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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말씀 요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이 있어야 한다. 통일은 과거의 인연과, 현재의 시대적인 사명과, 미래
적인 소원이 합하여서만이 이루어진다.

통일된 하나님, 통일된 인간, 통일된 만물로서 소원일치, 사정일치, 심정일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원의 총합실
체, 사정의 총합실체, 심정의 총합실체가 되지 않으면 통일이 될 수 없다.

아직까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통일된 한 사람이 없었다.

이제 우리들은 국가적인 기반을 세우기 위해 총진군하여야 한다.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위로해 드릴 수 없겠느냐
고 하면서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여러분은 각자가 자신을 통하여 종족을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과거 10년 동안에 스스로의 생활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사정과, 하나님의 심정에 일치되지 못한 것
을 회개해야 한다. 이제부터 우리들은 새로운 각오를 해야겠다.

통일교회는 이 싸움을 도맡기 위한 교회이지 이 싸움을 피하기 위한 교회가 아니다.

개체의 기쁨이나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적인 생활은 인정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 그러한 입장에
계시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교단적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교단적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이 동역동사하실 수 있지만,
민족적인 십자가의 길에서는 하나님의 협조없이 통일교회가 내적 영계의 입장이 되어서 외적인 세계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을 쉬시게 하고 이 민족을 우리의 손으로 복귀시켜야겠다. 민족을 부활시켜 민족의 부활권을 중심삼고 영계가
부활해야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실체이기 전에 조상의 소원실체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통일교회에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각자가 노력만 하면 살아 생전에 개인, 가정, 민족, 국가, 세계
까지 찾을 수 있다. 선생님이 다이아몬드광을 발견했으면 됐지 그것을 파서까지 달란 말인가?

하나님도 영계도 선두에 못 선다. 여러분 자신이 선두에 서야 하나님도 협조하실 수 있다.

사탄이 아담 예수를 거쳐 3대까지 침범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과거에 사탄이 친 분량의 3배를 치실 수 있다.

7천년을 사탄이 유린하였으니 그것의 7배까지는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힘들고 슬퍼도 하나님과 더불어 힘들어하고 슬퍼하라.

개인을 희생시켜서라도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희생시켜서라도 종족을 세우고, 종족을 희생시켜서라도 민족, 국가,
세계를 세워야 한다.

통일교회는 오늘날 최고의 위기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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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의 목표를 놓고 볼 때 뜻을 이룰 때까지는 먹어도 죄요, 입어도 죄요, 잠을 자도 죄가 된다. 하물며 일을 하
지 않으면 얼마나 죄가 되겠는가?

여러분은 오늘 협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이 시간을 계기로 하여 굳은 각오를 세워서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재출
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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