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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요지]

성경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 나라를 위하라는 말이 있다. 하나님은 인
간을 세워 놓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해 오셨던 것이다.

원래 아담은 전체를 대표한 개인이었다. 그 아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체를 잃어버린 것이 되었다. 그러
기에 하나님은 하나의 아담을 찾아 세움으로써 전체를 찾고자 섭리해 나오셨다.

하나님은 인간의 본심이 바라는 본향 땅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아 나오셨다.

이러한 사람들은 시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노아도 큰 시련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일념을 가지고 그 환경
을 이겨 나갔던 것이다. 만일 노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했다면, 하나님이 분부한 것
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염려하지 않고도 노아는 120년간을 무난히 독파했던 것이다.

아브라함 가정에서도 부부가 하나님을 믿었으며, 가정적으로도 아내 사라는 남편에게 절대 복종하여,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부부의 마음은 변치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야곱도 21년간 시련을 참고 넘었으며, 모세도 민족을 이끌고 시련을 넘었다. 예수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세
계적인 시련을 넘어야만 했다. 그러나 전세계의 기독교를 수습하여 하나의 나라를 세워야 했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만이 바라는 나라를 꿈꾸다가 망했던 것이다.

그때의 기독교 신자들은 천국은 바라고 있었지만 천국인이 되려는 사람은 없었다. 즉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사
람은 있었지만 천국을 책임지고 세우겠다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다.

이제 재삼 천국의 이념을 간직한 우리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 나라를 구하여야 한다. 고향 없는
종족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세워 놓고 로마에 들어갔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과거의 타락한 문화와 그 역사를 청산하려 하시니, 전 기독교 신도들에게는 그것을 청산해야 할 사명이 있
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 통일교회 신도들이 그것을 해내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우리들은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아서는 안 되고,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살아서도 안 되겠다. 우
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시련과 투쟁이 많아지는 것이다. 우리는 내용만 가지고는 안 된
다. 실적이 있어야 한다.

세기말적인 시대에 과연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할때, ‘여기 있다’ 하고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
어야 한다. 천만 명보다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람에게 남아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
은 충성이다. 오로지 충성뿐이다.

죄수는 죄수 개인의 죄를 탕감하기 위하여 고생하지만 우리는 민족의 죄를 탕감하기 위하여 고통받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되겠다. ‘피땀을 흘린 선조들이여! 피땀을 흘린 선지선열들이여! 나와 같이하
라’고 소리칠 수 있는 선봉장이 되어야 하겠다.

진실만이 진실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통일교회의 여러분들이 세워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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