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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Us Become the Elite Troop of God

Sun Myung Moon
April 8, 1956
Headquarters Church, Seoul, Korea

1 You then, my son, be strong in the grace that is in Christ Jesus. 2 And the things you have heard me say in the
presence of many witnesses entrust to reliable people who will also be qualified to teach others. 3 Join with me in
suffering, like a good soldier of Christ Jesus. 4 No one serving as a soldier gets entangled in civilian affairs, but
rather tries to please his commanding officer. 5 Similarly, anyone who competes as an athlete does not receive the
victor’s crown except by competing according to the rules. 6 The hardworking farmer should be the first to receive a
share of the crops. 7 Reflect on what I am saying, for the Lord will give you insight into all this. 8 Remember Jesus
Christ, raised from the dead, descended from David. This is my gospel, 9 for which I am suffering even to the point
of being chained like a criminal. But God’s word is not chained. 10 Therefore I endure everything for the sake of the
elect, that they too may obtain the salvation that is in Christ Jesus, with eternal glory. 11 Here is a trustworthy
saying: If we died with him, we will also live with him; 12 if we endure, we will also reign with him. If we disown him,
he will also disown us; 13 if we are faithless, he remains faithful, for he cannot disown himself.
II Timothy 2:1-13

Prayer
Father, let this be the hour when the life of the original nature that man possessed before the fall is thrust into us.
Please allow us to become the altar of life where Your love overflows. Allow us now to feel this wall of death with our
minds and bodies. Father, I pray from the depth of my heart that we can receive the grace of resurrection in this way
and by building the glorious altar, go before all the dispersed altars with a new candle lit in our hands.

Is there anyone who was inflicted with wounds in his or her heart? Please show them compassion. Is there some
trace in one’s body where Satan used to clutch? Please cleanse them. Father of love, I wish and hope earnestly that
on account of that cleansing and/or compassion, they can restore their original hyung-sang1 from before the fall.

Father, please appear before us with the words of power. Please reshape our whole being. Beloved Father, we
desire from the bottom of our hearts that You will allow the miracle of recreation. You have called upon each of us in
this difficult environment, so we will now cross over this path of ordeals and tribulations. The time has come when
we must offer the song of victory on the actual battle ground. Father, please increase our strengths, multiply our
power, and come before us with the power of resurrection.

Grant liberation to the souls who have been imprisoned in the darkness. Please resurrect them with the fire of hope.
My Father, I pray with utmost sincerity that You may bestow Your fire of life, which can light up the garden of truth,
the path of which is blocked. Light up this world where evil governs and the grounds of the bitterness of the Father
have existed for over 6,000 years.

We understand that the new history begins with the Father as the center. We also know the historical fact that if
humankind does not set the standard of history in Heaven, then it cannot be a comprehensive standard of history

Father! Since You have put us in this position, please allow us to build a new history and please groom us as the
Heavenly soldiers of the new era. Bestow upon us the grace to construct a new garden and return the glory of bliss
to the Father. Beloved Father, I offer this wish from the depth of my heart.

We have broken through the walls of conflict and have come seeking the same path that the prophets and sages

1/13

http://hdhstudy.com/1956/let-us-become-the-elite-troop-of-god/


once walked. We have embarked upon a path from which we can never return. We know that the time has come
when we must fight with independence and audacity and head toward a single goal. Please guide us to pour out the
last drop of our energy, to make a resolute decision and stand on the front line facing Satan. Let us become the
soldiers of Heaven who can raise the flag before anyone else and march against Satan. Father, please take in the
current altar of conflict as a triumphant altar. Until You can control it as Your altar of peace and glory Father, please
protect our path and sanctify our dwelling place. Father, please lead us to erect the white flag of joyful victory before
this Korean people and the 2.4 billion people comprising humanity Father, although we are small in number, these
members have united our hearts and gathered here to be intoxicated in Your love. Hence, even for this hour, please
allow us to be immersed in Your concealed love.

Divulge the work of Heaven’s love and truth, which has been hidden for 6,000 years, and unfold the miracle of
resurrection. Please allow us to become liberated from our minds and bodies and become the Father’s true sons
and daughters. Father, we desire from our deepest hearts that You will raise us as children who can reciprocate with
You and serve You with the honor of victory This day is a glorious day Please manifest Your powers before these
altars, those who have gathered here representing the thirty million Korean people. Please let Your works be
manifested. If there are altars without life, then please manifest the miracle of life. Regardless of time, environment
and place, Father, please let Your work unfold.

Give rise to the beacon of life that has been fast asleep. Please allow it to step forward holding a banner of new life
on the grounds of conscientious children, children who follow the Father. Beloved Father, I pray earnestly that there
will come forth many children who can safeguard hidden altars.

We have gathered here so, Father, please sanctify our souls. If there is any self-centered concept or sinful element,
the dark root that impedes chastity then please appear before us a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at resembles the
flame of the Father, and guide us forward. Father, this is our most sincere wish.

Please lead us to accomplish the mission assigned to us without any fault. Allow us to become sons and daughters
who, offering all of their minds and bodies for the sake of the one will2 are dignified before the many thousands of
faithful believers and members of the spiritual world. Let us fulfill all of their missions. In this hour, from the beginning
till the very end, please do not let even one person fall subject to the accusations of Satan. Let the grace of
resurrection, the blissful taste of new life, and the grace of new life be granted to as many people as possible. In this
way let this be the hour when we can return the glory of the resurrection of new life to the Father. Beloved Father,
this is our prayer, from the depth of our hearts.

We entrust everything to You now so let the fundamental miracle of the living life be manifested from the beginning
to the very end. Let only the will of happiness unfold. We prayed in the name of the Lord. Amen.

Prayer
Father, although unworthy and sinful, today a handful of members have prostrated themselves before the sacred
presence of the Father again.

Until now You have raised prophets and given Your commands through them. You have given the mandate through
the Holy Spirit and Jesus, but we know that until now You have been unable to command directly. Please let the
mandate that You could not decree directly be promulgated here. This being done, let the will of the Father, which
You have tried to accomplish through the Holy Spirit and Jesus Christ, be manifested here.

We understand that the Father is trying to realize the dispensation of joy Before Your will, we long to pour out all of
our heart and soul, offering all of our loyalty and bodies. Though these may be inadequate, Father, please extend
Your hands of compassion.

On our hands and feet are the scars left by Satan’s arrows, and in our bodies we carry the battle wounds. Father of
compassion! Please extend Your divine grace to hold our hands and feet, full of the scars of Satan’s arrows, to grip

2/13



our wounded bodies, to apply the oil of life on us and to wrap our bodies with the bandages of resurrection. We
yearn for a word of counsel so, Father, please advise us. We desperately desire it.

Please liquidate our vulgar minds and all sinful natures. Guide us to cling only onto the original heart that cherishes
nothing but the Father.

Father, You have gathered us now so please give Your commanding words. Please allow us to find out what the
center of the dispensation is that the Father wishes for and what is the center of the universal principles that the
Father seeks.

Descend upon us in this hour. We have prostrated ourselves humbly and meekly to respond to the words that the
Father gives us. We are ignorant and wounded, but because we hope that we can be an offering to You, please
receive us. Father, we pray from the depth of our hearts.

Father, please govern over everything in this hour. We who have come seeking the dispensation know that we must
bear the fruit of life, so in this moment when the last days are nearing, Father, please bestow Your outstretched
hands of life. We know that though the world and history might change, the Father’s life remains unchanging, so
please allow us to dash toward eternal life and the standard of immutability If there are children who do not meet the
standard, please order each of them personally and lay Your hands of power on them. Allow them to resemble Your
holy image. Father, I pray from the depth of my heart.

We have gathered before the Holy Father, the Holy Son, and the Holy Spirit, so please remove everyone’s
subjective concepts and allow the miracle of life. Please be the center of their minds and bodies, the center of the
whole congregation gathered here and the triumphant shield, so that this moment can become an hour of joy and
fulfillment.

Father, we pray from the bottom of our hearts that with the elements of life that we will obtain from this day, we can
create the flesh and blood of life and forge the eternal shield of victory so that even if we are to clash with Satan
head on, we will not be wounded. We entrust everything to You, so please rule over us. We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We who are the center of the conflict and the embodiment of hope
The title of the sermon that I will give today is “Let Us Become the Elite Troop of God.” I will speak briefly on this
topic.

Initially the term “elite troop” did not exist. It came into being because of the fall of man. Because of the fall, the term
had to emerge. In other words, it was invented because, by virtue of the remaining conflict, there was the need for
sons and daughters who could conduct the fight in the place of God.

God chose these sons and daughters because His will could not be accomplished unless He raised them and led
them through the course of conflict until a certain point in time. By repeating the changing history during the 6,000
years of long history God personally intervened on earth and fought with Satan. However, what kind of beings are
they who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this history of the conflict of God and can fight on the front line?

God is not to fight directly and neither is Jesus nor the Holy Spirit. As you know very well, the faithful believers whom
Jesus Christ, the Holy Spirit and God stand behind are the ones who must directly take responsibility for the fight.

This fight must be concluded at any cost. Yet even after 2,000 years since the coming of Jesus, this fight has not yet
been concluded. Now the grounds for this fight must be broadened and the grounds for victory must be built. Who
are the ones who must take on this responsibility? It is none other than insignificant and unworthy us.

When we reflect on this, we can learn that the hope of God does not lie with Himself. What is more, the hope of
Jesus also does not lie in himself. Likewise, the hope of the Holy Spirit does not lie within her. The hope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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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hets and sages sought also cannot be found in themselves. Their hope lies with none other than us, the
insignificant ones who dwell on this earth today

If God calls upon you who are on earth, what kind of criterion is He using? He uses the whole 6,000-year
dispensation as the criterion to call upon you.

Therefore, you must clearly understand that you have the responsibility to bring a victorious conclusion to the many
thousands of years of the history of humanity Moreover, you must understand that God is calling us in this manner.
Not only that, we must become the true elite troop of Heaven who can take responsibility for this era, this history and
for eternal history

Directly pioneering the great fate of the dispensation is not the work of Jesus, the Holy Spirit and God. It is a task we
must do.

To become the heavenly elite troop
We must be able to stand as a third person and make a critical evaluation of ourselves, we who bear such a great
mission as this. You must reflect whether you can answer confidently even if the Father were to appear personally
before you and ask you. When the Father asks, ‘Have you become the elite soldier of Heaven who can be
responsible for the whole dispensation and fight fully armed with audacity dignity and conviction,” are you able to say
“Yes! It is true,” without any hesitation? Heaven is searching for those who can answer proudly

What are the conditions that qualify you as a member of the elite corps? We cannot find the qualifying conditions
within us. How can we become members of the elite corps of Heaven? To become the elite troops of Heaven, we
must follow the example of Jesus Christ, in whom we believe, the one who appeared as the archetype of the elite
corps of Heaven. The background of the advent of Jesus, his life and ideals, are all things that we can take pride in
before Satan. What is more, they are the content and conditions that we must inherit if we are to become members
of the Heavenly elite troop. You must heed this.

The same thing can be said about his words and about the path of crucifixion that he demonstrated at the time of his
death, as well as the way of resurrection that he left behind for us. These are the conditions and laws that we
absolutely need to end all the historical conflicts and to become the elite corps of Heaven. We must fulfill these
conditions.

Nonetheless, what we must understand here is that Jesus spent thirty years preparing, toiling, and suffering to be
fully equipped with all the conditions that are necessary to become an elite soldier of Heaven. It did not happen in
one day or in one moment. He had to pass through thirty years of a long period of tremendous ordeals. What is the
course that Jesus walked after coming to the earth? He demonstrated the condition and course of tribulations that
one must walk to win victory over Satan as the elite soldier of Heaven.

Jesus cried, “All is done,” on the cross, but he did not say this because he fulfilled everything on the cross. He
uttered those words because even before he hung on the cross, he fully satisfied all the conditions needed to qualify
as the elite soldier of Heaven. By putting it into those words, he meant that he had fulfilled all the missions that he
had to as the elite soldier of Heaven.

Because Jesus was an impeccable member of the elite corps of Heaven, Heaven could resurrect him after he
passed away on the cross. After the resurrection of Jesus, Jesus worked in Heaven and the Holy Spirit worked on
earth and carried on the fight against Satan for 2,000 years.

The lessons to be learned from the life of Jesus Christ
Now there remains the course of tribulations to which we who are called upon by Heaven must adhere. You must
remember that it is none other than the path of Jesus, who walked it throughout the thirty years of his life. When you
examine the thirty-year life course of Jesus, he lived thirty years of private life, three years of public life and brought
an end to his ordeals during the three-day period in the t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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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no question that we ourselves must follow the path of crucifixion and resurrection. Yet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 humanity of the whole world must all walk the same path.

After his death on the cross, Jesus received the grace of resurrection, but this did not take place in the simple and
easy manner you might envision. It did not happen in one day or in several hours. You must understand that it was
achieved when the heart of God, who had traveled through the long 4,000-year history became one with the heart of
Jesus. On that foundation, Jesus walked thirty years of a suffering path and won the victory We are living a life of
faith and are reading the Bible, yet we must never interpret the Bible according to our own whims. It is common for
believers to take the view that the way of the crucifixion took place solely on the cross, but this is not true. You must
understand that the way was materialized through his life of tremendous suffering that others do not know about.
For thirty odd years, he could not eat or dress adequately Moreover, you must also realize that Jesus is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who fully equipped himself with the remaining conditions to be qualified as a member of the
elite troop of God.

Now we must analyze the lessons that the life of Jesus provides and come up with a new interpretation of matters
that range from having faith in Jesus to his course of ordeals. You must also pass through the course of trials. While
Jesus was passing through the course of trials and ordeals, there must have been many fights. We must learn from
the example of Jesus who fought, not for ten or twenty years, but for thirty years and braved even death. What you
must understand now is that you yourselves must take charge of the remaining path of suffering and path of death,
to guard the cross and uphold the way of the crucifixion.

After Jesus passed away the responsibility to guard the castle of crucifixion that Jesus had constructed on earth and
to make the first step in the fierce fight lay with the apostles. You must understand that now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castle of crucifixion lies on the shoulders of the apostles of the last days. The time has come when the
final determination of victory and defeat must be made in the last fierce battle. The crucial question is whether you
have become the elite troop that can stay on the course, and whether you can perform the second miracle of
resurrection to be reborn, as Jesus was resurrected.

Jesus has continued to engage himself in the fight, even after going to the spirit world. He is fighting against Satan
on behalf of the countless good believers. The Holy Spirit is the one who, copying the example of Jesus, has
unfolded the battle on earth. It is our responsibility to receive the help of the Holy Spirit and fight the actual battle. In
other words, it is we who must become Heaven’s elite corps who can take over the burden of the conflict.

The time when the grief and resentment of the 6,000 years must be expunged
The final conflict has unfolded. You must understand that the fight you are partaking in today is not for your own
sake. This fight has been linked to you through Heaven and the Holy Spirit. What is more, the purpose of that fight is
to expel Satan.

Accordingly we must now cross the pass of conflict and reach the original homeland. We must become the elite
soldiers who can bear the remaining cross of Jesus and sing a victory song. We must become the elite troops of
triumph and happiness, who remove the resentment of the 6,000 years and realize the hope of the 6,000 years.

The twelve disciples emerged as the representative elite troop responsible for the castle of the cross. The twelve
disciples crossed the boundaries of death to protect the walls of the castle of the crucifixion. Even as they were
offering their minds and bodies and shedding their flesh and blood, they did not hesitate in guarding the castle wall.

The traces of blood that the prophets and sages shed as they were walking the path of the gospel still remain visible
on the walls of the castle of the crucifixion. Moreover, this land is ground which is soaked through with the grief and
blood of the ancestors. It is the land on which the appeal of blood is left behind. The ones who must resolve this
bitter resentment are none other than us. Although the death of Jesus Christ was a grievous event, the deaths of the
prophets and sages were also bitter tragedies. You must learn to grieve for the deaths of the prophets and sages
along with the death of Jesus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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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we must understand that the time has come when we must feel strongly indignant. The time has come when
we must eradicate the grief and bitterness of God. What is needed at such a time is a heavenly elite corps. That is
what this era demands. You must become the true sons and daughters who can say ‘Father! Please expel the
resentment of the 6,000 years through me.” If there are many such true children among the thirty million people,
then the path of survival will open for them. What is more, if these people become priests to protect the walls of the
castle of the crucifixion and become members of the Heavenly elite troop, they will not perish. We who have faith
today must become the Heavenly elite troop.

Jesus, who came to earth and passed away on the cross, built the holy altar of victory in the spirit world and has
expanded it. As you can see by observing the spirit world, the pitch darkness of the fall has reached all the way to
the feet of the throne of God. Since the time of Jesus, the one foundation has finally been laid through the repetition
of conflicts, tribulations and toil. The fight has continued until today to broaden this foundation further. Even on earth
the fight with Satan has continued. Now Heaven is hoping for the appearance of the Heavenly elite troop who can
bring this conflict to a conclusion.

We must shape up and try harder. Jesus not only fought during his thirty-year life on earth until he crossed the pass
of crucifixion and death; he has also continued the battle for 2,000 years since then. Humankind is ignorant of this
fight. You must appeal to yourselves. Before you appeal to the people, to the family the society the world and the
earth, you must first appeal to yourselves. You must follow the example of Jesus Christ, who has been fighting for
the sake of the will for 2,000 years. You must carry on the struggle for the sake of the will. By doing so, you must win
the victory both in heaven and on earth, so that heaven and earth can respond. You can then represent the heart of
God and manifest the original beauty of creation. This is the purpose for which God has been propelling the
dispensation forward for 6,000 years and the reason He sent Jesus Christ.

The task that the heavenly elite troop must accomplish
Now we must become the elite troop of Heaven and protect the walls of the castle of crucifixion. You must likewise
become the Heavenly elite soldiers, but you must first distinguish to which rank in the elite corps you belong.

Because the history on earth is the history that horizontally unfolds the work of Heaven in image, just as there are
twelve ranks of elite troops centering on the twelve disciples, there are twelve denominations on earth that resemble
the pattern of the twelve tribes of Israel and countless minor ranks. This hierarchy of ranks was formed during the
2,000-year history You must know which rank you belong to. You must understand which rank you belong to in the
Heavenly army It is structured systematically much like the army of the secular world, in platoons, companies,
battalions, regiments, divisions and so forth. Moreover, you must understand what mission you are being given the
commands centered on.

Now after passing through the course of conflict, we must usher in the era when the whole world of creation can
rejoice. The center of that is none other than Jesus Christ and the Holy Spirit whom we believe in.

What is the ultimate purpose of the Heavenly elite corps? It is to conclude the fight with Satan and receive
accolades from God and Christ. It is to win victory in the fight and receive the rewards of Heaven on earth.

Now the fight is taking place in every sphere. It is unfolding in every place of the world. Moreover, the will of the
dispensation is being unfolded in the whole of heaven and earth. You must become the Heavenly troops who win
the victory in the fights on the individual level, on the family level, and on the societal, national and world levels, as
well as bringing victory in the fight that is taking place in heaven and on earth.

Jesus is unable to bring an end to the fight that is taking place in heaven and on earth. Consequently you must
become the elite soldiers who protect all posts on all fronts and end the battles on all fronts. All things in the universe
will act in harmony only after we reap the victory as one body with Christ as the head, and offer a frill bow before
Heaven.

6/13



You must now pass through the traces of blood left behind by the apostles. You must lead and take charge of the
companies or battalions the apostles used to lead. Going one step further, you must take on the responsibility that
Jesus and the Holy Spirit are bearing upon their shoulders.

The ultimate goal of the elite corps of heaven
God does not want any battle ground to remain on earth. Because the resentment was caused on earth, only when
the victory is reaped and the grief is removed on earth can Jesus Christ’s battle be concluded and can he come
again. What is he to do after coming again? He is to bring to an end the battle that has taken place for the last 6,000
years and receive the blessing from God. The banquet in which God raises both hands to celebrate, the banquet in
which the triumphant elite soldiers all gather and receive the blessing is the banquet of the little lamb. He is going to
host this banquet of the little lamb.

You must directly receive the commanding words of God, who is the commander-in-chief You must rise to the
position where, in place of Jesus, you receive directives straight from God.

You must obtain the seal of the Father, just like in the verse in the fourteenth chapter of the Book of Revelations:
“Then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as the Lamb, standing on Mount Zion, and with him 144,000 who had his
name and his Father’s name written on their foreheads.” (Rev 14:1) You have been guided by the Holy Spirit and
Jesus until now but this is not the whole story. Only after you receive the seal of the Father will you become an
eternal member of the elite corps, effective not just on earth, but also after you go to heaven. You must never forget
that you must proceed all the way to that point. While you become the elite corps of Jesus by winning all the fights,
you must also become the original human beings in whom God can take delight, as well as true sons and daughters
who have perfected the ideals of creation. Only when the victory song of Hosanna offered by this Heavenly elite
troop shakes the whole earth will the grief and resentment of God be liquidated. Satan, also, will immediately be
liquidated. You must understand this clearly The fight remains. Accordingly you must venture on the last offensive to
cross over the pass of conflict to receive the seal of God and subjugate Satan before God. This is the only way that
the confrontation with Satan will come to an end.

The conflict will not end, even after making Satan submit before the Holy Spirit and Jesus Christ. The conflict will
come to a conclusion only when Satan is subjugated before God. The Father has been suffering as He walked
through the 6,000 years of dispensational history with the purpose of raising this victorious elite corps.
Understanding this kind of father, you must become the victorious elite troop of Heaven.

——————————————————————————–

Notes:
1 Hyung Sang — A Korean term that can be translated roughly as “external form or shape.” This term is explained in
the first chapter of the Divine Principle, “The Principles of Creation.”

2 The word “will” in Father’s speeches usually refers to the divine will, and it also means the dispensation of God or
the divine providence. To make the point more clear, The Way of Tradition in the original Korean is “The Way of the
(Divine) Will,” which really means “The Way of the Dispensation of God.” Although this word will be translated
frequently as “the will,” where deemed appropriate, it will also be rendered as the “dispensation or providence.”

승리하는 하나님의 정병이 되자
1956.04.08 (일), 한국 전본부교회

1-7
승리하는 하나님의 정병이 되자
디모데후서 2:1-13

[기 도(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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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타락전에 지니고 있던 본성의 생명이 주입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생명의 제단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사망의 담을 이 시간 저희들이 몸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은사를 받아 영
광의 제단을 쌓고 흐트러진 모든 제단에 새로운 촛불을 들고 나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마음에 상처받은 자가 있사옵니까? 긍휼히 보시옵소서. 몸에 사탄에게 붙잡혔던 흔적이 남아 있나이까? 그것을 제하
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타락 전의 본연의 형상을 갖출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사랑의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님,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저희 전부를 다시 빚어 주시옵고,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 다.

어려운 환경에서 저희들 개채 개체를 불러 세우셨사오니, 이제 저희들 시련과 어려움의 고개를 넘겠사옵나이다. 이
제 남아 있는 실전의 싸움에서 승리의 개가를 올려야 할 때는 되었사오니, 아버님이여,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능에 능을 더하여 주시옵고, 부활의 권능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어둠에 갇혀 있던 심령들이 해방받게 허락해 주시옵고, 소망의 불길로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막혔던 진리의 동산, 악
이 주관하던 이 세상, 6천년의 아버님의 원한의 터를 밝히고도 남을 수 있는 아버님의 생명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
옵기를, 나의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새 역사는 아버님을 중심삼고 시작된다는 것을 아옵니다. 그리고 역사의 기준을 하늘에 두지 않으면 전체적인 역사
의 기준이 될 수 없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음도 아옵니다.

아버님이시여 ! 저희들을 세워 주셨사오니 새로운 역사를 성취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새로운 시대의 하늘 정병
으로 세워 주시사 새로운 동산을 건설하여 환희의 영광을 아버님께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싸움의 장벽을 헤치고 선지선열들이 간 것과 같은 길을 찾아 들었사옵나이다. 어려운 길이라 하는 길을 찾아 들었사
옵나이다. 돌아설래야 돌아설 수 없는 길에 들어섰사옵나이다. 일방적인 목표를 향하여 자주적인 용기를 갖고 싸우
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음을 아옵니다. 최후의 정열을 다 기울여 사탄 대해 용단을 내려 선봉에 서서, 남보다 먼저
깃발을 들고 사탄을 향하여 돌진할 수 있는 하늘의 정병들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

아버님, 남겨진 싸움의 제단을 승리의 제단으로 거두어 들이고, 아버지의 안식의 제단. 영광의 제단으로 수습할 수 있
을 때까지, 아버님, 저희 들이 가는 길을 지켜 주시옵고, 저희들이 머무는 장소를 성별해 주시어서, 기쁜 승리의 흰 깃
발을 이 민족과 24억 인류 앞에 꽂고도 남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길,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소수의 식구나마 마음 모아 아버지의 사랑에 잠기기 위해 모였사옵나이다. 하오니, 이 한 시간만이라
도 감추었던 아버지의 사랑에 잠길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6천년 동안 감추었던 하늘의 사랑과 진리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고,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시며, 마음으로부터
몸으로부터 자유의 해방을 받고, 아버지의 참아들딸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승리의 개가로써 아버지를 대
할 수 있고, 승리의 영광으로 아버지를 대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
다.

이날은 거룩한 날이옵니다. 3천만 민족을 대신하여 모이는 제단들에게, 아버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어 있는 제
단이 있다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어떤 때, 어떤 환경, 어떤 처소를 막론하고, 아버님, 역사하여 주시옵
소서.

잠들었던 생명의 봉화를 일으켜 주시옵고, 양심적인 자녀들, 아버지를 따르는 자녀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깃발
을 들고 나설 수 있게 허락해 주옵시며, 숨은 제단을 지킬 수 있는 자녀들이 많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아
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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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 모였사오니, 아버님, 저희의 심령을 성별해 주시사, 자아를 중심삼은 관념이나 죄악의 요소, 정결하지 못한
어두운 뿌리가 남아 있다 할진대, 아버님의 불꽃같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 옵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에게 맡겨 주신 바의 사명을 부족함이 없이 수행하고, 이 하나의 뜻을 위해 몸 마음 다 바쳐서 천천만 성도들과
저나라의 식구들 앞에 면목을 세울 수 있는. 사명을 다하는 아들 딸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
옵나이다.

이 시간, 처음서부터 끝시간까지 사탄의 참소조건에 걸리는 자가 없게 지켜 주시옵고, 한 생명이라도 더 부활의 은사
에 감격하고, 새 생명의 환희를 맛보고, 새 생명의 은사를 받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생명의 부활의 영광
을 아버님께 돌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사랑하는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전부를 맡기오니 산 생명의 근원적인 역사가 처음부터 끝시간까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기쁨의 뜻만이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1-9

기 도(Ⅱ)
아버님, 이날도 부족하고 죄많은 모습들이오나 아버지의 거룩한 전 앞에 소수의 식구들이 부복했나이다.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분부하셨고, 성신을 통해서 분부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부하셨사오나 아직까
지 아버님께서 친히 분부하시지 못한 것을 아옵니다. 친히 분부하시지 못한 아버님의 분부의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
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려던 아버지의 뜻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쁨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아버지의 뜻 앞에 저희는 부족한 성심이나마 다 기울이고자 원하옵고, 부족한 충절이나마 다 바치고자 원하오며, 부
족한 몸이나마 다 드리고자 원하오니, 아버님, 긍휼의 손길을 펴 주시옵소서.

저희의 손발에는 사탄의 화살의 자국이 남아 있사옵고, 저희의 몸에는 싸움의 상처를 입고 있사옵나이다. 긍휼의 아
버님이시여 ! 당신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사 사탄의 화살의 자국이 남아 있는 저희의 손발을 붙들어 주시옵고, 상처받
은 저희의 몸을 붙들어 주시옵고, 생명의 기름을 발라 주시옵고, 새로운 부활의 붕대로 감아 주시옵소서. 한마디의 새
로운 권고를 원하고 있사오니, 아버님,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속된 마음과 죄에 속했던 모든 성품을 제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아버님을 흠모할 수 있는 본성만을 간직하게 허락하
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이제 불러 모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명령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찾기 원하시는 섭리의 중심이 무엇인가
찾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아버지가 찾기 원하시는 천륜의 중심이 무엇인가 찾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

아버님, 이 시간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온유겸손히,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내려 주신 말씀에 보답하기 위해
엎드렸나이다. 아는 것 없사옵고, 상처받은 몸이오나 아버님께 바쳐지길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전부를, 아버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뜻 앞에 찾아나온 저희들, 생명으로 결실되어야 할 것을 아오니,
끝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아버님. 생명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역사는 변할지라도 아버지의 생명은 변하지 않는 것을 아오니. 영원한 생명, 불변의 표준을 향하여 달려 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한 표준 앞에 합당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사올진댄 일일이 분부하여 주시옵
고, 능력의 손길을 허락해 주옵시며, 아버지의 성상을 닮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
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 앞에 모였사오니 이들의 주관적인 관념을 제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님만이 이들의 몸 마음의 중심이 되시옵고, 모인 전체의 중심이 되시옵고, 승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어서 기쁨의
이 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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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로부터 찾아지는 생명의 요소로서 영원한 생명의 피살을 이루고, 영원한 승리의 방패를 조성하여서, 사탄과 정
면 충돌을 할지라도 상처를 입지 않는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길,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을 맡
기오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1
말 씀
오늘 드릴 말씀은 ‘승리하는 하나님의 정병이 되자’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12
하늘 정병이 되려면
우리는 이렇듯 크나큰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자신을 놓고, 제삼자의 입장에서 비판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버
지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질문하시더라도 늠름히 대답할 수 있는 내가 되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섭리의
전체를 책임지고 싸울 수 있는, 용기와 긍지와 신념을 갖춘 하늘의 정병이 되었는가?’ 라고 아버지께서 물으시더라도
‘예 ! 옳소이다’라고 서슴치않고 대답할 수 있는 내가 되었는가…. 하늘은 늠름히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존재를 찾고 계
십니다.

그러면, 이런 정병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 자체에서는 하늘의 정병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볼 수 없습
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늘의 정병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늘의 정병이 되려면 이미 대표적인 하늘의 정병으로 나타나신 분, 즉,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배경으로부터 그의 생애와 그의 이상 전부는 사탄에 대해 자랑할 수 있는 내용
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정병이 되려면 반드시 본받아야 할 내용이요, 조건들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명심해
야 되겠습니다.

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요, 그가 돌아가시며 보여 주신 십자가의 도리 역시 마찬가지이며, 그가 남겨 주신 부활의
도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들이 역사적인 모든 싸움을 종결시키고 하늘 정병이 되는데 있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절대적인 조건이요 법도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조건들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의 정병이 갖추어야 할 모든 조건들을 구비할 때까지
30여 평생 동안 준비하고, 노력하고, 고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된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순간에 된 것도 아닙니
다. 30여년이라는 기나긴 시련의 과정을 거쳐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걸으신 노정은 무엇인가. 하늘의 정병으로서 땅 위에서 사탄 대해 승리하려
면 넘어야 할 시련의 조건, 시련의 노정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정병으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입니다. 그리고 하늘 정병으로서 해야 할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늘 정병이 되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 가신 이후에 하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은 하늘에서 성신은 땅에서 역사하시며 2천년 동안 사탄과 싸움을 해
오고 계신 것입니다.

1-14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 주는 교훈
이제 하늘로부터 불림받은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할 시련의 과정이 남아 있는데 다름 아닌 30여 평생 동안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로임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0여 평생의 노정을 헤아려 보면, 30년 사생애노정을 걸으시고, 3년 공생애노정을 거쳐서, 3일 무덤
기간에 시련을 종결시킨 것입니다.

내 한 개체가 십자가의 도리를 따라가고 부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물론이요, 전세계 인류가 다 이 길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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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의 은사를 받으셨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되어
진 것이 아닙니다. 한날에 이루어진 도리가 아니요, 몇 시간에 이루어진 도리가 아닙니다. 기나긴 4천년 역사를 거치
신 하나님의 심정과 예수그리스도의 심정이 합해져서 30여 평생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승리하여 되어진 도리라는 것
을 여러분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각자의 임의대로 번역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흔히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리가 십자가상에서만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30여 평생 잘 먹지 못
하고, 잘 입지 못하면서 남 모르는 고난의 생활을 거친 끝에 되어진 도리임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은 남겨진 하늘정병의 조건을 완비한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예수를 믿는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의
노정을 다시 되풀이하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시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는 싸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간 싸우신 그리스도를 본
받고, 죽는 것도 겁내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의 심정을 본받아아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남아진 고난의 길과 죽음의 길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수호하고, 십자가의 도리를 지켜
나갈 사람이 여러분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가신 이후,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쌓아 놓으신 십자가의 성을 수호하고. 격전의 제일보를 내디뎌
야 할 책임이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남아진 십자가의 성을 수호할 책임이 끝날의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
러분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최후의 결전에서 승패를 결정짓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남아질 수 있는 정병이 되었는가, 그리스도
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제 2의 부활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계에 가셔서도 싸움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선한 성도들을 대표해서 사탄과 싸우고 계시다는 것입
니다. 영계에서 싸우시는 예수님을 모방하여 지상에서 싸움을 전개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성신입니다. 그 성신의 협
조를 받아 실제로 싸워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적으로 그 싸움을 도맡아 감당하는 하늘정병
이 되어야할 우리라는 것입니다.

1-15
6천년의 원한을 풀어드려야 할 때
이제 최후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이 여러분 하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싸움은 하늘로부터 성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연결된 싸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
고 그 싸움의 목적은 사탄을 추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싸움의 고개를 넘고 넘어 본향까지 가는, 남겨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책임지는 정병이 되어
승리의 개가를 불러야 하겠습니다, 6천년의 원한을 풀어 버리고, 6천년의 소원을 성취한 승리의 정병, 환희의 정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이후 남겨진 십자가의 성을 책임진, 대표적인 정병으로 나타난 무리가 12사도였습니다. 12사도는 죽음을
넘어서 십자가의 성벽을 수호했고, 몸 마음 다 바치고, 피살을 뿌리면서도 서슴치 않고 십자가의 성벽을 지켰습니다.
하늘은 이런 정병들을 찾고 있습니다.

선지선열들이 복음의 길을 걸으며 뿌린 피의 흔적이 십자가의 성벽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선조들
의 원한과 피가 어려 있는 땅이고, 피의 호소가 남아 있는 땅입니다. 이 원한을 풀어 줄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원망스러운 일이지만 선지선열들의 죽음도 원망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아울러 선지선열들의 죽음도 원망스러워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망을 가질 때가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6천년 동안 참고 참던 하늘의 원한을 풀어드려야 할 때는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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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이때에 필요한 것이 하늘 정병입니다.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하늘 정병입니다.

‘아버지여! 6천년의 원한을 나를 통해 폭발하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아들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참
아들딸이 3천만 민중 가운데 많게 되면 삼천만 민중의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 십자
가의 성벽을 지키고, 싸우는 정병이 되면 이 민족은 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듯 하늘
정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계에서 승리의 성전을 쌓으셨고, 그 성전을 넓혀 나왔습니
다. 여러분이 영계를 통해 보면 알겠지만, 타락의 흑암이 하나님의 보좌밑에까지 미쳐졌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싸움을 거듭하고, 수고에 수고를 더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후 비로소 하나의 터전이 마련되었습니다. 더욱 더 이
터전을 넓히기 위한 싸움이 오늘날까지 계속되었고, 땅 위에서도 사탄과의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하늘 정병이 나오기를 하늘은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0여 평생,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십자가의 고개를 넘으실 때까
지 수고하시고 싸우셨을 뿐만 아니라 2천년 동안 계속해서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모르는 무지몽매한 인간
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호소해야 하겠습니다. 백성들에게 호소하기 전에, 가정과 사회와 세계와 땅에게 호
소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호소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2천년 동안 뜻을 위해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뜻을 위해 싸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승리
하고 땅에서 승리하여 하늘과 땅이 화답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하고, 창조본연의 미를 나타내게 해야 하겠습니
다. 이것이 하나님이 6천년 동안 섭리하신 목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입니다.

1-17
하늘 정병이 알아야 할 것
이제 우리는 하늘 정병이 되어서 십자가의 성벽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하늘 정병이 되어야 하는
데, 여러분은 자신이 어느 대열에 속해 있는 정병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땅의 역사는 하늘의 역사를 형상적으로 전개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늘에 12사도를 중심삼은 12대열의 정병들이 있
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상에도 이스라엘 12지파형과 같은 12교파와 무수한 지엽적인 대열이 있는 것입니다.

2천년 역사를 거쳐 오면서 이러한 대열이 형성되었는데, 여러분은 어느 대열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
다. 소대와 중대와 대대, 연대. 사단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 세상 군대와 마찬가지로 조직적으로 편성된 하늘 군대의
어느 부대에 속해 있는 자신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명을 중심삼고 명령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싸움의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의 중심을 중심삼고 전 피조세계가 기뻐할 수 있는 때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그
중심은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인 것입니다.

하늘 정병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사탄과의 싸움을 완결지어 놓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상받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땅에서 하늘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싸움은 각 방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늘 땅 전체에 섭리의 뜻이 전
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체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가정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회, 국가, 세계적인 싸움에
서 승리하고, 하늘 땅에서 벌어지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정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을 종결짓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 방면
의 부서를 수호하고, 각 방면의 싸움을 종결짓는 정병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 승리
해 가지고, 몸과 마음이 하나된 연후에 하늘 앞에 경배드려야 비로소 천지 만물이 화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사도들이 남긴 피의 자국을 거쳐 나가야 하고, 사도들이 지휘하던 중대면 중대, 대대면 대대를 대신 지
휘하고 책임져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이 지고 계신 책임을 대신 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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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정병의 궁극적인 목표
하늘은 땅 위에 싸움의 터가 남아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땅에서 원한이 맺힌 연고로 땅에서 승리하고 원한을 풀
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 종결되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 다음 에는 무엇하시느냐.
6천년 동안 끌어온 싸움을 종결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쌍수를 들어 축복하
시는 잔치. 승리의 정병들이 모여 다 함께 축복받는 잔치가 어린양 잔치인데, 이 어린양 잔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이 분부하시는 말씀을 직접 받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의 명령을 직접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 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양
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1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여러분은 아버지의 인을 받아야 된
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성신의 인도를 받아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나왔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아버지의 인을 받아야 땅 위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무궁한 정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
리까지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런 정병이 된 연후에 전체 인류가 이런 정병이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싸움에시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본연의 인간, 창조이
상을 완성한 참아들딸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하늘 정병들이 돌려드리는 호산나의 승리의 개가가 온 땅
을 진동시키는 때가 와야 사탄 대한 하나님의 원한이 일시에 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확실이 알
아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싸움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후의 공격을 감행하여 싸움의 고개를 넘어 하나님의 인을 받
고 하나님 앞에 사탄을 굴복 시킬 수 있는 정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사탄과의 싸움이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성신 앞에 사탄을 굴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탄을 굴복시켜도 싸움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탄
을 굴복시켜야 싸움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정병을 만들기 위해 6천년의 섭리역사를 거쳐 오면서 아버지께서 고생하신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알
아서 여러분이 승리의 하늘 정병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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