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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heart of humanity
is just God, if one has
something in their heart,
it is accomplished as it
is. 

Although today’s professors or
doctors of theology do not know
the essence of God, they teach
theology. 
Therefore, the people who

graduated from the colleges of
theology do not know the
essence of God, they talk about
God. So all things that they
speak are lies. 
God(神) is spirit. And the

Bible records spirit(靈) as the
spirit of human beings.
Therefore, the spirit of humans
is God. Here, God means that it
is the word of the Bible itself.
Usually people say, ‘God is not
seen’. Can the heart of huma-
nity be seen?

It is not seen. That’s because
the heart of humans is God.
Therefore, one day This man
said, ‘ if He appears in an
exorcising place, He has a mind
that stop exorcising, the
exorcising is not accompl-
ished’. Like that, heart is God,
This man makes the devil
unable to trick humans. Since
the heart is God, This man can
do that, if the heart of human
beings is not God, He cannot do
that. As the heart of mankind is
God, if one has a mind that can
stop typhoons, the heart of
humanity, that is, God prevents
typhoons from coming. If This
man has a mind of destroying
communism, communism disa-
ppears. Communism is also the
heart of human beings, it is god,
the heart that removes commun-
ism destroys commun-ism. Of

course the heart of This man is
different from normal persons.
Today’s the heart of the Victor
is an almighty mind and a
powerful mind. So He can
control the universe as He
wants.
Although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study theology, if
someone ask them about God,
they answer, they do not know.
That is not theology. Only
knowing God is theology. So
This man said, ‘there was no
learning’, ‘ there was no
religion’for 23 years. The Bible
writes that human beings are
God, but today Christianity,
Buddhism, and all the other
religions do not say that.
Therefore, we can see how
wrongly they know about God.
Also the Buddhist scriptures
record that humans are Buddha.
It means that humanity is God.
The Bible and the Buddhist
scriptures say correctly, how-
ever people do not know about
God. Therefore, This man’s
word, ‘there is no learning’is
right.

Immortality being acco-
mplished is the work of
God. 

The work that God insists is
the work of religion, only if
immortality is accomplished, it
is the work of God. When the
work of God is done, it becomes

religion. As the work of Satan is
that of death, it cannot become
religion.
People of the world think if

they pray or attend a worship
service, it is religion. In fact,
religion is something that
enables the work of immortality
to be done. The work of death
or a dying society is not
religion. Dying is surely the
work of Satan. As Satan is the
spirit of death, dying by the
spirit of death  cannot be the
religious society of truth. Also
cannot be an immortal society
of God. Therefore, where death
exists cannot be religion, the
work of immortality is that of
religion.
Also true religion can say what

sin is, also what righteousness
is. If religion cannot say what
righteousness and sin are, it
cannot be religion. According to
James 1:15, “after desire has
conceived, it gives birth to sin;
and sin, when it is full-grown,
gives birth to death”. Like that,
the Bible records, ‘desire is sin’
but today’s religion does not
know what sin is. The Bible
says that sin is desire, but desire
itself does not attempt desire,
consciousness of ‘I’attempts
desire. So consciousness of ‘I’
is the original sin. It means
consciousness of ‘I’is the root
of sin. Here, the original sin is
the forbidden fruit. The

forbidden fruit that Adam and
Eve ate is consciousness of ‘I’,
which exists in humanity, their
descendants. But there is no
religion that know about the
fact. Because today’s religion
does not know about the
forbidden fruit, it cannot be
religion. As it is now, the Savior
proclaim an amazing fact,
‘consciousness of ‘I’is the
forbidden fruit’to you. The
Savior announces the true
religion.

The way of removing
‘‘consciousness of ‘‘I’’is
living a life in contrast of
what one wants.

Only This man teaches you
how to get rid of ‘consciousness
of ‘I’’. That method is  living a
life in contrast of what one
wants. A life in contrast of what
one wants is one that if one does
not want to work, they should
work hard, if one hates
someone, they should change
with a heart of loving the man
honestly. Like that, if one keeps
a life in contrast of what they
want, it means they do not
follow what ‘consciousness of
‘I’orders, then‘consciousness
of ‘I’becomes weak gradually.
Like that, when ‘consciousness
of ‘I’becomes weak, the spirit
of God kills it and sits where
Satan sat, it means ‘ being
reborn as the Holy Spirit’. 

Therefore, the word, ‘wearing
resurrection’means the spirit of
God lives again. Speaking this
in other word, if the spirit of
God being caught in the
spiritual tomb of Satan kills
Satan, is liberated from the
prison, and sits on con-
sciousness of ‘I’. It means
being reborn as the Holy Spirit,
wearing  resurrection. By doing
that, one can ‘act in God’and
one can‘have a heart of God’.
By conceiving the heart of God,
one can become God, as only
when one act in God, they act in
God, they become God, in a
word, they are reborn as the
Holy Spirit. The word, ‘one is
saved by eating the fruit of life,
is correct, the word, ‘ due to
faith, one gets salvation’is
right, too. Here, faith is the spirit
of victorious God, which
overcomes Satan, the fruit of
life is also the spirit of
victorious God.

If one stands to the end,
finally they can achieve
immortality

The qualifier for living in
heaven is to become God that
overcomes Satan. Only God that
overcame Satan can enjoy
perfect happiness in complete
heaven. To enjoy full happiness,
you should become a victor by
yourself. You should overcome
yourself. If you do not defeat

yourself, you neither go to
heaven nor enjoy happiness.
Therefore, in order for you to go
to heaven, you should become
God. Humans cannot go to
heaven. So you should get out
of the mask of humanity. To
take off the mask of mankind,
you should ditch the heart of
human beings, and should have
the heart of God. The heart of
God is an immortal heart,  it is a
sacrificial heart, and an
inexpressible merciful heart. So
the Bible and the Buddhist
scriptures record, “You should
conceive the heart of God, you
should have the heart of
Buddha”. However, people do
not know the contents in the
scriptures. If one has the heart of
God, they become God, if one
does not have the heart of God,
they cannot become God. If one
has the heart of humanity, they
remain as humans, they are
supposed to die, and are
supposed to remain as men and
fall to heaven. Also as the heart
of God has patience to stand to
the end, if people endure to the
end, they will surely become
God, if people do not have a
patient mind to stand to the last,
they cannot become God. Those
who come to the Victory Altar
only one day, do not come there
because they are busy cannot be
accomplished. So if one takes
worship services and receive the
Holy Dew Spirit everyday
enduring to the end with
constant exertions, then they can
become God, if they become
God, they can live in heaven
happily forever.*

Translation : Angel Kim

이웅평이와 김신조의 말 중에 내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남조선에서의
생활에 관련된 부분들이었다. 우리 가
족이 살아가자면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이웅평이는 먹
고사는 건 얼마든지 풍부하니까 걱정
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먹을 거하고
자유만 있으면 사는 데에는 아무 지장
이 없을 거라고 평소 생각하고 있었
다. 
우리 처남 둘은 이웅평이와 김신조의

말에 완전히 설득되어서 어서 빨리 한
국으로 갔으면 했다. 큰처남은 일본에
서는 만일 한국으로 귀순하게 되면 가
다가 물에 빠져 자살하겠다고 그러던
놈이었는데 대만으로 날아가서는 조총
련 소리는 아예 쏙 들어갔고, 왜 조총
련 간다고 거짓말 하고 이리로 왔느냐
고 추궁도 하지 않았다. 김신조와 이
웅평의 이야기가 처남 둘이 북조선에
서 배운 거와 완전히 다른데 형님들
이야기가 맞는 거 같으니까 귀가 솔깃
해서 밤늦게 1시가 넘도록 들었던 것
이다. 그렇게 시작한 이야기가 10분간
만 하겠다는 것이 2시간이 지나버렸
다. 그리고 그렇게 그날은 헤어졌다.

그렇게 한 후로 하루가 지나갔는데
남한 쪽에서 새벽부터 대여섯 명이 찾
아 왔다. 안기부 쪽 사람 몇 명과 이웅
평 그리고 나고야 총 사 이렇게 왔
다. 한국에서 왔다고 여러 가지 선물
을 주었다. 담요를 비롯해서 먹을 것
과 고기 말린 것을 많이 가져왔다. 거
기는 열대지방이니까 아마 말려서 먹
어야 되나보다. 우리는 주는 대로 받
았다. 
나는 중앙정보부 사람들이 왔으니까

틀림없이 남조선으로 가자고 재촉을
할 거라고 짐작했다. 처남들은“남조
선으로 가겠냐?”물으면“괜찮겠죠.

뭐”그런 식으로 대답하면서 반대를
하지 않았다. 그들과 이런 저런 이야
기를 나누는데 남조선으로 가자고 권
유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거
긴 죽어도 못 가는 곳이야. 그런 줄 알
아. 나는 죽어도 못 가”했다. 
그랬더니 이웅평이“아, 형님! 그러

지 마시고 나는 남조선에 와가지고 지
금 군인으로 있는데, 북조선에서 넘어
올 때보다 직급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도 있어가지고 내 맘
대로 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사는 것 보고나서 그때 다른 데
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말했다.
“그거야 중앙정보부에서 시키는 일인
지 내가 알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까 그만하고 옛날이야기나 하자.”라고
나는 말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이웅평이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이야기를 해서 그가 진짜
이웅평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나로
서는 이웅평이 얼굴을 모르니까 여기
서 처음 보는 얼굴이다 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계속해
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맞는 것 같기
도 했다. 하지만 내가 한두 번에 넘어
갈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심의 끈
을 놓지 않았다. 
처남 둘은 이미 설득이 되었지만 나

는 남조선으로 간다는 것이 마음이
안 내켰다. 중앙정보부요원들이 시키
면 이웅평이나 김신조나 우리가 듣기

좋은 고소한 소리를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하고 의심하고 있었다.
북한 보위부 놈이나 남한 정보부 요원
들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
다. 북한 보위부 놈들은 걸핏하면 잡
아다 족치면서 허위로 꾸미는 등 아주
악질적으로 논다. 보위부나 안기부나
똑같은 곳인데 아마 악질적인 거는 똑
같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남조선 사람들이 아침부터 와서 계속
남한으로 가자고 설득한 것이 먹혀들
어 처남 둘과 식구들이 설득당하니 나
도 남조선으로 가긴 가야겠는데 그냥
가기는 미심쩍어서 약속이라도 받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아가신
부친이 생전에 말 하시기를 남한에
시집간 나의 큰누님이 있는데 통일 되
면 꼭 가서 만나보라고 하신 것이 생
각나서 안기부 사람들한테“우리 누님

이 남한에 한 분 계시는데 나이는 좀
많을 거다. 이름은 김재선이다. 그러나
죽을 나이는 아니다. 그러니까 내 누
님을 찾아서 만나보고 결정하겠다. 남
조선으로 가는 게 그렇게 급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난 누님 말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누님이야 진실로 이야기
하겠지 거짓말을 하겠느냐”그렇게 못
박아버렸다. 그때가 아침 7시 반이나 8
시쯤이었다.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라더니 오

후에 찾았다고 연락이 왔다. 김재선이
라는 이름이 100여 명 되는데 우리 누
님은 부친이 시집보낸 전라도 함평에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함평이
라는 데를 집중적으로 찾아 보니 거기
에 누님이 있었던 것이다. 
“빨리 데려오시오. 여기서 만나보겠
소. 남조선에 발 들여놓았다가 발 묶
이면 어디로 도망도 못 가고 그럴 터
이니 누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남
조선으로는 못 가오”라고 하니까“절
대 그런 일 없다. 누님을 못 만나면 다
시 돌아오고, 또 나쁘면 돌아와도 되
지 않느냐. 세계가 다 아는데 거짓말
을 어떻게 하겠냐.”면서 설득을 하기
에“안기부에서 무슨 짓을 못 하겠냐.
밤에 왜 도대체 가야되느냐. 해가 거
의 거의 넘어가는데.”라며 완강히 거
절하 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빨리는

못 데려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그

러면 약속해라. 내가 남조선으로 가면
왔다고 신문에 절대 내지 마라. 그리
고 살기 나쁘면 다른 나라로 가도 좋
다. 그것을 약속하면 가겠다”라고 말
했다. 
그랬더니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명령

해서 왔다는 사람이 자기는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한다면서 책임지고 약속
을 지키겠다고 말하 다. 전두환 대통
령은 남조선으로 오기만 하면 서울에
일등급 병원을 차려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고 약속했었다. 전두환 대통
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졌다.  

그래서 서울행 비행기를 탔다. 비행
기를 탈 때 꽃다발을 걸어주고 하는데
그게 하나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정신
이 갑자기 아찔해지는 것이었다. ‘남
한에서 왔다는 대통령 특별기인데 잘
못 탔다가는 이 많은 식구들이 무슨
봉변당할지 모르지 않는가. 내 혼자면
목숨 바쳐도 별거 아닌데.’라는 생각
에 정신이 어질어질해졌다. 
내가 맨 먼저 비행기 트랩을 밟고 올

라타니 줄줄이 나를 따라서 식구들이
비행기에 올라탔다. 비행기에 올라타
서 좌석에 앉자마자 조선일보가 딱 있
기에 신문을 들어보니 첫 페이지에

“대한민국은 김만철 가족을 부르고 있
다”라며 사진이 쭉 나와 있는 것 아닌
가. 순간‘이 새끼들, 거짓말이구
나. 속았다’라는 생각에 화가 치 어
오르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안기부 요
원들은 하나도 없고, 나를 설득하러
왔던 사람들도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스튜어디스와 남자들 몇 명 있었는데
전부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다. 그 사
람들보고 뭐라고 하겠나. 울화통을 식
히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한쪽 구석
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The Victor’’s Words

Complete happiness is 
in the heart of the Victor

따따뜻뜻한한 남남쪽쪽 나나라라를를 찾찾아아서서
제21화 뭔가미심쩍기는했지만서울행비행기에올라탔는데…

김만철선생탈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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