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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식의 참된 의미
1970.10.18 (일), 한국 중앙수련원

35-210
성주식의 참된 의미
성주식을 하는 이유와 그 의의

여러분은 타락으로 인하여 더럽혀진 혈통을 계승한 것을 청산하고 창조본연의 선한 혈통을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된
다. 6천년 역사를 전부 청산하고 탕감복귀하는 식을 하지 않으면 축복까지 갈 수가 없다. 약혼식을 가지는 것은 아담
해와가 약혼 단계에서 타락하기 전상태로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타락으로 더럽혀진 혈통을 계승한 것
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원죄를 벗을 수 없고 원죄를 벗지 않으면 참자녀로서 축복받을 수
있는 단계에 올라 갈 수 없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타락으로 인하여 생긴 원죄를 벗는 혈통 전환 즉 혈육을 교환
하는 식이 성주식이다.

이 성주식은 예수님을 중심삼고 보자면 성찬식이나 마찬가지이다. 성찬식에서는 살과 피대신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
신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타락했으므로 예수님의 몸을 받는 것으로, 새로운 육체를 수육(受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주식은 인간이 타락한 행로와 반대의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
문에 하게 되는 것이다.

타락은 천사장이 해와와 통하여 저질러졌으므로, 복귀는 천적 천사장의 입장에 선 김 협회장부터 시작된다. 인간들
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머니 품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 그러므로 복귀된 어머니가 없
으면 안 된다. 그가 최원복 선생이다. 어머니로부터 타락하기전 아담을 거쳐 반대로 복귀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노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타락하지 않은 아담 가운데에 있는 생
명의 씨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한 기준까지 돌아가야 비로소 정식으로 부활권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종족 사위기대를 중심으로 횡적 사위기대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자녀들을 중심하고 횡적으
로 발전하는 것이다.

타락으로부터 복귀된 어머니, 타락하지 않은 입장의 어머니의 복중에 들어간 조건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무엇에 의
하여 되어지는가 하면 사랑을 중심삼고 되어지는 것이다. 사랑을 중심삼고 타락했기 때문에, 사랑을 중심하고 복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복귀되기 위해서는 다시 복중에 들어가야 하는데, 실제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
로 사랑을 중심으로 일체가 되어 복귀된 조건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복귀된 아담에게 돌아가서 일체가 되고 혈통
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맨 처음 해와는 타락할 때, 사탄을 중심으로 영적인 타락을 하였다. 그 다음 아담과 하나가 되어서 육적으로 타락하였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복귀하기 위해서 완전히 복귀된 아담을 맞이하여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식이 성주식인 것
이다. 사랑의 인연을 복귀하는 식이다. 그런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에
게로 돌아간 여자가 되어 실체로서 남자를 복귀하는 것이 결혼식이다.

35-211
성주(聖酒)의 내용
성주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가 하면 부모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들어있다.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것이 들어 있지 않
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그것을 마시면 부모 사랑과 일체가 되고, 또 피와 일체가 된다. 이런 것이 성주의 내용인 것이
다. 그러면 성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것은 땅과 바다와 하늘을 상징하고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술이다. 성주에는 세 종류의 술이 들어 있다. 그 이외에 모든 만물을 상징하는 것이 들어 있다. 이것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나고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뜻한다.

이 식이 없으면 원죄를 벗고 혈통을 전환할 수가 없다. 혈통이 전환되지 않으면 완성기준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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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체될 수 없다. 그러므로 성주식은 그 모든 것을 탕감하는 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순서는 일본의 구보끼(久保木)협회장으로부터 김 협회장(복귀된 천사장)을 통하여, 타락한 세계에서 복귀된 가인적
어머니 입장인 최원복선생,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어머니의 입장인 참어머니의 순서로 한다. 여기에서 성주식을 하
기 전에 선생님이 여자들의 손 위에 손을 올려 놓는 것은 일체화된다는 뜻에서 하는 식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으
로 하나가 된다. 그것을 통해 선생님의 몸을 받는 뜻을 세워 가지고 상대자와 영육으로 일체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
지 딸의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상대자의 입장인 것이다.

한 몸으로 그러한 입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서 딸의 사랑을 받은 조건, 그리고 자녀를 낳았을 경우 그 자
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은 조건이 세워지기 때문에, 해와 한 사람에 의해 딸, 상대자, 어머니가 되는 고로, 하나님의 사
랑을 받는데는 이러한 노정을 통해야 완성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자는 3년 동안은 어머니의 입장
인 것이다. 이것이 지금부터 행할 성주식의 내용이다.

35-212
기 도
1970년 10월 18일 7시 15분, 거룩한 성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235쌍의 젊은이들을 아버님께서 축복
해 주시고, 아버님 앞에 참된 자녀의 입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타락한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슬픔을 복귀할 수 있는 길은 탕감복귀와 같은 희생적 역사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동시에 저
희들도 잘 알고 있으므로 다시 저희들은 타락하는 것과 같은 길은 절대로 생명을 걸고라도 갈 수 없다는 결의를 굳혔
습니다.

아무쪼록 거룩한 하나님의 성체를 전수받는 식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실 것을 부탁하옵고 각자가 실체와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성스러운 의식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부부가 일본의 땅
에 이 정도의 수를 중심으로 출발하게 된 것을 생각할 때, 모든 나라가 축복되어지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는 것을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 일본 복귀의 중요한 씨로서 하나님의 뜻에 설 수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할 새로
운 사명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이식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더럽혀진 것을 씻어내리고, 하나님의 실체의 중심으로 서는 데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
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성주식을 거행하겠사오니, 일체를 아버님이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 기
도를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바치옵니다. 아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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