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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6
기도와 실천
[말씀 요지]

사랑의 봄동산에서, 모든 세포가 녹아나는 것 같이 넓고 깊은 사랑 안에서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 땅에서 세 가지 사
랑의 기준을 세워 남겨 두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사랑을 소개는 했으나 실체로 느끼지는 못했다. 통일교회에 들어오면 처음엔 아들딸 같은 심정, 나중에는
신랑 신부, 부모와 같은 심정이 일어난다.

지금은 소생 장성 완성의 심정이 일시에 들어올 때다. 완전한 인격을 이루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성품을 흡수해야 한
다. 즉 모든 사람의 성품을 받아 주고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만물을 주관할 수 있다. 우리는 적어도 열 두 사
람 이상의 마음을 맞추어 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의 표시체이기 때문이다.

선생님에게는 원수가 없다. 모든 것을 바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담이 없는 집에서 살아야 한다. 집단(120명 이상) 생활에서 그들의 성품을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
님은 땅에서 이러한 기준 위에 서지 못했다.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한 번 기도한 것을 열 번 이상 실천하는 데 있다. 은혜스러운 생활을 하려면 간절하고 애
끓는 마음으로 사람을 그리워해야 한다. 평화의 왕자가 되어야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3년 공생애는 예수님 자신이 도를 닦는 기간이다. 열 두 명의 제자는 열 두 인간형의 상징이다. 천국에 가려면 항상
기도하고, 나아가 대인관계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원리를 통하지 않고는 모심의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짜다. 은혜를 회복하려면 기도하고 실천해야 한다. 기
도를 못 했어도 실천하면 기도한 입장에 선다. 한 번 기도하고 열 번 실천하면, 열 번 기도하고 실천한 입장에 선다.

선생님에 대한 말은 어느때고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 선생님이 없을 때는 횡적 연결을 해야 한다. 열 두 진주문을 통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외적 축복은 해줄 수 있다. 앞으로는 자유결혼을 시키려고 한다.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본이 될 수 있는 입장에 서
야 한다.

3인만 마음을 맞추고 나서면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다. 선생님은 상대자가 없을 때는 사람을 창조하는 입장에
서 말한다.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정성껏 일하고, 단결하고, 기도할 70명을 뽑아 이들에게 책임을 맡기고 떠나겠다. 토요일 밤
엔 교회에서 철야를 해야 한다. 매일 성지기도를 다녀야 하며, 성지기도를 갔다 오면서 한 사람 이상 전도해야 한다.
전도 못하면 전에 나오던 식구라도 데려오도록 해야한다.

하나님의 심정을 유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정성들이는 것이니, 3대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들이면 하
나님이 같이하시어 그 후손이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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