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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 성립의 요건
1967.05.27 (토), 한국 전본부교회

18-97
탕감 성립의 요건
[말씀 요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그 계시대로 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 다. 원래 징계를 하는 것은 그 일대(一代)에서 모
든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인데 그래도 자기 사정에만 얽매이면 그 징계가 자식에게까지 미친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징계를 주어 탕감함으로써 그것이 후손에게 미치지 않게 하지만,
사탄 주관권내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시를 주어 그것을 조건으로 끌고 나간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통일교회에서는 뜻 앞에 자기를 중심한 사람
들이 많이 자연 도태되었고 병으로 징계를 받았다.

옛날에 이 길을 가다가 떨어져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식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려 한다. 아무리 사형
수라고 해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그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 가? 선생님이 외국에 나가려는 이때에, 떨어져 나간
옛날 식구들을 다시 생각하는 것은 금년이 제1차 7년 노정이 끝나는 해이기 때문이다.

복귀역사를 하는 데는 반드시 기간이 있는 것이다.

책임을 질 때는 반드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책임을 다한 후에 다른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다.

책임을 진 사람은 그 자리에서 떠난 후에도 흠앙(欽仰)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7년 기간은 선생님에게 있어서도 탕감기간이기 때문에, 영계를 의지하지 않고 순전히 인간의 지혜로 천사세계를 주
관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 기간을 통해 실체를 완성해 가지고 완성한 실체로서 사탄을 정복했다는 기
준을 세워야 한다.

선생님은 신령으로 시작하여 실체세계에까지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다해야 그들까지 복귀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는 다시 영적인 입장으로 돌아간다.

뜻을 대하는 마음에 애달픔과 조급한 것이 있어야 한다.

본부교회가 세계의 중앙성지이므로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탕감은 혼자서는 하지 못한다. 또한 주체(하나님)가 서지 않아도 탕감되지 않는 다. 세상에서도 두 사람 이상의 증인
이 있어야 인정하지 않는 가? 이는 4위기대를 이루기 위함이니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람이 탕감해야 한다. 탕감의 길
은 찾아가는 길이요, 원리의 길은 밟아가는 길이다.

사탄이 내려오면 하나님은 올라가고, 사탄이 올라가면 하나님은 내려온다. 탕감은 하나님이 올라가고 사탄이 내려가
는 운세에 선조들이 나타나 성립된다. 고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과 사탄이 입회하여 양쪽이 다 허락하고 찬
양하는 입장에 서야만 탕감이 성립된다.

창조본연의 아담과 해와의 자격을 갖추어야만 사탄의 참소조건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사탄이 부러워할 수 있
는 정성을 들여야 한다. 그래야 선생님이 탕감할 수 있는 입장에 세워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7천년역사를 한꺼번에 탕감하는 기간이 1960년부터의 7년기간이다.

불심판은 사랑을 치는 심판이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한 중심이 땅에 와 사랑의 길에서 유린을 당하는 기간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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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대환란 기간이다. 그래도 여러분은 선생님과 같이 욕을 먹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 하늘을 사모해야 한다.

여러분이 이 7년 기간에 책임 못 하면 다시 가야 한다.

여러분이 힘이 안 나는 것은 민족을 놓아 두고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하늘을 등졌기 때문이다. 즉 자기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맹세한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돌아섰기 때문이다. 광야노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애급을 떠날 때의 심정을 잃어버렸던 것과 같다.

끝날에 있어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뜻만을 위해 나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
다.

늦게 나온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그가 들어올 때의 심정기대 위에서 달리게 되면 빨리 나온 자를 앞설 수 있다는 말
이다.

전번 세계 순회는 흙과 돌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였지만, 이번 세계 순회는 심정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고로 사람을
심어야 하겠기에 결혼 축복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선을 쳐서 남아지는 악이 없고, 선이 맞고 망하
는 법이 없다. 선이 맞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로 우리도 핍박을 받으면 핍박한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
앗아 올 수 있게 된다. 선한 입장에서 악에게 빨리 맞고 거기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그래가지고 복귀노정의 충신
이 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구원도 받지 못한 자가 욕심이 많아서 세계 구원이니 뭐니 하면 사탄이 받아들이지도 않는 다.

3년 고개를 넘기가 제일 힘드는 것이다.

특별한 사명을 띤 사람으로서 선생님이 책임지는 사람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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