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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요지]

남편이 행복하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아내를 가졌다는 뜻이요, 부모가 행복하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자녀를 가졌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완전히 주면 완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에게 사랑을 주고 자녀에게 사랑을 줄 때에는 그것이 그들에게서만 머물게 줄 것이 아니라 세계에까지 미칠 수
있게 주어야 한다.

불륜의 사랑은 망한다.

남편은 아내가 세계적인 아내가 되기를 바라고, 아내는 남편이 세계적인 인격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것은 인간이 세
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행복에는 영원할 수 있는 요인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하나님도 무한히 줄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행복하다. 혼자서
는 행복할 수 없는 것이다.

자기 만족만을 위하는 사람은 망한다. 애국자는 나라를 위해 산 사람이요, 위인은 세계적인 야망을 가지고 산 사람이
요, 성현은 하늘땅을 위해서 산 사람이다.

평면 세계에서 하늘을 대신한 것이 나라다. 지금까지 각 나라의 역사는 사상적인 세계를 추구해 나온 역사였다. 그것
은 사상이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지식인이 애국자로서 죽은 사람은 많지 않다. 오히려 미욱한 사람이 애국자의 대열에 섰다. 아무리 평생을 나라를 위
해서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에 나라를 위한 유언을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충신이 되지 못한다.

연합, 통일은 오래 남자는 것이다. 행복도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영원히 남는 것은 교리보다도 사랑이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골라 가지고 사랑해서는 오래 가지 않는 다. 그래서 예
수님은 박애를 베푸셨던 것이다. 주어 보아라. 주어서 망하는 법이 없다. 전도도 대상을 골라 가지고 전도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한다.

남의 나라를 침략한 나라로서 천년 역사를 자랑한 나라가 없다.

자기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누룩이 못 된다. 변화되어야 한다. 줄 수 있는 자체가 되어야 한다.

돈 가지고 친구를 사귀려 하지 말라. 잊을 수 없는 정을 심어 주라.

가정은 세계성을 띠어야 한다. 천국은 가정이 없어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사랑이 없어서도 안 된다. 사랑
은 물려받는 것이다. 잘못 주면 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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