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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8
찾아오시는 새로운 세계
[말씀 요지]

하나님의 창조목적은 신본주의적 인본주의(神本主義的 人本主義)를 세우는 것이다. 인간이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상 민주주의도 신본주의(神本主義)의 이념을 세워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 인간은 땅을 지배하는 것이다. 천정(天情)과 인정(人情)이 하나로 설 수 있는 새
로운 세계가 되려면 그에 합당한 땅이 있어야 하고 새로운 이념이 있어야 한다.

모든 새로움은 마음의 새로움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의식혁명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양심혁명이요, 보다
더 큰 문제는 심정혁명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동기가 된 양심을 세워야 한다. 미완성기에서 타락되었음으로 완성기준에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심정기준을 잃어버린것이다.

지금까지 종교는 사람들의 양심의 혁명을 일으켜 절대적인 위치에 세워 놓지 못했다.

인류의 고통은 하늘과 인류와 땅을 붙들고 기뻐할 수 없는 데 있다.

자연을 보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도인(道人)이 아니다.

증오의 마음을 넘어서기 위하여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보다 큰 힘이 있느냐가 문제다.

자신과 인류와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인간이 완성한 인간이다.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의 훈계는 잊혀지지 않는다. 절대적인 사랑의 주체가 되는 분의 훈계가 있다면 그
것은 영원히 잊지 못한다. 그러므로 절대자의 훈계와 명령을 받는 때가 와야 한다. 기독교는 이러한 한 사람을 찾는
다.

천· 지· 인 (天 地 人)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맺어져야 한다. 부모는 무엇으로 부모가 되는가? 외형(外形)인가, 지식인
가? 심정으로 부모가 된다. 부부도 그러하다. 외적 조건으로 부부가 된 것은 외적인 조건과 더불어 깨어진다.

기독교 신자가 죽음의 자리(死處)도 개의치 않는 이유는 하늘과 맺어진 심정적인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식
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심정이 있기 때문이다.

참마음은 하나님을 대하여 움직이게 되어 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할 마음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참다운 주인 앞에 세우기 위해서는 땅을 위한 땀과 인류를 위한 눈물과 하늘을 위한 피를 뿌려야 한다. 새 세계는 하
나의 말씀에서 시작되어 마음을 일으키고 심정을 불러 일으켜 세계적인 형(型)으로 세우게 될 때 실현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군림할 수 있는 지상운동(地上運動)이 필요하다.

나를 중심한 종교는 있을 수 없다. 고로 자기가 구원받은 혜택을 민족과 세계 앞에 줄 수 있어야 한다. 개인 중심의 종
교는 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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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과 땅과 사람을 합할 수 있는 이념을 가지고 천국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주의가 바로 세계주의가 된다. 고로 예수님도 아담주의를 갖고 오셨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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