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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의 심정을 잃지 말라
[말씀 요지]

성경에 나와 있는 알파와 오메가는 복귀를 의미한다. 출발과 끝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타락은 끝을 보지 못한 것이다. 끝을 보는 날이 창조이상이 실현되는 날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사랑에 일치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알파로 계신다.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가야 한다.

자기 스스로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스라엘의 족장,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어느 한 사람에 해당하는 책임
을 다했다고 장담할 수 있어야 한다. 철저한 신앙생활과 교육을 통하여 전통을 세워야 천국에 간다. 자기를 중심삼고
뜻을 대해서는 안 된다. 뜻길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으면 뜻길을 막는 것이 된다. 자기 가정과 종족을 구해야 한다.

5퍼센트 인간책임분담인 탕감조건은 개개인이 세우고 가야 한다.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고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를 중심삼고 생각하는 마음이 백만큼이라면 공적인 것을 생각하는 마음은 백 이상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공
적인 것을 위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적인 것을 위하는 마음과 공적인 것을 위하는 마음 중에서 어
느 쪽이 더 강한가 하는 것이 문제다.

나를 중심삼고 천국을 이루려 하느냐, 하나님을 중심삼고 천국을 이루려 하느냐? 다시 말하면 개인을 중심한 천국을
이루려 하느냐, 전체를 중심한 천국을 이루려 하느냐가 문제다. 좋아하는 것도 누구를 중심하고 좋아하느냐가 문제
라는 것이다.

여러분이 통일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기뻐했던 것 이상의 기쁨을 가져야 정상적이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좋아
했던 마음을 누가 잡아먹었는가? 자기 자신이 잡아먹었다는 것이다. 알파는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창
조이상이다.

통일교회에 빚지는 사람이 되지 말라.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심정으로 마음과 몸이 움직여야 한다.

앞에 훤히 보이는데, 여기서 문턱을 못 넘어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운세를 밀고 나가야 한다.

알파의 심정, 처음의 심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 처음에 은혜받고 기뻐했던 것보다도 지금 더 기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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