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15: 본국본국 식구로서의식구로서의 권위와권위와 위치를위치를 지켜라지켜라

hdhstudy.com/1969/22-115-%eb%b3%b8%ea%b5%ad-%ec%8b%9d%ea%b5%ac%eb%a1%9c%ec%84%9c%ec%9d%98-%ea%b6%8c%ec%9c%84%ec%99%80-%ec%9c%84%ec%b9%98%eb%a5%bc-%ec%a7%80%ec%bc%9c%eb%9d%bc/

본국 식구로서의 권위와 위치를 지켜라
1969.02.01 (토), 한국 전본부교회

22-115
본국 식구로서의 권위와 위치를 지켜라
[말씀 요지]

외국 식구들과 국내에 있는 우리 식구들을 비교해 볼 때 서로 차이가 납니다. 즉 주체와 대상, 중심과 주변이 서로 차
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적인 가치를 지녀야 할 본국에 있는 통일교인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망의 기준을 지니지 못하게 될 때
는 본국의 권위와 위치가 이동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한국에서 시작했으니 끝날때까지 그냥 망하더
라도 중심국가는 한국이라고 한다면 한국은 영원히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누구의 간섭을 받고 나서 그 일을 하고, 누가 하니까 따라서 한다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가정, 민족, 국
가, 세계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 이 땅을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할 수 있는 통일의 역군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옷깃을 여미어
하나님 앞에 충효의 도리를 다하는 자녀로서 내 일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본부면 본부, 지구면 지구를 책임질 줄 알
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네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생
각할 때, 선생님이 한국을 떠난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픕니다.

만약 한국이 본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나라가 본부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겠다고 각오해야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염려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으며, 하나
님의 소망이 임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개인이 된다면 통일교회는 발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생명을 바치고 나갈 수 있는 개인과 가정이 조성된 본부만
된다면 지방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제1차 7년노정은 선생님이 21년을 마치는 노정이었지만, 제2차 7년노정은 여러분이 가야 할 노정이기 때문에 선생
님이 직접 이끌어 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36가정이나 72가정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통일교인이라면 다시 수련을 받아
야 합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특별 지시입니다. 수련회는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련회를 통하여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지 기도를 날마다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불쌍하고 헐벗은 나라일지라도 이 한민족을 중심삼고 세계는 수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민
족의 중심으로 있는 여러분이란 것을 재인식하고 본부로서의 권위와 위치를 지켜 나가길 부탁합니다.

전세계에 있는 통일교인들은 매일 낮 12시를 위해서 세계복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을 그런 기도의 시
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이 세계 식구들과 동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나라마다 틀리지만
세계의 식구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기도의 시간으로 정한 것이니만큼, 시
간에 충실하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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