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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5
예수와 성신의 역할을 해야 할 축복가정
[말씀 요지]

지구장 부인들이 총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구장 부인들에게도 지구 부흥의 책임이 있다. 지구장 부인들은 따라
오는 식구들의 심정기반을 닦기 위해 고생했다는 실적을 남겨 놓아야 한다.

축복받은 부부는 예수와 성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 축복받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받들지 못
한 까닭이다. 그러니 축복가정을 고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축복가정을 고생시키면
벌받는다는 인식을 주어야 한다.

가정적인 기반을 세우지 않고는 세계적인 기반을 세울 수 없다. 성도의 시대는 가정적인 시대를 말한다.

해와는 타락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딸 노릇을 못 했고, 아담 앞에 동생 노릇을 못 했고, 아내 노릇을 못 했
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어머니를 딸같이 키우고, 오빠의 입장에서 사랑해 주고, 신부로 맞아야 했다. 타락으로 거짓
부모, 거짓 오빠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 될 사람은 거짓 부모, 거짓 오빠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4월(음, 윤) 말일에 어머니를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어머니는 동생과 같고 아내와 같고 딸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아
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자기 부모나 오빠 등, 찾아가서 호소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적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지방 부흥운동은 자기 가정에서부터 해야 한다. 부모의 날, 자녀의 날은 개인을 위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주자. 만민이
응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선생님이 없을 때 어머니는 더 훌륭해야 하고, 남편이 없을 때 부인이 더 훌륭해야 한다.

강의록을 중심한 계몽운동을 전개하자. 추첨에 의한 지방배치는 지방색을 배제하자는 데 뜻이 있다. 세계적으로 민
족적인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전통을 세워야 한다.

경기도에서, 가정으로 인하여 잘된 곳은 장영진 부부 외에는 없다.

전도대원은 중졸 이상으로 결정하고, 국졸자 중에 특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대원으로 내보낼 것이
다.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에 중간 단체의 도움이 있어야 하므로 유지 중에 후원자가 될 만한 사람을 알아 두어야 한다.
그들은 유사시에 우리의 배후가 될 수도 있다.

3년노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식구들이 느끼고 있다. 식구들이 그리워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자.

축복이 귀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결혼비 미납자는 일년에 백원이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세워야 한다. 전도를 하는 것은 모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결국 모든 전통은 선생님이 계시는 동안에 세워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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