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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을 들여 진리의 실체를 세우자
[말씀 요지]

여러분은 6월부터 9월까지의 4개월 동안에 매월 3명씩 12명을 전도해야 한다. 통일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여러분의 친척이나 친구들이므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들여 전도해야 한다.

정성들여서 얼마나 하늘이 협조하는 가 보라. 땅에서 자기의 친척과 친지를 전도하지 않으면 저나라에 가서 그들의
참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자기가 정성들인 것을 누구에게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신앙자는 남몰래 정성들인 사실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원래 천국은 세계복귀를 완성한 후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
는 일이 아니다. 그 자격자로 오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와 일체를 이루어 세계복귀를 완성한 후에야 천국에 들
어가게 되는 것이다.

선생님은 악을 대해서는 무자비하지만 선을 대해서는 한없이 약하기 때문에 사탄보다는 하나님을 더 무서워한다. 영
계의 일은 복잡한 것인데, 자기가 영계에서 받은 것만을 가지고 교만한 태도로 나가다가는 꺾여 나간다. 그렇기 때문
에 원리가 필요한 것이다. 천사장과 아담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것이 타락이기 때문에 천사장과 내가 하나되어
사탄을 막아내야 한다. 그것은 나를 협조하는 천사가 있어서 나와 천사가 하나 될 때 비로소 사탄을 막아 낼 수 있는
것이다.

통일교회는 신령역사로 기반을 닦고 진리로써 실체를 세워야 한다. 우리 자신들이 신령을 세우고 실체를 이루기 위
해서는 이번 전도가 필요한 것이다. 은혜받았던 사람이 뒤에 더 클클해하는 것은 신령은 있으나 진리에 의한 실체가
없으므로 플러스만 남아 수수작용의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이제까지 생모(生母)에게 수건 하나를 사드리지 못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먼저 정성
들인 후라야 허락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선생님의 형님은 가인중의 가인이었다. 동생이 세계에서 제일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선생님이 형님에게 진리의 말씀이나 다른 알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다.

선생님은 밤에 자다 일어나면 다시 그냥 자지 않고 반드시 기도를 하고 잔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동정할 수 있
는 입장에 서야 한다.

식구들은 선생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지구(地區)에 있는 식구는 지구장의 마음, 또 협회장의 마음,
마침내는 선생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선생님은 여러분 모두를 천국에 데려가고 싶지만 하
나님 앞에 내세울 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은 하나님이 공사(公私)의 구별을 확실히 하시기 때문이다.

백 명의 식구가 있을 경우 백 명의 화목의 중심이 되면 하늘 앞에 기억될 수 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빚을 져가면
서도 초교파 운동을 하는 것이다.

선생님은 사탄과 하나님이 화해하게 해야 한다. 거기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 데, 이 조건을 세우면 하나님도 곤란한
입장에 설 수 있는 것이다. 사탄이 어떤 일을 해도 이 조건에는 걸리지 않기 때문에 사탄까지 복귀할 수 있는 것이다.

선생님의 자녀들도 사탄세계의 법도에 걸릴 수 있다. 그럴 경우 선생님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중대한 문제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법도로써 해결하여 청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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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위해서 자기의 자식을 버려 둔다 해도 그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다. 그러므로 일거양득인 것이다.

타락으로 인하여 여자는 본성의 딸이 못 되고 신부가 못 되고 어머니가 못 되었다. 남자도 본성의 아들이 못 되고 신
랑이 못 되고 아버지가 못 되었다.

어머니는 아담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고로 어머니는 어려야 하는데 그것은 딸, 아내의 심정복귀실체로 세우기 위함
이다.

선생님이 출생하기 전부터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사람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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