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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에 충실하라
1967.05.20 (토), 한국 전본부교회

18-51
기도에 충실하라
[말씀 요지]

물질을 위한 기도보다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 만약 물질을 위한 기도를 하려면 자기의 재물을 다 바치고 그것
을 조건삼아서 기도하라. 또한 친척 중에 물질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
가 전도되면 물질복귀는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선생님은 물질을 위해 걱정하지 않는다. 다만 여러분이 공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들이느냐가 문제다.

식구들이 가야 할 길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 길을 가면 하늘의 사랑을 받게 된다. 사망세계에 있는 인간들을 구하
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

선생님은 30세까지 믿음, 지혜, 사랑을 위해 기도했다. 타락은 믿음과 지혜가 없어서 한 것이다. 그때 아담에게도 사
랑은 있었지만 그것은 미완성한 상태였다. 아담 해와가 부모의 입장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제물을
바쳐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계를 위한 사랑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도 모두 믿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일
때문에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믿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참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휼해야 한다.

통일교회 원리는 지혜의 원리이다.

선생님의 기도는 전부 공적이다.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없다. 명사수일수록 총을 들기가 무섭게 맞춘다. 기도도 그렇
게 해야 한다.

정성들인 결과를 놓고 후회하지 말라.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천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상습적
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

어려운 목적을 위해서는 하루에 세번은 기도하라. 모시는 때이기 때문에 잘만 모시면 가르쳐 주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창고를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되는 가, 안 되는 가 하는 것이 결
정된다.

가정을 가진 사람이 뜻 길을 가는 데에 있어서 가정과 자녀를 원수로 느껴 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없다. 여자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하며, 남자는 신랑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한다. 고로 전도해야 한다.

본부교회는 중앙 성지로서 세계 40개국의 120개 성지와 연결되어 있다. 한국은 5천년 역사를 갖고도 안심할 수 있는
주권을 갖지 못했기에 최종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천적 주권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우주는 하나님의 정성의 결정체다.

통일교인은 사(私)를 버려야 한다. 결혼한 부부는 서로 상대자의 몸을 잊어버릴 정도까지 이른 후에 축복을 받아야 하
는 것이 원칙이다. 앞으로 축복은 영적으로 지도받는 사람 외에는 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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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앞에 개인은 70년은 수절해야 한다. 그런데 통일교회가 나옴으로 인해서 70년이 7년으로, 더 나아가서 7개월
로 축소된 것이다. 1960년부터 1967년까지가 7년 대환란 기간이다. 예수님은 33세에서 7년노정을 걸어가야 할 것이
었다.

정성들이며 정성에 취해 사는 것이 인생의 보람이다. 정성들이는 자리는 취하는 자리다.

육신을 쓰고 있는 기간은 꿈결과 같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 해야 할 일은 심각한 것이다. 심각하기 때문에 지치고 피
곤한 것이다.

선생님을 위해 정성들이려면 선생님이 사랑하는 나라와 인류를 위해 정성들였다는 실적을 가진 다음에 정성들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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