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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배의 도리
1963.11.01 (금), 한국 전본부교회

13-103
경배의 도리
[말씀 요지]

복귀역사는 충신 열사, 효자 효녀를 통하여 이루어 나온다. 영인들도 충효의 도를 세워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중심하고,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을 중심하고 충신 열사와 효자 효녀를 세우려 하였던 것이
다.

교회를 중심하고 보면 우리는 이념을 위하여 모였다. 그러나 가정을 중심하고 보면 식구를 위하여 모인 것이다. 식구
속에는 부모가 있고 부부가 있다. 우리는 아버지를 위하여 모인 것이다. 이념을 중심하고는 충신이 되어야 하고, 가정
을 중심하고는 효자 효녀가 되어야 한다. 내적으로는 심정적인 생활을, 외적으로는 이념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러
한 토대 위에 서야만 하나님의 대신자가 될 수 있다.

자녀는 충신, 효자가 되게 키워야 한다. 외적으로는 충신, 내적으로는 효자가 되도록 길러야 한다. 서로 권고하여 보
충해 주어야 한다. 지금은 여기에 같이 초하루를 지내지만 앞으로는 자기 가정을 중심하고 지내야한다.

충신 열사, 효자 효녀의 입장에 선 후에야 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과 같은 행사는 이것으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기도를 할 때에도 내가 이렇게 하니 내 자식도 이렇게 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자기가 먼저 표준이 된 후에야
자식을 그러한 위치에 세울수 있다. 자신이 먼저 그러한 위치에 서면 하나님은 자연히 그 자식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를 중심하고 그 방향을 돌려놓지 못하면 영계에 가서도 책임 추궁
을 받게 될것이다.

초하루에는 새벽 5시에 각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본부를 향하여 경배해야 한다. 기쁜 분위기 속에서 해야 한다.

일요일에도 새벽 5시에 해야 한다. 그때에는 일주일 동안의 모든 생활을 보고해야 한다. 일요일은 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외적인 박해가 심해 피할 곳이 없이 모두 본부에 모여 있었지만 이제는 더 품어서는 안 되므로 흩어져야
한다.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도 교회의 것, 국가의 것, 세계의 것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국가적인 장성기대를 세
우는 때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날을 찾아 세우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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