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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oon as possible, one should
struggle to throw away ‘I’every
time. By removing ‘I’, the Holy
Spirit is recovered, the will of God
is accomplished. This was possible
by the man who overcame ‘I’
appeared in Korea. He is the
Victor of Revelations in the Bible
who came here with the Holy
Dew Spirit. If the work of the truth
starts, the work of Satan was
supposed to cause, too. In the
beginning, Satan defeated God,
now Satan cannot overcome God. 
No matter how many Satan

attack God, the final victory is
God’s. No matter how hard Satan
makes frantic - last ditch efforts,
God will win finally.

The Bible records the
fighting between God and
Satan

The words in Revelations of the
Bible, “the stars in the sky fall and
the sky goes curling up like paper”
record that the world of Satan will
be destroyed completely. Satan
makes frantic- last ditch efforts
before it is annihilated. The most
urgent matter is that you become
God as God wants. No matter how
hard Satan does everything, God
not only defeats it leisurely but
also He smashes it undoubtly. If he
work of god is not done like that, it

is not the work of God. As the
work of the Victory Altar is that of
God, He will destroy Satan surely.
In one voice people tell that the
world is that of Satan, but they do
not know why the world is that of
Satan.  In fact, the controlling spirit
of humanity is that of Satan, it
controls the world. As the
controlling spirit of humanity is
Satan, science is that of Satan,
religion is that of Satan. Only
when the Savior appears, the
science of God, the science of the
truth, is proclaimed by God, the
truth can be planted in all
humanity. Satan hinders God’s
work by using every way, but due
to it, the will of God is supposed to
be accomplished faster. If there is
not the resistance of Satan in the
work of God, it will be done
slowly, if there is the resistance and
attack of Satan, it will be done
faster.

The identity of ‘I’is ‘I’(我
相)

‘Sin’is consciousness of ‘I’,
which is Satan. If God is
emancipated from the prison of
Satan and it becomes the
consciousness of ‘I’, God is
saved, revived, and has faith. Like
this, if consciousness of ‘I’is
changed, one is reborn as God; it is
the recovering of the Holy Dew
Spirit. By doing that, the work of
God is fulfilled. Therefore, one

should defeat consciousness of ‘I’
as soon as possible by struggling
to remove ‘I’each time. By
removing ‘I’, one can become
God, then the will of God is done
in me, the words, “no one says,

‘here is not, there is not, the
kingdom of heaven is in your
mind”is accomplished. If God
that defeated ‘I’, Satan, the
authority of death, becomes ‘I’in
one, they can become immortal
God, the spirit of complete Victor
God, it means to eat the fruit of
life, and they achieve eternal life. 

The symbol of the Savior is
the Holy Dew Spirit 

The symbol of the Savior is the
Holy Dew Spirit. According to
Hosea 14:5 and the Buddhist
scriptures, the symbol of the Victor
is the Holy Dew Spirit, the man
who emits the Sweet Dew(甘露)
is the Maitreya Buddha, if one eats
the Sweet Dew, they cannot die.  If
the Maitreya Buddha appears, all
things neither die nor decay. The
man who has the Holy Dew Spirit
is the Savior as well as the
Maitreya Buddha and the Savior
God. As the Savior God is in This
man, whenever This man moves,
leads worship services, the Holy
Dew Spirit falls. As God is with
the believers of the Victory Altar
as spirit and does the work of God,
whenever people take pictures of
the believers; the Holy Dew Spirit

is taken. It means that the spirit of
God is with the believers. Also,
Revelation records that God will
give a white stone to the Victor, a
word is on the stone, only the
recipient knows the name. The
man who knows the name on the
stone exactly is the Victor. Sosa
(素砂) was written according to
the Victor Mr. Cho Hee Sung.
Also, Gyeokamyourok and
Jeonggamrok, a secret book of
heaven, write the same.  
Jeonggamrok records that white

stone(白石) in Gyeryong white
stone(鷄龍白石) has the same
meaning with Sosa(素砂). As
sand is a small stone, sosa(素砂) is
white stone. As This man announ-
ced that sosa(素砂) is white stone,
nobody cannot but admit it. 
The name of the white stone of

Revelation in the Bible is sosa, the
man who built an altar in Sosa
area, does the work of heaven
there, is the man who has the spirit
of the Savior God.
As Gyeokamyourok predicted,

the Savior was born in the year of
the sheep(辛未生), so the Bible
expressed humans being saved as
a group of sheep. This man was
born in July, the year of the sheep,
on 28th, the day of the star, at 4 in
the morning. So This man came as
the gold luck(金運). The Bible
says that God will give the Victor
the morning star, which does not
indicate Venus or the morning star.
it means to give the name which

has the meaning of the bright star.
This man’s name has the meaning
of bright(熙) star(星). It is a shiny
star. So it is sure that God stays in
the Savior. Additionally, the Bible
writes that the Savior will be born
at the land of the corner. 
According to Isaiah 41:1-9, “Be

silent before me, you islands! Who
has stirred up one from the east,
calling him in righteousness to his
service, He hands nations over to
him and subdues kings before him.
I took you from the ends of the
earth, and from its farthest corners
I called you.”The words, “I took
you from the ends of the earth, and
from its farthest corners I called
you”mean that the Savior is born
in the land of the corner. This man
was born in Gimpo, in the corner
of land, ends of the earth in the
east. Gimpo is located where the
Han River flows in the east, the
Imjin river flows in the north, and
the west sea is in the west. So
Gimpo is the land of the corner.

The tribe of Dan settled in
the Daedong River in North
Korea

Jacob gave the right of judgment
to only Jacob among 12 sons.
“Dan will provide justice for his
people as one of the tribes of
Israel. Dan will be a serpent by the
roadside, a viper along the path,
that bites the horse’s heels so that
its rider tumbles backward.” I look

for your deliverance, O LORD in
accordance to Genesis 49:16-18.
Christianity interprets a serpent by
the roadside as Satan, in fact it is
wrong. The words of the Bible are
the words that talked to only His
people secretly. As God gave the
right of judgment to the tribe of
Dan, He hid His words in order for
Koreans, the tribe of Dan, to
understand them. Let’s see the
true meaning of serpent(毒蛇).
The letter of 毒 (poison) is
composed with 主 meaning king,
母 meaning mother. And 蛇(
snake) is made of 惡 and 匕. The
word ‘惡’is composed with 口
meaning the king of four living
things andㅣ meaning one, 一
meaning one and dot. That is, 蛇(
snake) means that the king of four
living things becomes the king of
kings and sit on a chair. The
spiritual mother that is the king of
all humanity, the mother of
humanity and all things becomes
the king of four living things and
sits on a chair comfortably. So the
word ‘serpent(毒蛇)’mean that
the king, ‘serpent’drops the rider
from his horse and kills him. It
means to kill the false king and
God himself becomes king. God
in the beginning developed His
power for 6000 years, became the
complete Victor God, will change
the world of Satan into that of God
in Sosa area in Korea. That was
already predicted.*

번역: 김숙 승사

특수부대 군 병원에 전근을 가보니
군의관이 6명밖에 안 되었다. 친구 인
석이가 정해 놓은 대로 내과 외과 등
그대로 사용하 다. 우리 부대가 거느
리는 예하부대에는 군의관이 2명씩 있
었다. 
기본적으로 한 주일에 한두 번씩만

진료를 보았다. 젊은 군인들을 상대하
는 곳이라 그래도 충분했다. 더욱이
우리는 특수부대이므로 군인들이 건강
체질이라 환자들이 별로 없었다. 그러
다보니 군인 가족들 처방해 주는 일이
더 많았다. 그야말로 한직이었다. 
진료 이외의 나머지 시간에는 밤낮으

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 이 배 저
배 타보니 로스케들이 만든 50톤급 전
투함이 제일 맘에 들었다. 그 배는 열
몇 척 정도 되었는데 가장 성능이 괜
찮겠다고 생각되는 거를 찍었다. 50톤
급 이상 되는 큰 배들은 바다에 나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배가 탈출
하기에 좋겠다고 생각했다. 철판이 4
리짜리가 되어 웬만한 기관총 사격

에도 뚫리지 않는다.

기름탱크를늘려야겠다고맘먹다

내가 점찍은 전투함의 정장은 경명환
소좌(소령)이다. 정장이란 말하자면
선장이다. 운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직책이다. 경명환이가 내 말을
잘 들었다. 군의장인 나는 중좌(중령)
이다. 
그 전투함을 타고 다녀보니 기름 탱

크가 크지 않아서 개조해야 되겠다 싶
었다. 
내가 갈 곳은 인도네시아 무인도 섬

이고, 만일 거기까지 갔다가 그곳이
살기가 여의치 않으면 파푸아뉴기니에
가고, 그곳도 여의치 않으면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돌아 브라질 아마존 강

유역으로 가려고 했으니 거기에 갈 만
큼의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기름 탱크
를 만들어야 한다. 거리를 계산해서
기름량을 조사해보니 약 20여 톤이 들
었다. 
경명환 정장과 함께 기름을 넣으러

갔다. 북한도 남한처럼 기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외국에서 수입해오는데 선봉
항 쪽에 있는 석유화학공장에서 배에
기름을 넣어주었다. 기름은 항상 부족
하기 때문에 기름이 들어올 때 즉시
기름을 넣으러 가야 된다. 그렇지 않
으면 기름 못 넣는다. 우리는 특수부
대니깐 우선적으로 넣어주지만 기름이
항상 부족하니까 한번 넣을 때 왕창
받아 넣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걸 연구해서 정장보고

“경 동무! 배를 좀 개조하자. 그래야
기름을 많이 넣을 거 아니냐.”라고 떠
보았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기
름 탱크를 늘리는 건 좋죠. 하지만 그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소?”라고 답했다.
그래서“걱정마라. 내 동창생이 청진
조선소 기사장이다. 기사장에게 부탁
하면 그까짓 거 문제없다”라고 말해줬
다.
청진조선소는 북한에서 제일 큰 조선

소다. 청진제철소 옆에 위치해 있는데
몇 만 톤급 배를 제조할 수 있다고 한
다. 청진조선소 기사장이 나하고 청진
공대(야간)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다.

난 의대를 졸업한 다음 공학에 대한
호기심으로 공대를 다녔다. 청진공대
는 김책공업대학 산하에 있는 대학이
다. 기사장이라는 직책은 지배인(사
장) 다음 서열이다. 그 친구하고 나하
고 대학시절 아주 친 하게 지냈다. 

하루는 그 친구 기사장을 찾아갔다.
“내가 특수부대 있는데 배 한 척 개조
해 줄 수 있나. 로스케들이 만든 건데”
라고 부탁했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할 수 있지. 그런데 로스케들이 만든
건 철 재질이 다를 텐데”하기에“다
르거나 같거나 개조하는 데 무슨 차이
있겠나. 개조하는 데 얼마쯤 걸릴까?”
하니까 친구가“아마 한 달이 거의 걸
릴 거야”했다. “야! 뭐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 한 달이면 배 한 척 만들겠다”
하니까“배라는 게 그렇지 않다. 이거
저거 많이 손봐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면서 딴 짓을 하 다. ‘이럴 때
는 뇌물이 최고’라는 생각에“그러지

말고 명태를 몇 톤 잡아줄게. 그걸 졸
병들한테 나눠주고 야간작업을 시켜서
라도 빨리 만들어 줘”라고 했더니 명
태를 5톤을 달라는 것이었다. 그때는
명태가 많이 날 때다. 하루에 몇 백 톤
씩 수산사업소에 잡아들인다. 거기서
한 댓 톤 끄집어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어업 단속선이니까 작
업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어
민들이 우리를 무서워한다.
그래서 경명환 정장에게“명태를 한

5톤을 잡아야 하는데 단번에 못 갖다
주고 다섯 번에 나누어서 1톤씩 갖다
주라”고 말했다. 명태 갖다 줄 때에

“만일 더 달라면 더 줄 테니까 빨리만
만들어달라고 하더라”고 기사장에게
전하라고 했다. 

명태10톤을주고배개조를하다

나는 기사장에게 북한에 기름이 귀하
니까 한번 기름 받을 때 몽땅 받으려
고 기름탱크를 최대한 크게 만들어달
라고 부탁했다. 그랬더니 최대한 만들
수 있는 게 흘수선까지라는 것이다.
또한 통째로 기름탱크를 만들면 출
출 해서 배가 못 달리니 칸칸을 만들
어 구멍을 내서 그 구멍을 통해 기름
이 들어가게 만들어야 배가 속도를 높
여도 출 거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런 식으로 수백 칸을 일일이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한 달 걸린다고 말하는
것이다. 
기사장은 부하들에게 명태를 주고는

밤잠을 안 재우고 일을 시켰다. 정확
하게 셈은 안했지만 명태 약 10톤 이
상 주었을 것이다. 바다에서 잡은 채
로 생물 그대로 줬다. 한 묶음씩 해서
우리 배 선창에 쏟아놓으면 일이 톤이
되는지 모른다. 
그랬더니 기사장이 열이틀 만인가

배를 개조해서 가져왔다. 경명환 정장
은 뭣도 모르고 좋아했다. 
어느 날 기름이 들어왔다는 전갈이

오자마자 선봉항에 있는 석유화학공장
으로 개조한 배를 몰고 갔다. 정장과
같이 가서 기름을 넣었는데 기름 넣는
창고장이 말하기를“이 배는 이상하게
다른 배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가는가”
하면서 의아해 했다. 나는“몇 배가 더
들어가든지 그게 네 기름이야. 국가에
서 쓰는 기름이지. 많이 들어가는 거
같지만 다 같은 거야”라고 말해 더 이
상 의심을 못하게 했다. 다른 배들은
많이 들어가야 5톤이다. 우리 배는 25
톤이 들어갔다. “어쩌다 기름 한 번씩
오니까 오래 써야 되잖아. 기름 탱크
늘리긴 했지만 얼마 크지 않아. 동무
느낌이 크게 느껴지는 거야”라고 말했
다. 기름 창고장이“중좌(중령) 동지
이거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라
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우리
는 특수부대니까 특권이 있다. 창고장
이 더 이상 말을 못했다.  
그래서 기름을 가뜩 넣어 가지고 왔

다. 부대장이“다른 놈들은 기름 적다
고 투덜대는데 어찌 경명완이는 기름
소리를 안 하느냐”며 의아해 하기에
“많이 안 써서 그렇다”고 정장이 적절
히 얼버무렸다. 부대장도 느낌이 있었
지만 큰 배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했다.*

The Victor’’s Words

The Savior was supposed to work 
in the Sosa area of Bucheon city, Korea

따따뜻뜻한한 남남쪽쪽 나나라라를를 찾찾아아서서

제9화 미리탈출할배를점찍다

김만철선생탈북기

In this article, This man is The
Victor of the Victor Altar.- Ed.

김만철선생이탈출할때타고온배를보고그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