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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이 필요로 하는 사람
[말씀 요지]

이 나라에 힘센 사나이가 있다면, 이 나라를 이끌고 태평양을 건너갈 사나이는 없는 가? 또 힘센 사나이가 있다면, 이
섬 전부를 대륙 한가운데로 운반할 사나이는 없는 가? 또 1억 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불구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
고 미남 미녀도 있는 데, 그물을 던져 그들을 어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부를 끌어올려 볼 힘센 사나이는 없는가?

여러분들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일본을 중심으로 한 천주,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선
생님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현재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구도 하나님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세계의 어느누구도 점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령을 해가는 중에 있을 뿐 점령은 끝나지 않
았습니다. 일본도 이상국가라고 하는 기준에 있어서 점령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가정, 동경, 일본, 세계에 속해 있는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어느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을 점
령한 사나이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사나이라면 결심을 하여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한번 점
령해보겠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배짱의 사나이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뜻적으로 일본을 점령하기는 현재의 일본을 점령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세
계를 뜻적으로 점령하기는 현재의 세계를 점령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점령하려면 지금까지 6천년간 섭
리되어져 온 모든 섭리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천주로부터 모든 별, 즉 태양계를 하나님이 지금 여행하시면서 지구성을 향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거기에 수행할 수
있는 사나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즉 그 여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일 것입니다. 그 여행길이 험한 길이라면 험한 길에 적합한 사나이, 혹은 여러 곳을 여행할 때, 그 여러 곳에 있어서
적합한 사나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을 하나님이 여행하시면서 ‘일본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남자는 누구겠느냐? ’ 하고 찾으실 때, 그런 사람
은 어디에도 없으면 오직 통일교회에만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그 통일교회야말로 이 일
본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최고의 사람을 고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골라 주실 것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라고 주
장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가진 자가 되십시오. 나의 형(型)이 입체권내에 있어서 점령
할 양이 크니까, 또 나는 아름다우니까, 또 나에게 무엇이든가 형용사를 백 개 이상 열거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하
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일본적이냐 일본적 이상(理想)
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본적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일본적 이상인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은 필요
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본 사람임에 틀림없지만 일본인 주의, 일본적이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범위를 넓혀서 말하자면 30억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나 30억 인류 수준의 인간을 필요로 하시
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30억보다 그 이상의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모든 분야에 있어
서 최고의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해 주고 싶은 것은 일본인으로서 어떤 위치에 서느냐?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참일본인으로서 최고의 위치를 허락하실 것인가, 어떤 일본인으로서 인정하실 것인가. 그것
을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1/2

http://hdhstudy.com/1965/15-60-%EB%A7%8C%EC%9D%B8%EC%9D%B4-%ED%95%84%EC%9A%94%EB%A1%9C-%ED%95%98%EB%8A%94-%EC%82%AC%EB%9E%8C/


우리 통일교회는 세계적인 기반을 가졌습니다. 어차피 세계라는 세계는 우리 통일교회 운세를 타고 하늘(大空)을 달
리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오! 하나님, 일본을 어떠한 위치에 세우시겠습니까? ’ 하고 주장할 수 있는
무엇인가 중심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 일본을 어떠한 위치로 결정짓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천사를 굴
복시키고 천지를 뒤집어 엎는 그 천적인 축복을 땅의 나를 통하여 전체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사나
이는 없는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 이상의 심정을 가지고 일본을 사랑한 사람은 없다’ 또는 ‘몇
천 몇만 몇억이라도 내가 책임지고 천하를 밟아 누르는 이상의 심정을 가지고 일본을 사랑한 사람은 없다’ 하는 사나
이로 나타날 수 있다면, 과거, 현재, 미래를 헤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은 역사적이고 세계적이고 천주적이라고 하는 자
신을 가지십시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점령합니다. *

© 2013 - 2014 hdhstudy.com | Contact Us

RSS

2/2

http://hdhstudy.com/contact/
http://hdhstudy.com/feed/

	15-60: 만인이 필요로 하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