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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요지]

사람이 갓태어났을 때는 젖만 알다가 성장하면서 부모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엔 자기를 알게 된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최고의 기준까지 올라가려고 한다. 어느 정도가 되어야 `이 이상은 필요없다’라고 할 것인가?

제일 높은 분은 누구라도 안심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 고로 그분은 지극히 선한 분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분은
세상에서 만들 수 없는 분이다. 모든 것은 최고 선한 분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래야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선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인간은 악하게 이끌어 가는 것은 몸이다. 그러기에 종교가 몸의 악을 제
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몸의 악을 치는 것은 종교만으로는 아니 되므로 선생님은 종교가 찾지 못한 면을 개척하고
있는 것이다.

참은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며, 참의 주체이신 하나님도 영원히 불변하신다. 마음의 힘을 배가할 수 있으면 몸을 치지
않아도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마음의 목적과 활동
범위는 무한대이다. 마음은 하나님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독차지하려고 한다.

종교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우주의 근본은 무엇인가? 참부모요, 참자식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데에는 목적이 있다. 그 창조목적은 하나님
을 중심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위기대이다. 이 사위기대를 중심으로 대가족주의 세계를 이루어야
한다.

통일교회의 말씀은 악을 심판하여 마음이 몸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씀은 자동적으로 사랑을 이끄는 일을 한
다.

인간시조가 청소년기에 타락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날로 문란해져 가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과 갈라졌다. 그러므로 십자가상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
을 만나야 한다. 십자가상에는 사탄이 올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곳은 모든 것을 버린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
러분을 십자가상으로 몰아내는 것이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종보다 천한 모습이 되어 돌아가셨다. 고로 우리들도 골고다와 같은 자리에서 피와 눈물과 땀
을 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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