장도 자체 담아먹지도 못한다.
식구 수에 따라 한 사람 앞에 된장 몇
그람으로 지정되어 있다. 자기 거주지
상점에 가서 공급표를 가지고 가서 살
수 있다. 그 양이 형편없이 모자란다.
더욱이 콩된장이 아니라 옥수수로 만든
된장이라 희멀건 죽처럼 보인다. 죽처
럼 묽으니까 쏟아질까봐 갖고 다닐 때
에는 병에 넣어서 뚜껑을 닫아야 된다.
그마저 다 먹으면 소금을 먹어야 한다. 
김치는 가을에 하는데 배급을 준다.

배추를 식구대로 몇 킬로 준다. 재수
좋으면 좋은 배추를 받고, 재수 없으면
후진 거 받는다. 배추시래기도 아까워
서 버릴 수 없다. 그나마 나는 친구가
사슴농장 책임자라 장모님 부탁으로 거
기에서 배추시래기를 가져와서 그걸 먹
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
들이 거의 90 퍼센트 이상이나 된다. 
고기는 그야말로 보기조차 어렵다. 명

절이 여러 번 있는데, 김일성 생일
(1912. 4.15)이 민족 최대 명절이다.
2.16 김정일 생일인데 우리 있을 적에
그렇게 광대히 쇠지는 않았다. 10.10 당
창건일이 두 번째 명절이다. 9.9 공화국
창건일이 세 번째 명절이다. 양력 설을
쇠는데 음력 설은 노는 날이 없다. 
이런 명절 때가 되어야 각 세대 당 돼

지고기 1킬로를 준다. 한 근이 600그람
이니까 한 근 반이 조금 넘는 양이다.
식구가 많건 적건 획일적으로 그만큼만
준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았다. 그렇
다고 말했다가는 보위부에 끌려가서 죽

도록 매를 맞는다. 식구들이 많은 집에
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등 어른들이 먹
고 나면 애들은 국물 멀겋게 해서 먹을
수밖에 없다. 아이들은“돼지가 장화
신고 건너갔음매”라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참혹한 현실이다. 
사과도 5대 명절 때나 몇 알 받아서

먹을 수 있지 다른 과일은 구경도 못한
다. 
옷도 기성복 자기 몸에 맞는 치수가

있으면 2년에 한 벌 나오는데 돈 주고
공급전표가 있어야 산다. 양복이 안 맞
으면 천을 그 대신 팔아준다. 그런데도
수요가 모자라니까 심지어 신발은 물론
칫솔 하나까지도 공급표가 있어야 산
다. 
만일 출장 가서 칫솔이 필요하면 공급

전표를 안 챙겨 갔으면 못 산다. 북한
은 아는 사람 없이는 살아가기가 곤란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뇌물이 성행한
다. 
이처럼 북한 국가에서 무, 고추, 배추,

마늘 등 모든 먹거리와 생필품을 할당
해서 준다. 
우리 집사람은 절약정신이 많아서 애

들도 조금씩 먹 다. 장모님은 큰처남
이 기관사 일하기 때문에 백미를 많이
받았을 텐데도 배급 2일전 쯤 식량이
다 떨어져서 우리집에 오셔서 애들 굶
는다고 식량을 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다. 처남들은 한참 때라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 애들만 죽어났다. 
막내딸 광숙이가 비타민 D가 부족해

구루병에 걸려서 다리가 휘었는데 나도
바쁘고 하니까 애들한테 관심을 별로
둘 수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 내가 명
색이 의사인데 애를 그렇게 만들었으니
마음이 아프다. 비타민 부족증이 생기
기 전에 비타민 D를 먹여야 되는데 병
이 난 다음에 약 먹어봐야 잘 안 나았
다. 김만철이가 그런 생활을 해왔다는
건 실감이 잘 안날 거다.* 

The Victor’’s Words

Distinguishing the mind of God

is the beginning of  Tao(道)

따따뜻뜻한한 남남쪽쪽 나나라라를를 찾찾아아서서
제3화소위‘인민의낙원’에서늘굶주리다

김만철선생탈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