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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능신교 가족의 눈물 

全能神教家属的眼泪 

 

 

중국 사교의 전초기지가 된 한국   

成为中国邪教前沿基地的韩国 

2018.9.4 충남 보은 

忠南 报恩 

 

- 부감에서 줌인하면    20가구 남짓한 조용했던 시골 마을이 

  在俯瞰的话                        20多户安静的乡村 

     어수선해진 것은 작년 가을부터다.  

                                    从去年秋天开始变得凌乱 

 건물 앞 시위 진행자    대형 현수막이 걸린 한 건물 앞  

在建筑物前面示威的进行者                 大型条幅挂在一座建筑物前面 

 SYNC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세요.  

  중국으로 돌아가세요.  

SYNC 请回到故乡，回到家人的怀抱，请回到中国。 

- 건물      중국의 한 종교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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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建筑物                              中国的一个宗教团体 

     정체를 숨기고 마을에 들어와  

                                     隐藏真实身份回到村庄 

     200여 명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200多名在过着集体生活 

 

 SYNC  중국으로 돌아가라 回到中国 

  마을에서 떠나가라 离开村庄 

      

- ‘아이 초등학교 입학...’ 현수막  중국에서 온 가족들과 주민들이 

  条幅’孩子上小学...’                  来着中国的家属和居民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호소하고 있다.  

                                        正在呼吁回到本国 

- 피해 가족    소식 끊긴 동생을 찾기 위해  

  受害者家属                         중국에서 왔다는 형  

                                         为了寻找消失的弟弟来自中国的哥哥 

 INT  5년 찾았다.  找了5年了 

  여기에 있는 지 2개월 밖에 안됐다.  

                来到这里才2个月 

- 전능신교 측 인터뷰  全能神教方面采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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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은 마치 가정을 파괴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가정을 파괴했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중국 공산당의 종교 박해 그것 때문에 종교, 신앙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로 잠시 이렇게 오셔서 누가 자기 가정을 버리고 

국가를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여기 이렇게 오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신앙 자유가 있는 곳에 와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这些人认为好像是破坏家庭，哪里有破坏家庭的根本原因。因为中国共产党破害宗教，

暂时来到宗教信仰自由的我们国家，哪里有抛弃家庭抛弃国家离开故乡来这的人。为

了坚持信仰来到我们国家信仰自由的地方生活。 

- 건물建筑物     이곳에서 집단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200여명은 종교 박해를 피해  

     중국에서 온 난민이라고 주장한다.  

                                                在这个地方正在过着集体信仰生活，200多名躲

                                避宗教迫害，称作来自中国的难民 

 시위 목사 인터뷰 示威牧师采访 

 중국에서 사이비 종교로 규정이 됐고  

 불법 난민 신청을 해서 이곳에서 포교활동을 하면서  

 사이비 종교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일을 저지하고자 집회를 하고 있습니

다. 여기 주민들은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여기 주민들과 화합하

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우려되는 점입

니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다 자기가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기

독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在中国被指定为邪教宗教。通过非法难民申请，来到这里进行传教活动，组织邪教扩

散举行集会。这里居民老人很多，担心的一点是这些人不能和这里的居民一起和睦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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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活。基督教不能接受自己认为自己是上帝自己认为自己是神的人。 

- 직후, 之后不久  중국 사교가 포교를 위해  

  난민으로 위장한 것이라는 전혀 다른 주장.  

中国邪教为了传教，主张伪装成难民 

- 카메라 든 마스크 B,S                  그런데 그 순간, 마스크를 쓰고  

  拿着相机的口罩B,S                     얼굴을 가린 청년들이 나타나  

                                        카메라를 들이댄다.  

                                        但是那一瞬间，带着口罩遮住脸的青年出现了拿

                                        着相机 

 

10311 니네들 카메라 꺼라 카메라 끄라 했다 꺼라!  

 카메라 끄고 가 빨리.  

                你们关掉相机关掉相机关掉！关掉相机快走 

- 청년에게 다가오는 이장  시위에 참가한 가족들과 주민들을  

  走向青年的里长                      마치 협박이라도 하듯이  

     하나하나 찍으며 물러서지 않는 이들은  

     이곳에서 집단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국 청년들이다.  

                                        参加示威的家属和居民们好像威胁一样，一个一个的拍，

                                        不退缩的他们，在这个地方正在过着集体信仰生活的中国

                                        青年们。 

- 경찰차 지나가는    일촉즉발의 대치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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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路过的警车                           一触即发的对峙状况 

3840 이장  지금 마을에 전입된 게 한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고를 치고  

 어디로 간다 그래도 마을에서는 그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죠  

                里长  现在搬到村子里的一个人也没有。所以那些人如果举例来说闯祸去到什么地方， 

                村子里没可以用得上的人手 

5900 어2 이 사람들은 어떤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착착착착 로봇처럼 움직

이는 사람이래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저질러라 이러면 가는 거예요 저질르러  

 그런 게 무서운 거죠  

                 这些人根据谁的命令像机器人一样行动的人。几乎不可能自己随心所欲行动。这些 

                 人所以说干嘛这样的生活，做那样的事更可怕 

- 건물 建筑物    이들이 작년에  

     ‘득승교회’라는 거짓 이름으로  

     유스호스텔이었던 건물을 매입할 때만해도  

     주민들은 이들의 존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这些人去年用‘德胜教会’的假名购买青年旅社建 

                                     筑物时居民完全不知道他们的存在。 

- 파라솔 감시자 太阳伞监视者  주민들을 감시하며 은폐된 생활을 하는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고,  

     이들은 왜 한국으로 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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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监视居民，隐蔽的生活，他们的真实身份是什么，他们为

                                        什么来到韩国呢 

 마을회관 부감 乡村会馆俯瞰  마을 주민들은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村里的居民一天一天的过着不安的生活 

# 마을회관 乡村会馆 

13218 주1 아 그러니까 주둥이 내 놓고 다 내놓고 촬영하라고 

  왜냐면 마스크 다 끼고 하니까 그게 기분 나쁘잖아요  

  지들은 마스크 끼고 내 얼굴은 왜 촬영 해가  

               周1  啊 所以主动放下拍摄，因为带着口罩心情不好嘛。这些人带着口罩为

      什么拍我的脸 

 주2 걔들이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알아 듣냐? 

             周2     他们说话能听懂吗？ 

13730 주1  쟤들이 촬영 안 해간 사람 없어요 다 해갔어요  

  아니 우리 마을사람 어차피 쟤들이 파악 다 하고 있어요  

                        周1  他们没有拍摄的人。不是我们村的人们反正他们都在掌握着 

14250 쟤들이 지금 현재 온 게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성을 해서  

 기사 난대로 우리 육지로 잠입한 거 아니예요 이게 불법이거든요?  

 근데 일단 불법이든 어쨌든 잠입을 해서 여기 와서 난민신청을 하면 

 또 육지에서 보호를 해주게 돼있는 걸로 알거든요   

                他们现在来是无签证进入济州岛。根据报道这不是潜入我们的陆地这不是违法的吗？

但是首先不管是违法还是潜入来到这里申请难民的话，还有在陆地上给他们保护。 

13320 주1  지금 젊은 친구들이 내가 볼 때는 많을 때는 백 명 정도 왔다 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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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요 그러면 걔들이 어차피 무비자로 온 애들이라 사고치고 숨어버리

면 그만이에요 그게 제일 무섭다고  

                周1 现在年轻的朋友在我看来很多时候，一百名左右来来回回。他们反正没有签证来

的，闯祸后藏起来的话这是最可怕的 

 

2013년 1월 12일 한국 주요일간지 전면광고 게제  

2013年1月2日在韩国主要日报刊登正面广告  

‘중화대륙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재림했다’ 

‘在中华大陆话语成为肉身复活’ 

# 조선일보 전면 광고    이들은 2013년 1월12일 주요 일간지에  

朝鲜日报正面广告                      ‘중화대륙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재림했다’ 

- 교회명, 심볼, 연락처 명기  는 낯선 전면광고로 존재를 드러냈다.  

                                        教会名，标志，联系方式    2013年1月12日在主要日

                                    刊上刊登‘在中华大陆话语成为肉身复活’的陌生广

                                    告，证明自己的存在。 

     예수 그리스도가  

     동방국인 중국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이야기한다.  

      说耶稣基督在东方国中国作为人重生。 

- 각종 일간지 광고    이를 시작으로 以此作为开始 

各种日刊广告     이들이 2013년 한 해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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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신문언론에 광고한 횟수는  

     총 663회에 달한다. 

                    他们在2013年一整年时间,各种新闻言论广告的次数总 

                                      计663次 

# 이승구 교수 INT 李承久教授 

  왜 동방번개라고 하느냐 为什么叫东方闪电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看圣经马太福音24张的话 

               주님게서 재림하실 때 동쪽에서 번개가 쳐서 

               再生的时候在东方打了闪电 

 

  서쪽까지 번쩍인 것 같이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러하니라  

               西边好像也闪着光是救世主的误判 

  이런 말씀에서 따 온 거예요 说出了这样的话 

  근데 모든 이단이 그렇듯이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  

但是就像所有异端都一样把它用文字来解释 

  동방번개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称作东方闪电 

  여기 진짜 그리스도가 중국에 임했다라고 얘기 하는 거죠 

               这就是说真正的救世主在中国降临了 

- 신문, 전단지 주요 문구   역사를 율법시대와 은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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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闻， 传单的主要内容   하나님나라 시대  

     이렇게 3단계로 나누고  

     예수가 다스리던 율법시대는 지나갔고  

     전능신이 다스리는 은혜시대가 열렸으며  

     등(鄧)씨 성을 가진 여성의 몸으로 부활한 

     ‘여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把历史分为律法时代和恩惠时代上帝国家时代3个阶段。 

                                        耶稣审判的律法时代已经过去了，全能神管理的恩惠时代

                                        开始了，邓姓的女性身体复活‘女基督’审判世界。 

     기독교란 이름으로 활동하지만  

     성경을 부정하고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 이라는 책으로  

     성경을 대체하며,  

     교주를 신격화하고 있다.  

                                        虽然用基都教的名义活动，但是否定圣经，<话语来自 

                                     肉身>的书否定圣经，教主神化 

# 0809 ( 첫 번째 여성 ) 第一个女性 

3950 전능신교는 소책자를 읽게 했는데 이를 전능신의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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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썼습니다.  

  全能神教让读小册子，用这些来表现全能神的话语 

- 신문 인쇄 이미지报纸印刷形象  국내에 숨어있던 중국 사교가国内隐藏的中国邪教 

     수십 억 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투자해 

投资数十亿元的广告费 

     공격적인 공개 포교의 서막을 연 것이다. 

                                     拉开了公开攻击的传教序幕 

 

   

2012년 12월 21일 종말론 2012年12月21日世界末日论 

 

# C,G > 신문 + 영상 클릭   2012년 겨울, 성탄절을 앞두고 

2012年冬天，圣诞节前夕 

 新闻+视频点击          지구촌 곳곳이 어지러웠다. 地球村各个地方乱糟糟 

     마야의 달력이 12월 21일을 

     지구 최후의 날로 예언했기 때문이다.  

预言玛雅的阳历12月21日是地球最后的一天 

# CCTV 보도 > CCTV报道 

0022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30여 개 성, 구, 시와 신강 위구르 자치주에서  

전능신교 조직이 세상종말이라는 거짓말로 세상을 소란하게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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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대규모 집회까지 열리면서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했다.  

2012年10到12月在全国30多个省，区，市和新疆维吾尔自治区，全能神教组织以世界末日的谎言扰乱

社会。部分地区甚至举行大规模的集会扰乱社会秩序。 

     그 해 12월에만 중국 전역에서  

       40번 이상의 폭동 있었고  

仅当年12月份全中国就发生了40多次的骚乱 

       어이없게도 그 종말론을 이끈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였다.  

        荒唐的是传播世界末日言论的是全能神上帝教会。 

        당시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은数百万的中国人 

        전 재산을 바쳤고献出了全部财产 

        가정은 파탄 났다. 家庭破裂 

 

# [ 전능신교 배포 동영상 – 종말론 ] 全能神教发布视频-世界末日言论 

 

# 0809 ( 첫 번째 여성 ) 第一位女性 

1503  전능신교는 쉽게 포교할 수 있는 불행한 가정들을 골라서 공략을 합니다. 

성경의 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의 재림 즉 종말론에 대한 신도들의 기대를 

이용해서 신도들을 기만합니다.  

全能神教选择容易传教的不幸家庭进行攻略。利用信徒们对圣经启示录里出现的教主再生及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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界末日言论非常期待的信徒来欺骗信徒。 

2007  어머니는 대부분의 생활비를 다 헌금으로 내고 아껴 쓰면서 생활했어요. / 어떤 

때는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폐지를 줍기도 했습니다. 

母亲大部分生活费都以现金的方式拿出来，很节俭的生活。有时候会捡垃圾桶里的报纸 

# 실종 딸 류우메이메이 刘美美의 아버지 / 失踪女儿刘美美的父亲 

042635  딸은 전능신교에서 들은 그대로 세상 종말이 다가왔고 빨리 피신해야 한

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자 딸은 우리와 관

계를 단절했습니다. 

女儿说就全能神教说世界末日来了，要尽快躲避。但是我们不相信。所以女儿和我们断绝了关系 

# [ 마지막 티켓 ] 소책자   그해 그들은 한국의 거리에서도  

  [ 末班车票 ]  小册子     ‘마지막 티켓’을 배포했었다.  

     那年他们在韩国的街道上也分发了‘末班车票’ 

오기자 INT  그 설교를 듣고 믿어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  

  이 마지막 티켓을 받고 이 신앙을 따르라  

只有听相信传教才能去天国。得到这最后的车票跟随这个信仰 

      

 

 

# 자료화면 >资料画面   중국 당국은 1995년  

     이 ‘전능신 하나님의 교회’를 사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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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유산을 사교 전능신의  

     창시자, 조직자, 관리자로 규정했다. 

     조유산, 그는 누구이며,  

     그는 어떻게 이단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  

                                    中国当局1995年规定全能神上帝教会为邪教，赵维 

                                    山为邪教全能神的创始者，组织者，管理者。赵维山

                                    是谁， 他怎么走上异端道路的？ 

 

 

 

동방번개 발생지, 흑룡강성 하얼빈시 아청  

东方闪电发生地，黑龙江省哈尔滨市阿城 

       

# 흑룡강성 하얼빈시 아청  중국 북방 흑룡강성 하얼빈시 아청.  

黑龙江省哈尔滨市阿城                 中国北方黑龙江省哈尔滨市阿城 

     전능신교의 전신인  

     영원교회가 발생한 곳이다.  

                                        全能神教的前身是永源教会 

# 조유산의 생가 가는 길   이곳에 조유산이 태어나 赵维山在这个地方出生 

去赵维山的故居之路   20년 넘게 지낸 생가가 있다. 有20多年的故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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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유산 생가 赵维山故居  집에 접근할 길조차 없어  

     옆집의 양해를 구해 들어가야 했다. 

        回家的路都没有，得到邻居的谅解才能进去 

굴뚝 2개짜리 허름한 적벽돌 집, 

2个烟囱，破旧的砖头墙房子 

     1951년 그는 이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951年赵维山作为家里的长子出生了 

     창문은 내부를 볼 수 없도록  

비닐로 밀봉해 놨다.  

从窗户看不到内部，用塑料封好了 

양철문은 굳게 잠겨 있다. 两扇铁门仅仅的关着 

     20년 넘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폐가다. 20多年没人居住的废宅 

 

1757   아무도 살지 않아요. 비어 있어요. 没人居住，房子空着 

 집도 매매가 안되죠. 房子也卖不了 

        여긴 들어갈 수가 없어요. 这里进不去 

 

Q.  조유산을 알고 있나요? 知道赵维山吗？ 

 조금 알고 있어요. 바로 그 동방번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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只知道一点。不就是东方闪电嘛 

# 옆집 내부 구조    조유산의 집과 같은 구조인 옆집.  

   邻居内部构造                         和赵维山故居一样构造的邻居家 

     이 좁은 곳에서  

     두 형제와 여덟 자매, 그리고 부모님까지  

     12명의 식구가 한 집에 살았다는데, 

     넉넉지 않았던 살림을 짐작할 수 있다.  

                    在这个小地方两兄弟和8姐妹还有父母12口人一起生活。 

                    生活不富裕。 

# 동생 집 가는 길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 중 남동생이  

   去弟弟家的路   근처에 살고 있었다.  

   离散的家属中弟弟住在附近 

# 조유산 동생 ( 짜오위 ) 환경미화원을 하다 건강 때문에  

赵维山弟弟赵玉                    퇴직했다는 조유산의 동생  

                          做清洁工身体健康退休的赵维山的弟弟 

2208  형님은 목수 일을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哥哥有一位做木匠的徒弟 

 그 제자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通过徒弟了解了信仰生活 

2243  나한테도 전도를 했는데 다투었어요. 그걸 왜 믿냐고.  

 그러자 형은 우리를 우매하고 무지한 사람 취급했죠.  

        我也挑战过争吵过。问他为什么相信。但是哥哥把我们当做无知的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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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  어디로 도피하였는지 모릅니다. 혼자 도피를 했죠.  

不知道逃到哪里去了。应该是自己逃跑的 

3635  형수님이 오히려 체포되었죠. 嫂子反而被逮捕了 

 Q. 왜요? 为什么？ 

 같이 종교활동을 했으니까. 因为一起做宗教活动 

 3년인가 교화소에서 있었습니다. 在教化所呆了3年 

 

 

 

# 하얼빈시 아청구 야고우젠역  조유산이 철도국 직원인 부친을 따라  

哈尔滨阿城区 八神站   1970년대 철길보수 일을 했던 곳이다.  

            赵维山跟随铁道局工作的父亲1970年代在这里做铁路维 

                                        修工作 

# CCTV 보도물 인터뷰 中 ( 이 사람 누군지 확인 要 ) 

CCTV采访报道中（要确认这个人是谁） 

0836 그는 교회를 다니게 되자 매일 출근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적은 직

장을 찾아 다녔고 자신의 좋은 직장을 다른 사람과 맞바꾸어 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철도국 직장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줍니다. / 그리고 조유산은 전

분공장으로 옮겨갑니다. 그 곳에서도 조유산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틈만 나면 전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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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一去教堂，每天上班就很累。所以他为了找到工作量少的工作把自己的好工作和别人换。 

所以把所有人都羡慕的铁路局的工作让给别人。然后赵维山去了淀粉厂。在这里没有好好工作 

一有空就去传教。 

 

 

# 조유산 전처 만나러 가는 길  기독교 신자였던 조유산이  

去见赵维山的前妻的路                  왜 궤도를 바꿨는지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전처를 만나봐야 했다.  

                                        基都教信徒的赵维山，为什么改变了轨道，一定要见一下

                                        和他一起做信仰活动的赵维山的前妻。 

# 길, 조유산 전처 만남   오랜 설득 끝에  

 路，见赵维山前妻                     모습을 드러낸 조유산의 전처 부운지.  

                                     经过长时间的说服现身的赵维山前妻付云芝。 

     1976년에 조유산을 만나  

     11년을 부부로 함께 했던 그녀는  

     조유산이 어떻게  

     사교의 조직자로 변모해 갔는지  

     지켜본 증인이다.  

                                    1976年遇见赵维山，一起生活了11年的夫妻，成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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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见证赵维山如何成为邪教组织者的证人 

011013  우리는 중매를 통해서 결혼했어요. 我们通过媒人结为夫妻的 

011749  남편의 가정을 보니까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看丈夫的家特别穷 

  식구가 많아 생활이 어려웠고 옷도 초라하게 입고 다녔죠.  

              因为人口多生活困难，衣服也穿的很寒酸。 

  / 중매를 선 사람은 남편이 착하고 목수 일을 하는데  

               媒人说相亲的对象善良做木匠工作 

인기 있는 직업이라고 하더군요. 철밥통요.  

说是人气职业，铁饭碗 

 

     결혼 후 조유산은 자신의 목수 기술로 

  새 집을 짓는다.  

       结婚后赵维山用自己的木匠技术盖了新房子。 

                                        집을 지으면서 제자를 두게 되는데  

     이 만남은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盖房子的同时收了徒弟，这个相遇带给他一生决定性的变化。 

011229  우리는 83년도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  

               我们从83年度开始从别人那里接受传教，开始相信上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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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도 시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믿게 되었습니다.  

              丈夫也觉得婆婆很不舒服所以才信的 

        병을 고칠 수 있으니까 예수를 믿었지요.  

              因为能治病所以信耶稣 

     조유산은 1983년  

     아성의 한 기독교 교회에 가입한다.  

     나이 많은 교인들은  

     글을 몰라 성경을 읽지 못했고  

     중학교를 나온 조유산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赵维山1983年加入阿城一个基都教教会。上年纪的

                                     信徒，不识字不能读圣经，中学毕业的赵维山，开 

                                     始教圣经。 

     그러던 1985년 어느 날 밤,  

     조유산의 부모와 자식이  

     가스 중독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다.  

                  1985年一天晚上，赵维山的父母子女死于煤气中毒 

0113457  이 이야기를 꺼내면 마음이 괴로워요.  

               说道这些心里非常难受 

0113435  딸아이였어요. 6살이었지요. 女儿6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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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 모두 6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那时总共6人死亡 

  Q. 어떤 상황이었나요? 是什么情况？ 

  그때 저는 일 때문에 집에 없었습니다. 那是我以为工作没有在家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母亲照看孩子 

0113512  조유산은 이 사고를 하나님의 시험으로 보았습니다.  

赵维山把这次事故看作考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시험이라고 생각한거죠.  

认为是从上帝那得到指示认为是考验 

  우리의 믿음이 충실한 것인가에 대한 시험으로 보았습니다.  

是对我们信任是否忠实的考验 

      그 후 아성 기독교 내에 분파 분쟁이 일자  

     조유산은 일부 신도를 끌고  

     교회에서 벗어나  

     자신의 집에서 온돌방 집회를 시작한다.  

                                        之后阿城基都教内出现派别纷争，赵维山带领一部分信徒

                                        脱离教会，在自己家里集会 

011342  우리는 예배당을 가지는 않았어요. / 我们没有去礼拜堂 

  마침 저희가 사택을 막 지어서 저희 집에서 모였지요./  

正好赶上他们建家属宿舍，就聚集在我家 

  집회 때 성경공부를 해요. 조유산이 성경을 가르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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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会的时候学习圣经。赵维山教圣经 

  아주 조리있게 잘 가르쳤어요. 다들 조유산의 설교를 좋아했습니다./ 

  教的很有条理。大家都喜欢赵维山传教。 

011414        신앙을 좀 아는 사람은 영혼구원을 위해서 믿었고  

             了解点信仰的人为了救灵魂相信 

잘 모르는 사람은 병 고치기 위해서  

不知道的人为了治病 

        저희 집을 병원처럼 생각했습니다. 我认为我家像医院一样 

        환자들은 저희 집에만 오면 낫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患者只要来我家就能好，这样的传闻传开了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배우는 스타일이었어요.  

我是属于那种有信仰好的人就会去找他学习的人 

  그래서 나중에 호함파를 찾아가게 된 겁니다. 

  所以后来找到了呼喊派 

 

 

     외치는 자들로 불린 호함파는 

     탄압의 표적이 되었던  

     등록되지 않은 지하교회였다.  

                                        作为呼喊的人们成为叫做呼喊派的镇压目标的没有登记的

                                        地下教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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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25  호함파처럼 소리를 지르니까 속이 너무 시원했어요.  

像呼喊派一样大声喊心里很爽快 

  Q. 그러니까 가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호함파의 신앙방식을 흡수한거네요.  

             所以在家庭教会中过着信仰生活，是吸收呼喊派的信仰方式啊 

        네 그렇습니다. 是的 

 

     조유산은  

     1989년 ‘영원(永源)교회’를 설립하고  

     ‘능력주’라고 자처하며 

     새로운 일파를 만들고  

     비밀 집회를 시작한다. 

                                        赵维山1989年建立永源教会。自称全权主（能力主） 

                                        建立新的一派，秘密集会 

 

     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사용했고  

     숱한 사람들이 너도나도 그를 업으려 했다 

     고 전해진다. 

                      使用只有他们能听懂的方言，据说很多人争先恐后的要背他。 

     조유산을 한번 업으면 구원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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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주’를 업었으니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면  

     대우를 받는다고 말이다.  

                                        背一次赵维山的话就是背‘能力主’，以后升天的时候可

                                        以得到待遇 

 

# 완엔 교수 INT ( 초기 하얼빈 – 영원교회 ) 王严教授（初期 哈尔滨-永源教会） 

2200   그들은 신도들로 하여금 가족과 친척 관계를 포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他们强迫让信徒抛弃家庭和亲戚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직장을 관두게 해 영원교회를 관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산당국은 영원교회에 대한 폐쇄조치를 취합니다.  

 不让工作，让辞职管理永源教会。因此，共产当局采取了关闭永源教会的措施。 

     소식을 접한 조유산은  

     가족을 버리고 외지로 도주하며  

     부부 인연은 끝이 난다.  

                接到消息的赵维山抛下妻儿逃到外地。夫妻缘尽 

# 조유산 전처 푸윈쯔 赵维山前妻付云芝 

012554      이혼한 이유요. 离婚理由 

      왜냐하면 교화소에서 석방되었을 때 저는 아무 것도 없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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因为从教化所释放后我什么也没有 

정부 사람이 수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政府人员随时来找我 

      저를 찾아오는 이유는 혹시 조유산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找我的理由是判断或许赵维山回来了 

왜냐하면 조유산은 그 때 전국 수배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 

            因为那是赵维山已下达了全国通缉命令 

 

       어떤 사람은 조유산을 신처럼 생각도 하겠죠.  

             应该会有人把赵维山看作神吧 

             하지만 실제로 그는 평범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但实际他是平凡人。就是一个平凡的人 

       평범하게 그냥 설교를 하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平凡的只是传教教圣经的人 

 

 

바이블벨트 허난성이 조유산의 도피처가 되다 

圣经带成为赵维山的避难所 

 

     조유산이 수배를 피해 도주한 곳은  

     중국의 중원, 허난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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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유산은 왜 이곳을 도피처로 택했을까?  

                                        赵维山逃窜之处是中国中原地区河南省，赵维山为什么逃

                                        到这里呢？ 

     중국의 바이블벨트인 허난성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가 전파된 곳이고 

     그만큼 기독교 교세가 강한 곳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는 곳이기도 하다.  

                                        中国的圣经带河南省是中国最早盛传基督教的地方。基督

                                      教教势最强的地方。讽刺的事这里也是冒牌宗教横行的地方 

# 완엔 교수 INT 王严教授 

2337   조유산은 조직을 개편하여 양항빈이라는 여그리스도를 세우게 되는데  

  그녀는 산서성 대동시 출신이었습니다.  

               赵维山经过组织改编建立了杨相彬的女基督，她来自陕西省大同市 

   조유산은 여그리스도를 위대한 인물로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赵维山开始把女基督包装成伟大的人物。 

  그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여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평범한 신도들은 이해할 수가 없고  

  오직 조유산을 통해서만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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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据他所说，耶稣嘴里说出来的话是耶稣以人的模样说出来的话普通信徒是不能

              理解的，只有通过赵维山才能理解。 

2417         조유산은 자신을 스스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신도들의 뜻을 여그리스도에게 전달하거나 여그리스도의 말씀과 교리를 

신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赵维山任命自己为大祭司，他的作用是把信徒的意思转达给女基督或者把女

基督的话和教理转达给信徒 

 

  이러한 구조로 볼 때 조유산은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있는 교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从这样的构造来看，赵维山是握有实权的教主。 

  그는 양항빈이라는 여그리스도를 통제할 뿐만 아닌라  

  아래로는 많은 신도들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他不仅统治叫做杨相彬的女基督还统治下面的很多信徒 

         전능신 양향빈은 누구인가? 全能神杨相彬是谁？ 

 등씨로 알려진 그녀는  

 초창기 설교책자를 인쇄 제본하는 일을  

 도왔다고 한다.  

                          一个姓邓的女士说，初期她帮忙印刷传教的书籍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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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허황된 이야기를 믿게 된 것일까?  

                那么为什么这么多人相信这么荒唐的事呢？ 

     전능신교는 어떠한 수법으로  

     많은 신도들을 속이고 있는가?  

                    全能神教用什么手段欺骗这么多信徒呢？ 

# 가정교회 가는 길    허난성은 중국에서 가정교회가  

   去家庭教会的路   가장 많은 곳이다.  

河南省是在中国家庭教会最多的地方 

  

- 가정교회 家庭教会    중국의 교회의 한 형태인 가정교회.  

     조유산은 이곳을  

     전능신교의 포교대상으로 삼는다.  

                                        中国教会的一种形态是家庭教会，赵维山把这个地方当做

                                        全能神教传教的对象。 

4125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음모죠.  

               这是让教会分裂的他们的阴谋 

  일반 신도들에게 포교하면 느리니까  

  지도자를 대상으로 포교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 한 명을 포섭하면  

  교회 전체 신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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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给一般的信徒传教的话会慢一些，所以以领导者为对象传教。因为给教会一名

                领导者传教的话，会给整个教会的信徒带来影响 

 찬송가 부르고 唱赞颂歌曲 

     그는 98년도에 있었던  

     전능신교 가정교회 목사 테러 사건의  

     피해자다.  

                    他是98年度全能身教会牧师恐怖事件受害者。 

     가족을 위해 기도를 부탁한  

     청년을 따라나선 길이었다.  

                                     跟随为了家人请求祈祷的青年之路 

 

  그때 자전거를 타고 이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쫓아와 자전거를 쓰러뜨렸습니다.  

  두 청년이 나를 덮쳤는데, 비탈 아래로 굴러서  

  저 아래 다리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那时骑着自行车经过这个地方。他们追来撞倒了自行车。两个青年扑向我，滚向斜坡，我逃到了桥下面 

     쇠파이프로 다리를  

     수십 번 내려쳤다고 한다.  

  用铁管打腿数十次 

2134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은 30명이나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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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생부를 작성했더군요.  

  하지만 아홉 번째 가해자에 이르러서 그들이 검거되었습니다.  

后来才知道他们制作了30多名生死簿。但是到第9个加害者的时候他们被捕了。 

3544          살생부에 있었던 30명 명단은 모두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경찰에 검거돼서 심문과정 중에 동방번개 신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生死簿里的30名名单都是教会的领导者。被警察逮捕审问过程中才知道他们是东方闪电信徒 

     당시 그는 전능신교의 이단성을  

     열 가지로 정리해  

     고발하고 알렸던 목사다.  

                                  当时他整理了十条全能神教异端性并告发的牧师 

  육체를 유혹하는 방식으로 교회 지도자를 미혹시키고  

  동방번개 조직에 가입하게 합니다.  

  공갈 협박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관리합니다.  

  그때 제가 7개 교회 지도자들에게 동방번개의 이단성을  

  강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에게 악의를 품고 보복했던 것입니다.  

用肉体诱惑的方式诱惑教会领导者加入东方闪电组织。用恐吓威胁的方式管理组织。那时我给7个教会

的领导者讲东方闪电的异端性。所有他们怀着恶意报复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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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아내, 이준걸 가족          한국에서 온 기자들이 

失踪妻子，李俊杰家属               전능신교를 취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가족이 찾아왔다.  

# 이준걸 가족 찾아오는    从韩国来的记者们，听说正在采访全能神教的消息找 

 去找李俊杰家属    过来的家属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딸을 찾고 싶어요.  

请帮帮我们。我想找女儿。  전능신교도였던 딸이 사위와 손녀딸을 두고  

     가출을 해 한국으로 갔는데  

     4년 동안 소식이 닿지 않는다고 한다. 

                                        全能神教教徒女儿扔下女婿和外孙女离家出走去了韩国，

                                        4年时间没有消息 

 지금도 찾고 있어요. 딸이 원래는 굉장히 착하고 순종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딸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어요.  

        现在也在找。女儿原来非常善良和孝顺的。但是不知道从哪天起女儿对父母的态度变了 

 2015년 3월9일 가출을 했고 3월 11일 상하이 푸뚱공항을 통해  

 제주도로 출국했고 3월 18일 점심쯤에 공항근처 공중전화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 아내는 다짜고짜 경찰에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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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냐고 묻더군요. 그리고 조직에서 가족이랑 절대로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합숙생활을 하고 단체노동을 한다고 합니다.  

        2015年3月9日离家出走3月11日在上海浦东机场出国去了济州岛，3月18日中午左右用机场附 

        近的电话给我打了电话。/问妻子有没有报过警。说组织绝对不允许和家人联系。说过集体宿 

        舍生活，集体劳动。 

 

 

- 서류 文件     그의 아내는 왜 가족을 버리고  

     연고도 없는 한국으로 간 것일까?  

                    他的妻子为什么抛弃家人毫无缘由的去了韩国呢？ 

- 핸드폰 건네는 拿出电话   준걸씨는 간호사였던 아내의  

     뜻밖의 모습을 전능신교 홍보 동영상에서 

     발견했다고 한다.  

        俊杰在全能神教宣传影像中看到了妻子 

- 찬양단 노래 F.S 赞扬团歌曲   ( 듣고 ) 听 

- 여자 5S女性    눈물로 찾아 헤맨 아내가  

     찬양단에서 노래를 하고 있다.   

        用眼泪寻找的妻子在赞扬团里唱歌 

            소위 101프로젝트라고 하는 동영상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전세계적으로 배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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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은 중국에서 살포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전능신교에 가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正在进行所谓的101项目视频制作的项目。在短时间内制作大量的视频向全世界宣传，大 

            部分在中国传播，目的是让更多的人加入全能神教。 

     아내의 소재를 파악한 준걸씨는  

     2016년 한국에 갔지만  

     겨우 전화통화만 가능했다.  

                                  掌握妻子行踪的俊杰2016年虽然去了韩国，只是好不容

                                         易通了电话 

 아내는 돌아오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 두렵다고 했습니

다. 전능신교 조직은 신도들에게 매일 반복적으로 많은 동영상을 보여주

고 세뇌를 시킵니다. 이러한 동영상의 내용은 곧 귀국했을 경우 심한 핍

박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공안과 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러한 내용들은 다 사실

무근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외부세계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본 동영상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들

은 심한 공포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妻子不是不想回来只是害怕。全能神教组织每天给信徒们反复看许多视频给他们洗脑。这些视频的内容

是一定要回国的情况会受到严重的批判。从公安和警察那遭遇暴行至死。我们都知道。这样的内容是无

稽之谈。但是他们和外部世界隔绝。他们坚信自己看到的内容是真实的。他们生活在很深的恐惧中。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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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不能回来。 

# 전능신교 동영상 中   실제 전능신교에서 제작한 동영상에는  

 全能神教视频   공안 요원을 가장한 사람들이  

     신도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들은 공안 당국의 수사를  

     종교 핍박으로 표현하고 있다. 

                                        全能神教制作的视频中伪装成公安人员对信徒实施暴行。

                                        他们在公安当局的调查表现宗教压迫。 

034652  사랑하는 딸아 넌 지금 속고 있단다. 亲爱的女儿你现在在受骗中 

  너가 돌아오지 않으면   부모들은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구나.  

你不回来的话父母不想再活了 

  우린 지금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엄마는 눈이 실명직전이란다.  

  我们现在健康状况在恶化妈妈的眼睛失明了 

        지금 심장도 좋지 않고 혈압도 높아져서 몸이 매우 아프단다.  

 现在心脏也不好，血压升高身体非常疼痛。 

  어서 빨리 돌아오려무나. 快点回来 

  / 하루라도 일찍 돌아오면 부모를 볼 수 있고,  

早回来一天的话可以看到父母 

  이제 더 지체하면 부모 얼굴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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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如果再晚一些就可能见不到父母了 

  빨리 돌아오거라. 快回来 

# 부모 SYNC 번역 추가  

- 바닥에 무릎 꿇는       무릎 꿇고 딸을 구해달라고  

..跪在地上           애원하는 어머니...  

     단란했던 가족은  

     지금 벼랑 끝에 있다. 

                                     跪在地上让救女儿哀怨的母亲...曾经和睦的家庭，现在

                                     悬在悬崖边上 

바오딩 0812保定 

     취재진은 전능신교의 숨겨진 세력이  

     가장 큰 곳으로 추정되는  

     바오딩으로 향했다. 

    采访组向全能神教隐藏势力最强的保定出发 

- 취재 준비하는 采访准备  그런데 이곳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한다.  

  在这里发生了不寻常的事 

 분할화면 分割画面   전능신교 피해자들을 만나  

     취재를 이어가던 도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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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去见全能神教受害者采访中途 

 로비 大厅    보안망을 뚫고  

     수상한 사람들이 침투한 것이다. 

      突破安全网可疑的人入侵 

SYNC  지금 경찰이 와서 두 명을 잡아갔어요 

  ...  

现在警察来了带走了2个人 

- 차안  车内    취재진의 호텔 밖 출입이 전면 통제 되고 

     구금 아닌 구금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비밀 접선 방식으로 취재는 계속됐다.  

                                 采访组被全面控制进出酒店外面。在被拘禁又不是被拘禁

                                        的状态中为了保护受害者的人身安全，以秘密接头方式继

                                        续进行采访     

- 복도 들어오는 피해자  부인이 전능신교 조직의 핵심 간부였는데  

进入走廊的受害者   역시 4년 전 실종됐다는 피해가족.  

                  妻子是全能神教组织的核心干部，大概4年前失踪的受害 

                                        者家属 

- 편지 信    아내가 남겨놓았다는 편지다.  

                                         妻子留下的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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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아내 차이메이 彩梅의 남편 인터뷰 (탕산 출신, 46세) 

失踪妻子彩梅的丈夫采访（唐山 出身，46岁） 

 내부소식에 의하면 저도 요주의 인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서 피신을 하라고 하는데 친척집은 가지 말라고  

 하네요. 난 당신이나 친척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아요. 

               据内部消息我也被指定成主要人物。所以让我躲到哪里去弊害不让我去亲戚

家。我不想给你和亲戚带来伤害 

  / 나만 떠나면 당신들은 안전해요只要我离开的话及就会安全 

 / 아버지에게 이 일을 알리지 말아주세요. 아버지는 충격을 감당하지 못

합니다. 부탁해요. 제발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마세요.  

              请不要把这件事告诉父亲，父亲不能承受这样的打击。拜托了。请不要报警 

  / 집에 있는 모든 현금을 다 가지고 떠났습니다.  

拿了家里所有的现金离开了 

  당신의 딸이 엄마를 매우 보고 싶어한다는 느끼고 있나요? 네.  

觉得你女儿非常想妈妈吗？是的 

013447  보세요. 머리가 다 희어졌어요.  看一下，头发都白了 

- 한숨 쉬고     아내의 생사는 확인조차 되지 않는다. 

喘一口气                                妻子生死未卜 

- 가족 찾는 사진 寻找家属的照片 피해가족은 중국 내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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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번 가입하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전능신교의 실체는 무엇인가.  

                                         推算受害者家属只在中国国内就达到了数百万人。只要 

                                         加入一次就很难出来，全能神教的本质是什么呢 

# 이승구 교수 INT 李承久教授 

  이제 이단의 특성이 또 하나 드러나는데  

  성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경 이외의 것을 자기들이 받은 말씀이라고 이야기 하고  

  결국은 이 성경 이외의 것을 더 높이게 되는 거죠 /  

              现在异端又暴露一个特性，好像在讲圣经，把圣经以外的东西都说成自己的话，

              结果提高了圣经以外的东西 

  이분들이 자기네가 만들어낸 십계명이 따로 있어요  

              他们自己单独制作了十诫命 

  그 십계명에 따르면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돼있는 거예요 

  按照十诫命所有财产都要交给神。就是这样 

  근데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말한 그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네 전능신이라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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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자분 인거죠 

          但是上帝不是三位一体的上帝，不是圣经里的上帝，是全能神自己所说的那位女性 

     전능신교에 가입해  

     조직의 책임자 역할을 했다는 여성  

加入全能神教发挥组织责任人作用的女性 

022814  모든 삶을 전능신에게 바치고 충성해야 합니다.  

所有生命都献给全能神才是忠诚 

02351  대제사장 여그리스도 성령이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성급간부 구역간부 

등 이런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일꾼이었습니다.  

大祭司，女基督，圣灵使用的人还有省级干部，区级干部等组成这样的组织。当时我是工人 

022024  이 조직은 매우 비밀스러워서 다른 사람에 관한 내용은 거의 전해 듣지 

못합니다.  

这个组织很神秘，关于别人的内容几乎听不见。 

     전능신교에 가입하면 누구나  

     서약서를 작성한다고 한다. 

     그것이 구원이라 말하지만  

     서약은 곧 공포가 된다.  

                              加入全能神教的话每个人都必须写誓约书。虽然说是救赎，                        

但是서약就更恐怖了。 

021759  각서의 내용은 집회에 꾸준히 참석해야 하고 강의를 들어야 한다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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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그리고 종말론을 이야기하구요. 이 조직에 가입하면 하나님이 보

호를 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도 않고 사고도 나지 않고 인생이 평안해

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이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었죠. /  

              承诺书的内容是要求坚持参加集会听讲义。还有说世界末日言论。加入这个组

织的话会得到上帝的保佑，不会生病，不会出现事故，一生平安。还有不允

许脱离组织。 

021950  하나님의 징벌 지옥이 있을 것이고 조직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有上帝的惩罚有地狱，有组织的报复。 

# 실종아내 차이메이 彩梅의 남편 인터뷰(탕산 출신, 46세) 

3529  전능신교 조직에는 호법대가 있습니다. 배교를 하는 자는 심하게는 눈을 

파거나 귀를 자르고 보통은 구타를 하고 욕을 합니다. 혹은 감금을 하고 

괴롭힙니다. 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이탈을 하거나 배교

를 하지 못하도록 사상통제를 엄격하게 합니다.  

                全能神教有护法台。弃教者严重的挖眼睛，割耳朵，遭受殴打和辱骂。或许被监禁很

                痛苦。有很多规定。绝对不让他们脱离教会或弃教进行严重的思想统治。 

#전능신교 가입 후 이탈했던 여성 젊은 피해자  加入全能神教后脱离的女性年轻受害者 

조직 내부에는 조직청결위가 있는데 전문적으로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을 골라  

추방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저도 충성도를 의심받고 추방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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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이탈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으로부터의 보복행위는 없었습니다.  

组织内部有组织清洁委员会，专门挑选对组织不忠诚的人进行驱逐。怀疑我的忠诚度，我也 

是被驱逐出来的。像我这样的情况不是自己脱离的情况不会受到暴行 

031703      전능신교를 이탈하고 나서 두려움이 컸습니다. 두문불출하고 집에만 있었는 

            데 공안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습니다. 

            从全能神教出来后非常恐惧。不出门只呆在家里，担心会受到公安的刑事处罚。 

              / 조직을 이탈하고 나서 생활면에서 자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부

에서 구제를 하고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脱离组织后生活无法自力，得到了政府的救济和帮助 

# 전능신교 신자 형수를 찾는 시동생 

寻找全能神信徒嫂子的小叔子 

051237  저는 형님 때문에 이 곳에 왔습니다. 我因为哥哥来到这个地方 

  형님은 지난 달 세상을 떠났구요. 我的哥哥上个月去世了 

052056  형님은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동안 형수님이 가출을 하자 우울

증과 외로움의 원인이 컸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작을 했고 /  

  저는 형님이 55세의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날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哥哥因为心脏病去世。期间哥哥因为嫂子离家出走导致抑郁症和孤独。突然发作。没能想到哥哥在年仅

55就去世了 

  결혼생활을 한지 이미 28년 정도 됩니다. 부부금슬이 좋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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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수님은 여장부였습니다. 집안에 모든 일은 다 형수님이 결정했고 보험

회사랑 주유소 사업들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염소농장도 했었고 조명회

사도 하나 있었는데 다 수익이 좋았습니다./  

 형수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차를 제외하고는 은행의 모든 현금은 다 

찾아가고 없습니다.  

结婚生活了已经28年了。夫妻感情很好。嫂子是女中豪杰。家里所有事情都是嫂子决定，保险公司和加

油站的工作都做的很好。有一个山羊农场和一个照明公司收益都很好。出来哥哥名义下的一台车外，银

行里所有钱都取走了 

 전능신교는 비상식적인 종교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게 하고 자녀로서 부모로서의 모든 책임을 팽개치게 

하고 삶의 모든 의미를 부정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

엇입니까?  

全能神教是不正常的宗教。让人们丧失人性，破坏家庭，子女放弃作为父母的责任，否定人生的意义，

活在世上的理由是什么呢？ 

 

 

중국 산둥성 ‘맥도날드 살인사건’ 中国山东省麦当劳杀人事件 

 

     2014년 5월 28일.  

     중국 산동성 맥도날드 햄버거 매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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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초반 여성이  

     일가족 5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중국 당국은 현장에서 체포된  

     이들 일가족이 전능신교 신도라고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2014年5月28日，中国山东省麦当劳汉堡店30出头的女 

                                        性一家5口人遭受暴行死亡的事件。中国当局在现场捕获 

                                        这些人一家都是全能神教的信徒，发表调查结果 

# 완엔 교수 INT ( 맥도널드 살해사건 ) 王严教授（麦当劳杀人事件） 

3338  전능신교 신도들은 여성의 몸에서 분노의 감정을 읽게 되었는데, 악령이 

이 여성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구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

입니다.  

全能神教信徒们从这个女性的身体里读出了愤怒的感情，因为恶灵抓住了这个女性认为有必要

拯救她。 

     포교를 위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들은 피해 여성을 ‘악마’라고 불렀다.  

                   为了传教要电话号码被拒绝了，他们称被害女性为‘恶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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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파괴해야 만이 그 몸 안에 갇혀 있는 영혼은 구원할 수 있다는  

  황당한 생각으로 전능신교 신도들은 이 여성을 집단폭행합니다. 

因有只有破坏身体，才能拯救困在她身体里的灵魂的荒唐想法的全能神教徒对这个女性实施了暴行。 

     이듬해 5월  

     아버지와 딸에게는 사형,  

     나머지 가족에게는 무기징역과 10년형, 7년형 

     이 선고된다.  

                次年5月，宣告父亲和女儿死刑，其余家人无期徒刑和10

                                        年邢7年邢 

( 위치 배열 변경 )位置排列变更 전 세계를 경악에 빠트렸던 이 사건에 대해 

     전능신교 측은 전혀 다른 해명을 하고 있다.  

  震惊全世界的这一件全能神教方面的解释完全不同 

# 전능신교 반박 홍보영상 全能神教反驳宣传影像 

 

 

 

 

 

 

 

- 조유산, 양향빈    조유산은 이미 97년도에 검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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赵维山，杨相斌    3년형을 선고받았고 2000년 출소 후 

     양향빈과 함께 미국으로 도피했다.  

      추종 신도들에게는  

     전 세계로 나가 포교할 것을 명하는데,  

                                        赵维山在97年已经被逮捕了，判3年有期徒刑2000年出狱 

                                      后和杨相斌一起逃到美国，让跟随他的信徒到全世界去传教 

- 전화번호 电话号码       취재팀은 전능신교가 공개하지 않은  

( 같은 취재진이므로 자료처럼      세계 26개 나라의 전능신교 근거지와  

쓰지 말고 원본으로 )      전화번호를 입수했다.  

因为是同一个采访组不像资料一样使用作为原本 중국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능신교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采访组获得了全能神教未公开的全世界26个国家的全 

                           能神教根据地和电话号码。不顾中国政府的管制，全 

                           能神教正在构筑国际网络  

 

 

한국 난민법 악용한 장기체류 滥用韩国难民法的长期滞留 

 

# 제주공항 济州机场   어떻게 하면 가족을 찾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怎么做找到家属返还故乡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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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걸 李俊杰   아내 없이 4년째  

     여섯 살 딸을 혼자 키우며 

     몸져누운 장인 장모를 돌보고  

     아내를 찾는 비용을 마련하느라  

     생계가 막막하다는 준걸씨,  

     한국엔 벌써 두 번째다.  

                                        妻子不在第四年，独自抚养6岁的女儿，照顾病倒的岳父 

                                        岳母，为了准备寻找妻子的费用，生活困难的俊杰已经来

                                        韩国2次了 

- 가족들 입국하는    전능신교 피해자 모임을 통해  

     한국에서 집단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실종자 가족들이 함께 입국했다.  

                                 通过全能神教受害者聚会确认在韩国过集体信仰生活的失

                                        踪者家属一起来韩国    

      

 모여 있는 G.S 聚集的G.S  중국 전능신교도들은  

     왜 한국행을 택했을까?  

                                        中国全能神教信徒们为什么会选择韩国呢？ 

- 제주 시의회 济州 市议会   그들의 한국 잠입 루트인 제주  

                                        他们潜入韩国的路线济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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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장记者见面会现场   중국에서 넘어온 전능신교도들은   

            대부분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제주도로 와서 난민신청을 한다.  

                                        来自中国的全能神教信徒们大部分没有签证，来到入境可

                                        能的济州岛申请难民 

 제 딸은 자원해서 온 게 아니고요, 속아서 여기 온 것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 딸과 함께 집에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我的女儿不是自愿来到这里的，是被骗来的。请帮帮我。帮我和女儿一起回家 

 실종 6년째인데 연락 한번 없어요. 누가 난민이에요?  

 아이도 있고 부모도 있는데  

  失踪第6年没有一次联系。谁是难民？有孩子也有父母 

 중국에도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다니지 않고...  

 도대체 무슨 교회길 래 이렇게 사람을 잡아먹는가   

    中国也有教会，不去那里，到底是什么样的教会这么害人 

# 제주출입국청 앞 시위   먼 이국땅까지 와서  

济州入境门前示威                   기자회견을 청한 가족들이 달려간 곳은  

     제주출입국청.  

                                        来到遥远的异国他乡，请求记者见面会的家属们跑去的地

                                        方济州入境 

- 티켓 든 남자 持票男子  자신들의 가족은 위장난민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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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국으로 송환해 달라고 시위한다.  

        自己的家属伪装成难民示威让送还本国 

- 건물建筑物     한국의 난민법을  

     중국 사교가 그들의 도피와 포교에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中国邪教恶意使用韩国难民法进行逃避和传教 

SYNC   ....  

  한국에서 체류를 허가해 줬으니까 

因为让在韩国滞留 

 앉아있는 백발 할머니         일단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와  

 坐着的白发老奶奶               난민신청을 하면  

          장기체류가 가능해진다.  

 

     2013년 아시아 최초로 통과된  

     한국의 난민법 중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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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 때문이다.  

                                        首先无签证来到济州可以长期滞留，2013年亚洲首次通 

                                        过韩国难民法中，对于难民不认可判定的行政审判或行政

                                        诉讼进行中的情况，直到程序结束为止可以滞留在韩国 

# 제주출입국청 밑그림에 오디오만 济州出入境厅背景只有音响 

 과 대부분 행정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그 전에 이의 신청이 있고  

  끝나면 행정 신청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거기서 패소하게 되면 출국 조치가 됩니다  

大部分提起行政诉讼在这之前都有异议，申请行政诉讼现在大部分去大法院，在那败诉的话采取出境措

施 

     그런데 그 기간이 짧게는 3년  

     길제는 5년까지도 걸린다.  

     但是这个时间短的话3年长的话5年 

     올해 6웗1일부터  

     출도 제한을 하고 있다지만  

     난민신청을 한 전능신교도들은  

     대부분 육지로 빠져나갔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今年6月1日期虽然限制出行，但是申请难民的全能神教 

                                        信徒们大部分逃到陆地上，什么可能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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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구 밑그림 港口草图 

  여기서 뭐 배타고 부산항 가든지 거제도 가든지 완도 가든지  

               从这里坐什么去釜山港或济州岛或莞岛 

 기 아 그래요如此 

 과 예 이제 처벌 조항은 쎈데 걸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자체가  

              是的，现在处罚条款很难被抓到 

  / 다 브로커 껴가지고 도도항에서 출발 하면 한 명당 500준다  

  완도까지 태워다 주고 오는 거예요  

                如果带着中介从道港出发，每人给500韩币的话可以送到莞岛来回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 전능신교도는  

     약 2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서울, 대전, 강원도 횡성, 충북 보은  

     등지에서 집단 합숙생활을 하며  

     한국으로 파고들고 있다 

                                        现在滞留在韩国的中国全能神教信徒推算大概有2000多人。

                                        他们在首尔，大田，江原道横城，忠北报恩等地集体住宿

                                        生活，正在渗透到韩国 

# 이승구 교수 INT 李承久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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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은 것 때문에 탄압 받는 거라면  

  우리가 잘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해야 되겠죠  

因为对的受到镇压的话，我们应该给予保护和守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본인들이 잘못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함으로써 탄압을 받고 있다면  

  그 잘못된 것을 분명히 의식하도록 해주는 일도 옳은 일이겠죠  

            但是如果不是这样的话，本人做错了，受到镇压的话，能清楚的认识到错误也是对的 

# 제주 바다, 준걸 济州大海，俊杰 그저 종교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방관할 수 있는가. 

                                        宗教是个人的选择能旁观吗？ 

- 먼 하늘 비행기 遥远天空飞机  국가에도 법에도 의지할 데가 없다.  

国家也没哟可以依赖的法律 

- 준걸 클로즈업 俊杰特写镜头  어떻게 해야 하는가... 这么做嘛 

 

- 방파제 위防波提上    아내를 구해 돌아갈 방법은 막막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은 무너지고 있다.  

                                  救妻子的方法很渺茫，随着时间的流逝，家人们正在倒下 

# 숙소 외경 宿舍外景   가족들이 묵고 있는 숙소,  

                                         家属居住的宿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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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内部     마지막 실낱같은 희망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세 사람한테 다 한번 전화를 걸어볼게요.  

  尝试最后一丝希望。给3个人打一次电话 

- 후 后    육지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와 남편, 딸과 아들에게 

     직접 전화연결을 시도한다.  

                                    试图给在陆地上过着集体生活的妻子，丈夫，女儿和

                                    儿子直接打电话 

- 신호 살리고激活信号    

 F.S      애타는 신호음... 焦急的信号生 

 통역자 말할 때 翻译说话的时候  그러나 아무도 연결되지 않는다.  

                           但是没有任何人接听 

- 가족들 표정家属们的表情   그들은 안전하긴 한 걸까?  

                                          他们安全吗？ 

( 뒤에 통역자 통화하는 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르고 낙담하는 가족들 표정

만 살려서 끝내죠. ) 

不知道后面和翻译通话的内容是什么。剪掉这个内容，只保留了沮丧家属们的表情 

F.O  

 



52 

 

가족에게 돌려보내라 归还给家属 

9.2 구로 본산 집회 九龙本山集会 

 

- 부감 俯瞰    전능신교의 국내 총본부 격인  

     서울 구로동의 5층 건물.  

                                        全能神教国内总部首尔九龙洞的5层建筑物 

SYNC ...  

 

 우는 준걸哭泣的俊杰   이제 내일이면 또 기약 없이  

     중국으로 떠나야 하는 가족들...  

                        明天的话又遥遥无期，必须回中国的家属 

 건물建筑物    저 안에 내 가족이 있는데  

     만날 수조차 없다.  

                                    那里面有我的家属，不能见面 

0944  난 당신이 여기에 있는지 안다. 빨리 나와라. 당신의 부모님은 이미 병이 

위독한 상태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더 지체하면 부모님을 더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아이도 엄마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我知道你在这。快出来。你的父母已经病危了。快点回家。再晚的话不知道能不能见到父母了。孩子也

记不住妈妈的样子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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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 할 꼭 나오너라 내 마지막으로 널 보고 죽어도 죽겠다 아부지는 너를  

  보고 싶어서 사망하기 전에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닌 어찌 그렇게 무정하나 빨리 나와 나와서 나를 만나라  

一定要出来见我最后一面死也值了。爸爸想你，死之前见你一面再死的话就好了。但是你怎么这么无情，

快出来见我。 

- 후,      집으로 돌아가자고 목 놓아 우는 가족들 

- 모자 쓴 여자 戴帽子的女性  그런데  

                                       哭着回家的家属，但是 

# 선전방송宣传广播    철문 너머에서 대답 대신  

     선전방송이 가족들의 눈물을 틀어막는다.  

                          铁门那边代替回答，宣传广播抑制家属的眼泪 

  가족들한테 가족을 보내줘 만나게 해 달라고 왜 빼돌리는 거야  

  왜 이거 소리를 틀어주면서 집회를 방해하는 거야 어?  

把家人归还给家属让他们见一面，为什么躲开呢。为什么播放这个声音妨碍集会呢？ 

# 카메라를 든 전능신교도들     카메라를 든 전능신교도들.  

 拿着相机的全能神教信徒们              拿着相机的全能神教信徒们 

       수 년 동안 찾아 헤매던 가족이 왔는데  

       대체 무엇을 감시하고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几年寻找徘徊的家属来了，到底在监视什么记录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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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가1  전능신교는 가출시킨 우리 가족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全能神教把离家出走的我们的家属还会我家 

  가족으로 돌려보내라 가정으로 돌려보내라  

               送回给家属送回给家庭 

  장복수 돌려보내라 유경수 돌려보내라 유미미 돌려보내라  

              还回张福秀，还回刘景秀，还回刘美美 

  장석운 돌려보내라 还回张锡云 

  조유산은 우리가족을 집으로 돌려 보내라  

 赵维山让我们的家人回家 

F.O  

 

 

기약할 수 없는 이별 不能记得的离别 

9.5 인천공항 가족 출국 仁川机场家属出国 

 

- 인천공항 내부仁川机场内部   출국 전날 밤, 극적인 타결이 있었다.   

                                        出国前一天晚上，达成了戏剧性的妥协 

- 가족들 F.S  家属们   언론사와 외부 단체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가족 간의 만남이 이뤄졌다.  

     그러나 수년간 기다려온 상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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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30분 만에 끝났다.  

排除媒体和外部团体为条件实现了家属间的见面。但是数年等待的相逢30分钟就结束了 

인터뷰采访  네 다 만났습니다. 다들 전능신교에서 나오지 않겠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是的。都见面了。大家都说不会从全能神教出来不要再来找了 

( 삭제하고 가족들 인터뷰로 바로 ) 删除后直接家属采访 

 

0035  만났어요. 딸이 말하기를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두렵다고 합니다.  

  전능신교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见面了。女儿说想回家但是害怕。感觉好像在被全能神教控制 

0251  몇 년 만에 만났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因为几年才见心很痛 

0325  완전히 세뇌되어서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았어요.  

完全被洗脑可了，什么都听不进 

0418  사실 돌아가면 매우 안전합니다. 事实上回来的话非常安全 

0514  매우 괴롭습니다. 딸과 함께 돌아가지 못해서… 

非常孤独，没能和女儿一起回来 

        집으로 돌아가면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생각하더군요.  

       回家后觉得有生命危险 

1116  공산당이 없어져야 돌아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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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네요. 전능신교는 중국으로 돌아가면 처형될 것이라고 합니다. / 

그녀는 전능신교의 말을 믿습니다.  

         说共产党解体了才能回来。不然的话不能回来。全能神教说回中国的话会被处死。 

                她相信全能神教的话。 

 

 

에필로그 结尾 

 

     가족의 눈물을 외면하는 종교.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인가.  

     또 구원을 위한 행함은 무엇인가.  

                          不顾家人的眼泪的宗教。到底救援是什么。为了救援能做什么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라 한다.  

     인간을 사랑하고 있는가.  

     생명을 존중하고 있는가.  

     그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교회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실천하는 근원지여야 한다.  

                                        用行动来证明你的信任。爱人类吗？尊重生命吗？与爱相

                                        伴吗？教会不理会人类普遍的价值，反而成为更加实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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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的跟原地 

# 이승구 교수 INT 李承久教授 

  모든 이단은 자기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도 그렇지만  

  그 관계가 인격적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인격적이지 않은 거죠.  

  왜냐면 진정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所有异端自己本身是这样和别人的关系也是这样。很可能是这个关系不具人格化。自己本身也不具人格

化。因为没有和真正的三位一体的上帝形成正确的关系。 

 

     전능신교는 기독교가 아니며  

     일부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全能神教不是基督教，部分教团指定为异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