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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받는 자의 사명
1967.12.15 (금), 한국 전본부교회

19-31
축복받은 자의 사명
[말씀 요지]

기독교는 아버지를 찾는 종교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사명을 가진 종교이다. 또한 사선(死線)을 넘어 신랑을 찾아 신부
의 입장에 서는 종교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종교인 것이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완결하지 못하고 가셨기 때문에 재림
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사명은 개인적 구원을 위한 구주를 맞는 것이었다.

창조의 이상은 인간이 참된 부부를 이루어 땅을 주관하는 데 있다.

어린양 잔치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축복을 받아 가정적인 구원의 기준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6천
년 역사가 찾아 나온 것이다 어린양 잔치를 하는 신랑 신부가 참부모의 사명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다.

사형을 당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자식을 용서하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부모
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천륜이 무너지는. 하나님 자신
을 무너지게 하는 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역사의 종말기에 있는 우리가 이 죄를 사함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담 해와를 정죄하여 버리셨
던 하나님의 한 맺힌 심정을 탕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럴 수 있는 한 분이 나옴으로써 구원의 역사는 벌어진다.

고로 재림주의 축복을 받으면 그 가정의 구주로서 그 가정의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러므로 축복받은 가정을 중
심하고 가족회를 창달시켜야 하며, 가정순회사도 세워야 한다.

축복받은 사람들은 각자 가정에 들어가 자기의 부모를 참부모와 같은 입장에서 섬겨야 하는 것이다. 또한 축복받은
사람들은 에수님의 입장에도 서야 한다. 고로 12제자의 기대 위에 서야 하고, 3제자의 부활기대 위에 서야 하는 것이
다. 이 평면적인 기대로써 평면세계를 점령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해원성사를 이룬 입장에서만 예수님
의 재림이상이 성립되는 것이다.

1년이 12개월로 되어 있는 것은 12수를 복귀하라는 것이다. 야곱도 12대의 복귀를 위한 12자식의 기대 위에서 비로
소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운 것이다.

역사는 아담, 예수, 재림주의 3대 즉, 구약, 신약, 성약의 3대를 거쳐 왔다.

하나님이 베푼 연회는 사탄세계의 어느 연회보다도 거창해야 한다. 그러나 개체로서는 그 기준에 설 수 없으니, 역사
이래 없었던 합동결혼식을 올려야 하는 것이다.

3대의 조건을 세우기 위하여 3만원의 조건을 세우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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