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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8
샘과 순
[말씀 요지]

한 국가의 흥망은 그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달려 있다. 통일교회에는 특수한 청년들이 들어오게 된다.

내일의 나를 창조해야 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같은 수련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샘과 순’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하고자 한다.

샘과 순이 자라기 위해서는 적당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고, 샘과 순은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역사적인 향상선(向上線)에 섰던 선조가 있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 이후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와
후손이 일관된 목적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길은 복된 길이라 하겠다. 역사 속에서는 올바른 방향을 향할수록 발
전한다.

오늘날 이 땅 위에 수많은 인간이 살고 있지만, 그들의 목적은 하나이다. 그것은 많은 식물들이 햇빛 하나를 향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를 두고 순(종대)을 세우고, 횡적인 환경을 이루시는 역사를 엮어 나오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순이 될
수 있는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찾아 나오신다. 한국은 이런 순의 입장에 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
련을 겪어야 한다.

순은 모든 가지가 받는 시련을 일시에 받지만 전진적인 극복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세계적인 시련을 극복해
야 한다.

오늘날 하나님이 죽었다고 선포하는 기독교는 이미 종말기에 처했다. 그러나 꽃과 열매는 종대에 달리는 것이 아니
고 가지에 달리기 때문에 순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통일은 가능한 것이다.

통일신도는 샘이 되어야 한다. 샘물은 솟아오른다. 폭포와는 반대다. 산중의 짐승도 샘물을 찾아온다. 샘이 없는 산은
명산이 될 수 없다. 여러분은 부패한 대한민국을 정결케 할 샘이 되어야 한다.

샘물은 솟아 정결한 그 자체를 더럽히지 않는 곳으로 흘러가려 할 것이다. 샘물이 인간의 생명과 인연되기 위해서는
그 순수성을 잃어서는 안되는데, 순수한 샘물은 반석을 뚫고 나온 샘물이다. 그래서 누구나 그런 물을 마시려 하는 것
이다.

여러분이 나무나 샘물을 볼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도록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순이 되고 샘이 되기
를 바라는 마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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