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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 Christ Who Went and Came and Who Will Come and Go for the Sake of Heaven and Earth

Sun Myung Moon
May 23, 1956
Seoul, Korea

2 My Father’s house has many rooms; if that were not so, would I have told you that I am going there to prepare a
place for you? 3 And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back and take you to be with me that you also
may be where I am. 4 You know the way to the place where I am going.” 5 Thomas said to him, “Lord, we don’t know
where you are going, so how can we know the way?” 6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7 If you really know me, you will know[a] my Father as well. From now
on, you do know him and have seen him.” 8 Philip said, “Lord, show us the Father and that will be enough for us.” 9
Jesus answered: “Don’t you know me, Philip, even after I have been among you such a long time? Anyone who has
seen me has seen the Father. How can you say, ‘Show us the Father’? 10 Don’t you believ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at the Father is in me? The words I say to you I do not speak on my own authority. Rather, it is the Father,
living in me, who is doing his work. 11 Believe me when I say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s in me; or at
least believe on the evidence of the works themselves. 12 Very truly I tell you, whoever believes in me will do the
works I have been doing, and they will do even greater things than these, because I am going to the Father.
John 14:2-12

Prayer 1
These young children have come before the Father’s knees seeking a way to gain new life, so Father, please
receive them. We know that You have told us before that we are more precious than the whole universe. Since
many people have gathered before this altar out of a desperate desire for life, Father, please allow those who have
gathered here to represent the glory of the Father and to fathom the concerns and worries of the Father for the altar
of happiness. I pray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hat this hour can be the time when they can deeply feel Your heart.

We know that You have no choice but to believe in us, who are so unworthy and we know that You have no choice
but to rely on us to bring on the new history. Please forgive us, we who have failed to be trustworthy even when we
knew that Heaven had no choice but to trust us and put us in positions of responsibility

We could not even bear the responsibility to become those whom You could rely on, so Father, I pray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hat You will forgive us in this hour. I pray most earnestly that You can accept us now as
offerings who believe in the Father who, depending on the Father, will be able to forsake even our lives and to offer
them to You sincerely. Father, from among so many people, You have called upon us who are so inadequate, so
please be in charge and embrace us with Your love of compassion.

Please lead us to offer all of our minds and bodies to the Father in this hour and to understand the Father’s heart of
concern. I pray from the bottom of my heart, Father, that You will allow us to become the children who can take on
and bring to fruition the one wish of Yours that You seek from us. When we see that Your heart breaking situation
and grief of 6,000 years of human history are continuing even today we would like to beg Your forgiveness for the
fact that we are the ones who are perpetuating the grief of our Father.

I pray from the bottom of my heart, beloved Father, that You will consider these people as the embodiment of the
ideology and life of our Father and as the root of life in whom You can find joy. Please consider the children gathered
here with sympathy. Father, I pray earnestly that You will lead them to pour out all of their hearts and to prais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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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of the Father as exemplary children whom You have placed before the millions of saints, and to become the
offering. Please govern over us, for we have entrusted everything to You. I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Amen.

Prayer 2
Father! In this hour bowing down before Your knees, hoping for the blessings of Your lofty and great love, are
children who have been bearing their own cross and have been walking the thorny path headed toward Heaven
even when they found themselves in lonely environments. Father, please come to them personally and embrace
them with love, comfort their fatigued hearts, and revive their desiccated spirits.

If Father does not personally grab hold of us, where else can we go? We are pitiful children, so Father, please dwell
with us personally and guide our paths personally and help us to become children who can dash toward the cause
You desire. Please personally govern over the bodies and minds of the children who have gathered here now and
since they have offered their hearts to you, Father, please bring on a new history and come to us with a
compassionate heart.

Father! A steep and rugged path lies before us, so we pray sincerely that You will hold onto us personally and grant
us the strength that can carry us through the road of death. Please embrace the ignorant ones who are just watching
from the sidelines now and please instill in them the audacity to dash forward to realize the will of Heaven. Please
help them to march forward as the chosen children and brave soldiers of Heaven.

The apostles who bear the responsibility to awaken all the children who are fast asleep and to lead them to God
have gathered here, so please help them so that they can fully carry out the missions they have taken on. I pray that
You will help them become children who stand on a level higher than any other saints of the past and to love even
Satan.

Help them to become children who respond to Your call and walk the right path. Lead them not to fall into the
accusation and ridicule of Satan. Please help them not to become ignorant ones who interpret the heavenly laws
centering on themselves. Please help them become children who can reveal the glory of the Father and increase the
Father’s blessings on the earth.

Grant special blessing upon all the children who have gathered here in this hour in Your name, and please ignite the
fire of life everywhere the worship service is offered so that they can come to understand the new dispensation of the
last days. I pray earnestly that You will gather children who can multiply the glory of the Father on this earth.

How many children are there who are calling out to You, Father, building a hidden altar and seeking desperately for
the way of Heaven’s will at this hour? The mission of finding these people also lies on the shoulders of the children
who have gathered here, so Father, please give them the ability to fulfill that mission, and please gather all the
children personally. Please let the day come quickly when we can raise high Your great and glorious will. We have
the mission to find and raise before You the 2.4 billion people of this earth who are fast asleep. So, Father, please
bring the fire of life and grant the miracle of resurrection to every place we confidently proceed with the words that
You have given us, so that we can unveil the happiness and glory of the Father in this land.

Please give us the unshakable faith to believe that the responsibility lies with us to liberate the desperate heart of
Jesus, who has been working strenuously for the sake of humanity for thousands of years, and to remove the grief of
Jesus who appeals to the Father on our behalf. Please lead us not to abandon the standard of Heaven before we
fulfill all of our responsibility as men. Allow us to become children with whom only Heaven relates. Father; please
dwell in this place now and help us become children who complete their responsibility and receive the blessings of
Heaven.

Please help us not to forsake the missions we have taken up and raise us as capable children whom the Father can
love, children who can reveal the glory of the Father until the last day, so that there will not remain any surviving
grudge. Personally embrace those children who build a lonely altar in difficult circumstances and call out to You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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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l. Father, please work with them so that there will come forward many children of Heaven who can support the
Heavenly will.

Father, please grant miraculous works personally in this hour. Please bless us so that we can return to our missions
after receiving the words of life with which we can walk the eternal course.

Please be with us until the last moment of this hour so that when the children who have gathered here go back, they
can bring with them the beautiful spirit and great blessing of Heaven, so that as they go back they can offer praises
to the Father. I pray all these things in the name of the most beloved Lord. Amen.

Prayer 3
Father! Please allow us to understand Jesus, who had to leave the disciples he loved and go to the eternal world by
passing through the cross. Let this hour be an opportunity when we can deeply feel the heart of Jesus Christ. He
gathered his beloved disciples, who had followed him through all the happy as well as the sad moments for three
years, and with a heart of concern, made a desperate request.

I pray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hat we can become beloved children who cultivate a sensitive and responsive
mind by fathoming with our minds and by experiencing with our bodies, so that we can move in oneness with His
will and offer ourselves as humble sacrifices. Please allow us to feel the heart of Jesus, who knew that many who
had followed had fallen away and that only the twelve disciples remained; who sensed that even in such
circumstances, Judas was shortly going to betray him. I pray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hat we can deeply
experience with our minds and bodies the heart of Jesus when he found that the three years of his public ministry
trusting and working with his followers, had come to such a tragic and lonesome ending.

Father! Please allow us to understand the anxious heart of Jesus who faced the road of death and was having a
direct one-to-one conversation with Heaven. I sincerely hope that we can grow to become objects of comfort by
offering ourselves as living sacrifices, bowing before the Father. Please do not leave us alone but be with us
personally so that this hour of gathering will not add to the grief we had when we came here. I sincerely wish that
Father will take charge of all aspects of our lives. Please let the beloved children understand that Satan is found
everywhere around them, and please lead them not to possess a soft and complacent heart that can cause them to
yield to Satan. Beloved Father; let us have the right attitude toward You in our minds and bodies. Let this hour be
the time when we can possess a spirit of carrying out the mission and building the victorious altar with all of our
hearts and souls. Please remove humanistic mentality and knowledge from our environment. Wishing that the
speaker and the audience can join their hearts into one and become a source of happiness and glory for the Father,
I pray in the name of the loving Lord. Amen.

The position of Adam and Eve in the universe
The topic of the sermon today is “Jesus Who Went and Came and Who Will Go and Come for the Sake of Heaven
and Earth.” I will speak briefly on this topic.

It is an undisputed fact that the reason God created all things in heaven and earth is that He wanted to become
glorious. Consequently, He first created the invisible, angelic world. Then as the symbol of the invisible, substantial
world, He created the visible substantial world. After that, He created Adam and Eve as the center and
representatives of the spirit world and the substantial world.

Adam and Eve should have shared the same fate as heaven and earth, as long as the universe remained
unchanged. In other words, Adam and Eve had the fate to move according to the way that heaven and earth moved.
Accordingly, if Adam and Eve would change, then heaven and earth would also change. If the center of Adam and
Eve were shattered, then the center of the universe would also be undermined. Adam and Eve were created with the
binding condition that if the center of the universe were destroyed, as the result, the center of the Creator would also
be dam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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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Adam and Eve fell, the center of the universe was out of line, and as a result, the center of the Creator was
also put out of line. Consequently, God had to set up another center of heaven and earth, and by having the created
world become harmonized centering on that, He had to make the center of the Creator and the center of the created
things become one and the same, not two. When this can be done, earth will rejoice as heaven is happy and heaven
will rejoice when earth is happy. What is more, both heaven and earth will be eternal, and when heaven is
intoxicated in unlimited love, the earth will also be intoxicated by boundless love.

As long as the fate of the Creator is not off the line, the fate of the created world will remain unchanged. Everything
was ruined because the center of this created world, Adam and Eve, fell and thus everything was not in harmony in
their direction and center. The history of the dispensation purposes to restore all this. Six thousand years of the
history of the dispensation of restoration have passed, and we have arrived at today. God’s dispensation of love
surfaced through many saints and sages. While love was revealed symbolically through them, the substantial
dispensation of love was demonstrated internally and externally through Jesus, who came as the culmination of the
love of the whole. Therefore, his heart represented the center of the invisible world, and his body represented the
center of the visible, substantial world.

Because the Jewish people who should have recognized the identity of Jesus did not know him, God had to send
him down the path of the cross. You have to understand that as a consequence, the whole of heaven and earth has
sunken into darkness.

The purpose of the words and life of Jesus
The only purpose for the coming of Jesus Christ was to establish the eternal, unchanging center of heaven and earth
by cultivating the heart of the Father who created the universe. Jesus came to this earth to establish that center.

Jesus did not speak in order to set up some center for himself. He was not trying to establish the center for some
district of Jerusalem or a village in Israel. He was trying to establish one center that could connect to the center of
the whole spirit world and the center of the Creator. His acts were not merely the acts of an individual. His wishes
were not an individual’s wishes. The battles he engaged in were not fought on the individual level. The goal that he
hoped for was to stand firm as the unchanging center that can embrace the whole universe and all things.
Transcending all things and passing through the invisible world, he then purposed to reach all the way to the position
in which he could represent the heart of God, the Creator. You must understand this.

You must understand the words, life and actions of Jesus who had such wishes. His actions were the embarkation
points to build heaven and earth anew. The words he spoke had the power of recreation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that one will.

You must understand that in the thirty-year preparation period and the three-year course of practice, Jesus spoke
words in order to re-establish the unchanging center of heaven and earth lost at the time of Adam and Eve. Because
the Jewish people did not believe in those words, Jesus, who was supposed to become the center of the spiritual
and physical worlds, succeeded only as the center of the spirit world and failed to become the substantial center of
the physical world.

What did Jesus live for until the time he went over the pass of the cross? First, he toiled and suffered for thirty years
after coming to the earth for the sake of the land but his purpose was not to reap the harvest of his accomplishment
on the earth. The one center, supposed to be realized on the earth by joining the spiritual and physical worlds,
should have been completed within one substantial being, Jesus. Because the spiritual and the physical were split,
the body of Jesus, which was the center of the substantial being, was destroyed. You should know that as a
consequence, because only the spirit of Jesus was consummated in perfection, the 2,000 years of history from the
resurrection until today have been the time when the dispensation of restoration was carried out centering on the
spirit world.

Jesus resurrected after he passed away on the cross. After his resurrection, he worked on the earth for forty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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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he went back to the spirit world. Similarly the fact that Jesus passed away and then resurrected, and after that
ascended again, symbolically demonstrates God’s work of creation.

There is a verse in Genesis,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 first day” (Gen. 1:5) Then there
must be a night. The three-day period that Jesus spent in the tomb corresponds to the night time. The thirty years of
his life was the day time. Jesus worked hard for thirty years to find and raise his disciples. After this toilsome course,
the resurrection was like ushering in a new morning.

The resurrected Jesus tried hard to erect a lantern on this earth, but he could not do it. Although it might seem that
he was resurrected to set up a lantern on the earth, in actuality because he resurrected centering on the spirit world,
he could not remain on the earth but went back to the spirit world. What this signifies is that Jesus, who had ushered
in the day time after passing through the night, greeted the evening again and left for the eternal world.

Jesus had to recognize people who said they did not know him
Then what is left? Night time is what is left. The eternal morning should have come when Jesus came, but because
he passed away a time period equivalent to the evening remained again. The responsibility for the night time was
left unfulfilled by humankind. Because Jesus was forsaken, we have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at.

Just as Jesus completed the responsibility for the night time and established the standard of victory by winning over
Satan on the cross, today countless Christians who remain on the earth have the fate to cross the pass of conflict in
this night time. When you cross the pass of this night time, you will be resurrected by following the example of Jesus,
and together with him will usher in the glorious new morning: the time of the Second Coming. Jesus Christ came to
this earth and lived thirty years of his life for the sake of this earth. Because Jesus came for the sake of this earth
and the people upon it, even if people on the earth oppose him and say that they do not know him, he has to
recognize them.

When Jesus passed through the Garden of Gethsemane and went toward the hill of Calvary even the disciples left
him. When Jesus was hung on the cross, there was not one who said that he knew him. None of the disciples said
that he knew Jesus. Although there was no one who claimed to know Jesus, because he came for the sake of the
earth, he recognized the people on the earth who said that they did not know him. This was done when he
resurrected and went to the shores of the Sea of Galilee looking for the disciples. Likewise, Jesus left a path on the
earth through which men can come to understand. After forty days, he ascended.

Now because Jesus recognized us even when we did not know him, even if we live in a land that does not
acknowledge him, we must recognize him. Consequently during the 2,000 years after Jesus came and left, men
have been seeking him in their hearts. Just as Jesus came to the seashore looking for the disciples, to recompense
for the grace of Jesus, the believers in the faith had to seek the path to Heaven that Jesus went for 2,000 years. This
kind of lifestyle has continued until today. Now then, for what purpose did Jesus go to the kingdom in Heaven?
Because Jesus, who came for the sake of the earth, had to fulfill the will of Heaven even after he went to the spirit
world, he has been working until now for the sake of Heaven’s will.

If Jesus, who came for the sake of the earth, goes to the spirit world and does not establish the standard of having
recognized men after he already set such a standard on the earth, people cannot dwell in the world where they are
not recognized. So, for 2,000 years until today he has been praying before God in order to set the standard of
acknowledgment in the place he was not recognized.

It is written that Jesus prays on the right side of God for the sake of men, yet what kind of prayer is he offering? He is
offering a prayer of blood and sweat. If men on earth say that they know Jesus on the earth, then when Jesus goes
to the spirit world, he will say that he knows them. Similarly unless Jesus changes the situation so that he can say
before God that he knows them, the spirit world that men go to is not acknowledged by the Father. Therefore, ever
since he went to the spirit world up to today Jesus has been praying before God that he knows us. You must
understand thi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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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Jesus comes back after going through this, how will he come? When he comes, he will combine the work on
the earth and the work in heaven and then come. He will come taking on the responsibility for the work on earth and
the work in heaven. Therefore, today we must also walk the same course of suffering as Jesus until the day that
Jesus, who resurrected from the death on the cross and ascended to Heaven, comes again. Moreover, in this time
that corresponds to the morning of resurrection after 2,000 years of night, when Jesus comes back having
established the one center that Heaven welcomes, then you should sense in your heart that Jesus is coming toward
this earth.

Until now our mentality of faith has been such that we have been looking up to Heaven and admiring Jesus. This has
been the motto and standard of our faith.

Today we must adore the Holy Spirit
Now there remains one thing we must adore. What would this be? We must adore the Holy Spirit, who is working for
the sake of the earth. You have to understand this. Many people have been loving Jesus spiritually for 2,000 years
until now but today they must also love the Holy Spirit. We must reflect that we the believers of faith and all of
humanity must do that. Similarly the time has come when we must love the Holy Spirit and perfect the body of the
bride.

Since the Holy Spirit is the bride of God, we must make ourselves up as brides and prepare ourselves to be brides,
and love (the Holy Spirit). When this takes place, Jesus can go to the spirit world and rest. What is more, we are to
create the one center of heaven and earth, and, centering on the earth, we must enter in pursuit.

We who have been longing for the spirit world in our hearts must now love the Holy Spirit, who is working directly
with us. Thus, by loving Jesus, who is the spiritual symbol, and by loving the Holy Spirit, who is the physical symbol,
our mind that longs for spiritual Jesus and our body that yearns for the physical Holy Spirit can become one.
Because of that unity the center of heaven and the center of earth can finally become one within the mind and body
of each of us. When done, Jesus can stand forward representing us, and the Holy Spirit can also stand forward
representing us. We can appear representing the will of Jesus and the Holy Spirit and humanity. You must
understand this.

With what kind of purpose does the Lord then come to the earth? You must create the center of Jesus and the Holy
Spirit within yourself. You who have a living, physical body must follow the example of Jesus and the Holy Spirit,
who symbolize the spirit world and the physical world, and become perfect as the substantial central being that
combines the spiritual and the physical. This central mission is the mission of Jesus and the Holy Spirit. Jesus is
returning to build this one center.

The mission of the followers in the period of the Second Coming
What should we do then in this day and age to support the one providence? We should not merely think about how
Jesus went to the shores of Galilee to look for the disciples he loved. Jesus Christ will not always come looking for
you. Each of you is to become a bride and serve Jesus. Because Jesus and the Holy Spirit are the center of heaven,
you must become the center of the earth by defining a center within you around which your mind and body can
become one. Thereby you establish the one standard based upon which you can be dealt with as one entity. At this
time, you are not just to long for Jesus. Now the Holy Spirit must find a body and we are to look for Jesus on the
earth and serve him in her place. You must find and build one such center.

Jesus, who desires this one center, has put the Holy Spirit forward and toiled for 2,000 years for your sake. Now you
are to return your debt to Jesus. Although Heaven sent Jesus Christ to the earth as the center who represented the
spiritual and the physical and set the standard of completion spiritually you must seek and serve Jesus Christ in
order to bring to conclusion the remaining physical dimension that is not yet complete. If you can accomplish this
fully then in your heart you can attend Jesus, who has been working so strenuously until today.

Humanity must now go before Jesus and take after the mind and body of Jesus, as well as the mind and bod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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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y Spirit. They must then appear before heaven and earth and all things with confidence and become someone
who can be proud before God for having raised up his or her individual self.

You must be able to take pride in yourself before Jesus and the Holy Spirit. What is more, you must be able to be
proud of yourself before the apostles. By doing so, you can go before the Father and declare with pride, “Father, You
who have worked arduously until now for 6,000 years! I am going to subjugate Satan, the enemy for 6,000 years,
with my own hands. So Father, please trust in me and do not worry about Satan anymore.”

Moreover, you should have the attitude, “I have eradicated the grief caused by sin and evil, which has soaked all the
gardens of created beings. So Father, please let this extricate all the lamentations bound tightly in heaven and
earth.”

God could not rear and love His beloved children for 6,000 years. Although God wants to love us, He cannot
sincerely elevate and love us. Although Jesus and the Holy Spirit can come to us and love us, God cannot love us
until we believe in the words.

The responsibility of those who believe
For this reason, we today must represent Jesus. Erecting the one center, we must confidently pronounce, “Dear
Father! I will be responsible for all the sins and grievances of men on earth. Father, You who have longed for a
chance to love humankind for 6,000 years, please love me with the original love at the time of the creation.” You
must go before the Father yourself and say courageously “Father! Please love me. Father! Please love me.” God’s
will behind the creation of heaven and earth can be realized in you through Jesus Christ only when this is done.

Jesus came for the sake of the earth and labored for the sake of Heaven. You must represent the whole world of
creation and the unlimited spirit world and stand confidently as their central figure before Jesus, who has toiled for
the sake of heaven and appeared as the center of heaven and earth. Only after you do that can you take part in the
world where Jesus will bring the bliss of heaven and earth. Then God, Jesus, the Holy Spirit and you can come
together and live in the world of happiness. You must not forget this.

Prayer 4
Father of love! When we look at the 6,000 years of history broadly it was night time until now. We are at the threshold
of the morning that is now appearing, admiring the sight of daybreak.

When we look at it from a broad perspective, we are now on the verge of leaving the night behind us and entering
the morning hour. Today when we must greet the morning time, I have briefly spoken about how we must pass
through the dark night to prepare for the blessing of resurrection; how we must focus our hearts on Jesus who dwells
in Heaven, and be the substitute body for Jesus who is concerned about the earth. Then we must become one with
the Holy Spirit who has come to establish the physical center. Having done these things, we must then attend Jesus
in that center to establish the spiritual center. Only after that can we be elevated as the one center that embodies the
original heart of the Father who created heaven and earth.

Are we living only for the sake of the earth? I know that such a life is only half of what it should be. Are we living only
for the spirit? This, too, only constitutes a half.

Until now we have lived a life in which we followed Jesus in order to climb up. From now on, please allow us to come
down together and love the Holy Spirit in order to realize the hope of Jesus for the perfection of the bride. Please
lead us to love the Holy Spirit’s spirit and nature as a bride and let her grace and virtue become a part of our minds
and bodies. In place of Jesus being unable to consummate the physical plane, please allow us to stand as perfected
beings with the help of the Holy Spirit and elevate us as the one central figure who can represent the whole ideology
of creation. Based on this please allow us to boast before all things as the original center of heaven and the center
of the heart that is connected to heaven, earth and the center of the Creator. Please raise us up as the center of the
garden of creation so that we can attain the position of a son who can say “I have the confidence to move the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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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ove hidden for 6,000 years, so Father, please love me.”

The toilsome history has continued until today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this, so Father, I earnestly wish and desire
that You will allow us to stand as the object of love who believes in the calling of the Father. I pray that You will put us
in the position of children who can look down upon the creation from the same position as You and be Your pride
before the creation. Let the words that these beloved children of Yours have participated in during this hour become
a part of their minds and bodies so they can stand as the center of life. Let them represent the truth and the center of
the created world and the Creator so that wherever they go, they can be flawless and not lose sight of the center.
Father, I pray sincerely that even when the night falls upon them, let their hearts dwell in the day. No matter when or
where the Lord, the Holy Spirit, or the Father appears before them, let them remain faultless and fully prepared.

I now conclude my speech, so please be with them forever in the course of their lives. I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Amen.

하늘 땅을 위하여 가고 오시고, 가고 오실 예수
1956.05.23 (수), 한국 전본부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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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땅을 위하여 가고 오시고, 가고 오실 예수
요한복음 14:2-12

[기 도(Ⅰ)]

어린 자녀들, 다시 살 길을 찾아 아버지의 무릎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우주보다 귀하
다고 말씀해 주셨음을 알고 있사옵니다. 많은 무리가 생명이 갈급하여 이 성단 앞에 모였사오니, 아버님, 모인 이 무
리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대신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기쁨의 제단을 대신하여 아버지의 심려와 걱정을 알 수 있으
며, 아버지의 심정을 체휼할 수 있는 이 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것들을 대하여 믿으시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사옵고, 보잘것없는 것
들을 의지하고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오늘날까지 하늘이 저희를 믿
어야 할, 믿고 세우셔야 할 입장에 계심을 알면서도 아버님이 저희들을 믿어주실 수 있게 해드리지 못한 과거의 허물
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의지가 돼 드려야 할 책임도 감당치 못한 저희 인간들이었사오니, 아버님, 이 시간 용납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
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의지하여 내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으며 내 생애까지도 아버님께 솔직히
내어 놓을 수 있는, 아버지께서 취하시기에 합당한 제물로서 이 시간 받아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님이여,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불러 주셨사오니, 맡으시어서 아버님의 긍휼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님께 이 시간 있는 몸 마음 다 바쳐 드리고, 아버님의 염려하시는 마음을 체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님
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의 소원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아버
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6천년 동안 맺혀져 온 애달픈 당신의 사정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고, 당신의 탄식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역
사를 살펴보게 될 때, 오늘도 저희 자체들이 아버님의 탄식의 근원이 되어 있음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생명과 바라는 이념의 실체들로서 삼아 주시옵고, 아버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생명의 뿌리로서 삼아 주시옵
기를, 사랑하는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여기에 모인 자녀들을 긍휼히 보시옵고, 이 시간 있는 정성을 다 드려 아버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천천만 성도들
앞에 세우신 자녀들로서 부끄럼이 없는 생축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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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맡기었사오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아뢰었사옵나이다. 아멘.

1-60
기 도(Ⅱ)
아버님! 외로운 환경 가운데서도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늘을 향한 험한 길을 걷고 있던 자녀들이 이 시간도 아
버지의 무릎 앞에 모여 아버지의 크고 높으신 사랑의 은사를 바라고 엎드렸사오니, 아버지시여, 친히 찾아오셔서 사
랑으로 품어 주시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메마른 심령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저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저희들이 갈 곳이 어디 있사옵니까? 불쌍한 자녀들이오니, 아버지,
친히 같이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께서 지향하시는 뜻을 향하여 일로 매진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인 자녀들의 몸 마음을 아버지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고, 각자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내어 놓았사오니, 아버
지,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대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자신이 과거에 행동한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내어 놓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아버지의 크신 사랑의 역
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크신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님! 저희 앞에는 아직도 험준한 길이 남아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사 모든 죽음의 길을 걷고도 남
을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바라보고만 있는 어리석은 자녀들을 품어 주시사 오직 하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로 매진할 수 있는 용맹을 허
락해 주시옵고, 부름받은 하늘의 자녀로서, 하늘의 용사로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
옵나이다.

잠자는 모든 자녀들을 일으켜 아버지 앞에 인도해야 할 책임을 진 성도들이 모였사오니 이들이 짊어진 사명을 다하기
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과거의 어떠한 성도들보다도 가일층 높을 수 있는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고, 사탄
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의 붙드심에 응하여 합당한 걸음을 걷는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고,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는 자녀들 되지 말
게 도와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자신을 중심삼고 천륜을 헤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도와 주시
옵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내어 이 땅 위에 아버지의 은사를 높일 수 있는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
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한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고, 예배를 드리는 방방곡곡
마다 생명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사 끝날의 새로운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 위에 아버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자녀들을 어서 속히 불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를 부르고 숨은 제단을 쌓으며 뜻길을 찾아 갈망하는 자녀들이얼마나 있사옵니까? 이들을 찾아야
할 사명도 이 자리에 모인 자녀들이 짊어지고 있사오니, 아버지시여, 그러한 사명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
시옵고, 모든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불러 모아 주시옵고, 저희들이 아버지의 크신 영광의 뜻을 높여 드릴 수 있는 날이
어서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잠자고 있는 24억 인류를 아버지 앞에 찾아 세워야 할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사오니, 아버지시여, 저희들에게 주신 말
씀을 가지고 자신있게 나아갈 때에 곳곳마다 생명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옵고,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사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높일 수 있는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날까지 수천년 동안 이 땅의 인류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간곡한 심정과 우리를 위해 아버지 앞에
호소하시는 그리스도의 탄식을 해원해야 할 책임이 저희에게 있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해야할 책임을 다하기 전에 하늘의 기준을 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하늘만이 대해 주실 수 있는 자
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고, 책임을 다하여 하늘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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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짊어진 사명을 다시 땅에 버리는 자녀들 되지 말게 도와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끝까지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의 사랑하는 자녀, 능력의 자녀로 세워 주시사 여한이 없게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외로운 제단을 쌓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며 호소하는 자녀들을, 아버님, 친히 품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훌륭히 뜻을 받들어 나올 수 있는 하늘의 자녀들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님, 이 시간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영생의 노정을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은
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사 이 자리에 모인 자녀들이 돌아갈 때에는 아름다운 심령을 갖고 하늘의 크신 은사를
받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찬송하며 돌아갈 수 있는 자녀들로 다듬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에, 이 모
든 말씀 사랑하시는 주의 이름을 받들어 아뢰었사옵나이다. 아멘.

1-63
기 도(Ⅲ)
아버님!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십자가의 고개를 넘어 영원한 세계로 가야하는 예수님의 심정을 알게 해 주시
고, 3년 동안 희노애락을 같이하며 따르던 사랑하는 제자들을 당신의 무릎 앞에 모아 놓고 염려하시며 간곡히 부탁하
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체휼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헤아리고 몸으로 체휼하여 그에 응할 수 있는 마음이 하늘에 사무치고 땅 위의 인간을 움직여 그의 마음이
동하면 같이 동하고, 하나의 뜻을 대하여 겸손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고해와 같은 처지에서 따르던 수많은 무리는 다 떨어지고 12사도만 남았으나 그 가운데서도 오래지 않아 자신을 배
반할 유다가 있다는 것을 느끼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저희들이 체휼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믿
고 역사하였던 3년 공생애의 노정이 이렇듯 쓸쓸한 환경으로 남아졌을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오늘날 저희들
이 몸 마음으로 체휼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님! 십자가의 죽음길을 앞에 놓고 하늘과 일문일답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애달픈 심정을 오늘날 저희들이 체휼
하게 해 주시사, 아버지 앞에 엎드린 산 제물로서 그의 마음에 위로의 상대가 될 수 있는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저희들만을 남기지 마시옵고 아버지 친히 같이하여 주셔서 모였던 이 한 시간 찾아왔던 발걸음이 탄식을 자아내
는 걸음이 되지 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생의 모든 것을 아버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
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부디 사탄이 주위에 널려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사탄에게 양도하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자녀들 되지 말게 허락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올바른 몸 마음을 갖게 해 주시고, 사명감을 갖고 지성
과 성심을 다하여 승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인간적인 인식과 인간적인 관념을 저희들 주위의 환경 가운데서 제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의 마음과 받는 자의 마음
이 하나로 화하여 아버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랑하시는 주의 이름
으로 기도하였사옵니다. 아멘.

1-64
말 씀
오늘 드리려 하는 말씀은 ‘하늘 땅을 위하여 가고 오시고 가고 오실 예수’ 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드리
겠습니다.

1-64
천주에 있어서의 아담 해와의 위치

10/16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였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먼저 무형의 천사세계를 창조하셨고, 다음으로 무형실체세계의 표상으로 유형실체세계를 창조 하셨습니다. 그
리고 영계와 실체세계의 중심이자 대표로 아담 해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아담 해와는 천지가 변치 않는 이상 천지와 운명을 같이해야 했었습니다. 즉, 천지가 움직이는대로 같이 움직여야
할 운명을 가졌던 아담 해와였습니다. 그래서 아담 해와가 변하면 천지도 변하는 것이요, 아담 해와의 중심이 흩어지
면 온 천지의 중심도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천주의 중심이 흩어지면 창조주의 중심도 흩어지는 필연적인 조
건을 갖고 지음받은 아담 해와였습니다.

이런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천주의 중심이 어긋났고, 천주의 중심이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의 중심
도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 땅의 중심을 다시 세워서 피조세계로 하여금 그 올바른 중심
에 화하게 하여 창조주의 중심과 창조된 피조물의 중심이 둘이 아닌 하나가 되게 하셔야 하는 입장에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하늘이 기쁘면 땅도 기쁘고 땅이 기쁘면 하늘도 기쁘게 되는 것이요, 하늘이 영원하매 땅도 영원하
며, 하늘이 무한지경의 기쁨에 잠기시면 땅도 무한지경의 기쁨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의 운명이 그릇되지 않는 이상 피조세계의 운명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조세계의 중심인 아담 해
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만사는 흐트러졌고, 만사는 방향과 중심이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역사가 복귀섭리역사요, 복귀섭리역사를 거듭하며 기나긴 6천년의 세월을 경과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는 수많은 선지선열들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선지선열들을 통해 상징적으로 사랑
을 나타낸 동시에 그 전체적인 사랑의 결정체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실증적인 섭리의 사랑을 내적 외적
으로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무형세계의 중심을 대신했고, 그의 몸은 유형실체세계의 중심을 대표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이심을 알아야 할 이스라엘민족이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온 하늘 땅이
어둠에 잠겼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1-65
예수님의 말씀과 실천생활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단 하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시던 아버지의 심정을 갖추어서 하늘 땅에 변
치 않는 영원한 중심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중심을 세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한 것은 자기의 어떤 중심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떤 동리나 이스라
엘의 한 고을의 부분적인 중심을 세우려 한 것이 아니요, 전체 영계의 중심, 창조주의 중심에까지 연할 수 있는 하나
의 중심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행동 또한 일개인의 행동이 아니었고, 그의 소망도 일개인의 소망이 아니었으며, 그가 싸우는 것도 일개인에서
그쳐지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소망하는 목표는 온 천지 만물 전체를 품을 수 있는 불변의 중심으로 서서, 만물
을 넘고 넘어 무형세계를 거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었음을 여러분이 알아
야 되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적인 행동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의 행동은 하늘 땅을 새로이 건설하는 출발로서의 행동이었으며, 그가 하신 말씀은 그 하나의 뜻을 성
사시키기 위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30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3년 실천생애노정에서 아담 해와 때에 잃어버렸던 하늘 땅의 불변의 중심을 다시 세우기 위
해 말씀했으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민족들이 믿지 못한 연고로 영계와 육계의 중심으로 세워져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영계의 중심으로만 세워졌고, 실체적인 육신세계의 중심으로는 세움받지 못하고 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개를 넘을 때까지 무엇을 위하여 사셨던가? 이 땅에 오셔서 30여 평생 무엇을 위하여 수
고했느냐 하면 일차적으로는 땅을 위해 수고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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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땅을 위해 수고한 그의 공적으로 말미암아 땅 위에서 거두시고자 했던 목적이 이루어지고, 영육을 합하여 땅
위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의 중심이 하나의 실체에서 완결지어져야 할 것이었는데, 영과 육이 갈라 지게 됨으로 말미
암아 땅 위에서 이루어야 할 실체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해침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세계를
대표하여 예수님의 영만이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부활 이후 오늘날까지 2천년의 역사는 영계 중심으로 복귀섭리를 한
기간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서 활동하신 후에 또 다시 영계로 가셨
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승천하신 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날이니라(창1:5)”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밤시간이 있는 것입
니다. 예수님의 무덤 3일기간은 바로 밤 시간과 같은 기간입니다. 30여 평생은 낮 시간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
기 위하여 30여 평생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고의 과정을 거친 후에 부활하신 것은 밤을 지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 것
과 같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땅 위에 등불을 세우기 위해 수고하셨으나, 땅 위에 등불을 세우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땅 위에 등
불을 세우기 위해 부활하신 것 같으나 실상은 영계의 중심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땅 위에 계시지
못하시고 다시 영계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밤 기간을 지나 낮 기간을 맞이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저녁을 맞아 영원한 세계로 가버리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67
‘모른다’하는 인간들을 ‘안다’고 해야 했던 예수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냐? 남은 것이 무엇이냐하면, 밤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아
침이 되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저녁과 같은 기간이 남아지게 되었으니 이 밤 기
간을 책임져야 할 책임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준 연고로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
는 것입니다.

이 밤 기간의 책임을 완결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상에서 사탄을 이긴 승리의 기준을 세우셨듯이 오늘날 이 땅
에 남아진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밤 기간의 싸움의 고개를 넘어야 할 운명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밤 기간의 고개를 넘어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를 본받아 부활하여 그와 더불어 새아침의 영광을 누리는 시대
가 뭐냐 하면, 소망의 재림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30여 평생 이 땅을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을 위하여 땅의 이 인류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땅 위에 있는 인간들은 반대할지라도, 땅 위의 인간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안다’하는 입장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 갈보리 산상에까지 나갈 때에 따르고 있던 제자들까지 예수를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를 ‘안다’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한 제자도 예수를 ‘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
이 ‘안다’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나 땅을 위하며 예수님은 오셨기 때문에 ‘모른다’하는 땅 위의 인간들을 대하여
‘안다’하는 입장을 세우셨으니, 부활하셔서 갈릴리 해변가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땅 위의 인간들이 알 수 있는 하나의 길을 남겨 놓고 40일 후에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우리가 ‘모른다’ 하는 입장에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다’하는 입장에 계셨으므로, 예
수님을 몰라보는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안다’하는 입장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왔다 가신 이후 2천년 동안 인간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갈
릴리 해변가로 예수가 사도들을 찾아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찾아 주신 예수님의 그 은사에 보답하기 위해서 신앙자
들도 2천년 동안 예수가 가신 하늘을 향하여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오늘날까지 2천년 동
안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하늘나라에 가셨던고. 땅을 위하여 오셨던 예수님이 이루어야 할 것은 하늘의 뜻
이기에 영계에 가셔서도 하늘의 뜻을 위하여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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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위하여 오셨던 예수께서 땅 위에 ‘안다’하는 기준을 세워 놓으시고도 영계에 가셔서, 즉 무형세계에 가셔서 ‘안
다’하는 기준을 세워 놓지 않으면 인간들이 ‘안다’하는 세계에 머물 수 없겠기에, 오늘날까지 2천년 동안 영계에서 여
러분이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안다’ 하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피땀어린 기도
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예수께서 영계에 가셔서 그들을 안다고 하시는 것
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안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인간들이 갈 수 있는 영계가 아버지 앞
에서 인정되지 않겠기에, 예수님은 오늘날까지 영계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안다’하는 수고의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거친 이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떻게 오실 것인가? 오실 때에는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합해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대신 책임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여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이 넘으셨던 고개를 따라서 넘지 않
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2천년의 밤 기간을 거쳐 부활의 아침에 해당하는 이때에 있어서 가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환영하는 하나의 중심을
세워 가지고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땅을 향하여 오시는 것을 마음으로 느껴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 형태는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모해 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의 우리들
의 신앙의 모토요 표준이었습니다.

1-67
‘모른다’하는 인간들을 ‘안다’고 해야 했던 예수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냐? 남은 것이 무엇이냐하면, 밤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아
침이 되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저녁과 같은 기간이 남아지게 되었으니 이 밤 기
간을 책임져야 할 책임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준 연고로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
는 것입니다.

이 밤 기간의 책임을 완결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상에서 사탄을 이긴 승리의 기준을 세우셨듯이 오늘날 이 땅
에 남아진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밤 기간의 싸움의 고개를 넘어야 할 운명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밤 기간의 고개를 넘어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를 본받아 부활하여 그와 더불어 새아침의 영광을 누리는 시대
가 뭐냐 하면, 소망의 재림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30여 평생 이 땅을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을 위하여 땅의 이 인류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땅 위에 있는 인간들은 반대할지라도, 땅 위의 인간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안다’하는 입장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 갈보리 산상에까지 나갈 때에 따르고 있던 제자들까지 예수를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를 ‘안다’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한 제자도 예수를 ‘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
이 ‘안다’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나 땅을 위하며 예수님은 오셨기 때문에 ‘모른다’하는 땅 위의 인간들을 대하여
‘안다’하는 입장을 세우셨으니, 부활하셔서 갈릴리 해변가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땅 위의 인간들이 알 수 있는 하나의 길을 남겨 놓고 40일 후에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우리가 ‘모른다’ 하는 입장에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다’하는 입장에 계셨으므로, 예
수님을 몰라보는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안다’하는 입장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왔다 가신 이후 2천년 동안 인간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갈
릴리 해변가로 예수가 사도들을 찾아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찾아 주신 예수님의 그 은사에 보답하기 위해서 신앙자
들도 2천년 동안 예수가 가신 하늘을 향하여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오늘날까지 2천년 동
안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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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하늘나라에 가셨던고. 땅을 위하여 오셨던 예수님이 이루어야 할 것은 하늘의 뜻
이기에 영계에 가셔서도 하늘의 뜻을 위하여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땅을 위하여 오셨던 예수께서 땅 위에 ‘안다’하는 기준을 세워 놓으시고도 영계에 가셔서, 즉 무형세계에 가셔서 ‘안
다’하는 기준을 세워 놓지 않으면 인간들이 ‘안다’하는 세계에 머물 수 없겠기에, 오늘날까지 2천년 동안 영계에서 여
러분이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안다’ 하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피땀어린 기도
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예수께서 영계에 가셔서 그들을 안다고 하시는 것
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안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인간들이 갈 수 있는 영계가 아버지 앞
에서 인정되지 않겠기에, 예수님은 오늘날까지 영계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안다’하는 수고의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거친 이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떻게 오실 것인가? 오실 때에는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합해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대신 책임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여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이 넘으셨던 고개를 따라서 넘지 않
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2천년의 밤 기간을 거쳐 부활의 아침에 해당하는 이때에 있어서 가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환영하는 하나의 중심을
세워 가지고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땅을 향하여 오시는 것을 마음으로 느껴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 형태는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모해 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의 우리들
의 신앙의 모토요 표준이었습니다.

1-69
성신을 사모해야 할 오늘날
이제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하나의 일이 남아 있나니 그 일이 무엇이뇨? 우리는 땅을 위하여 대신 일하고 있는 성신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2천년 동안 영적으
로 사모해 왔으나 오늘날은 성신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성도들이요 우리 인류라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신을 사모해야 할 시대가 왔고, 신부의 몸을 완성해야할 때가 왔습니다.

성신은 신부의 신이시므로 신부의 모양을 갖추고 신부의 형체를 이루어 우리는 사모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계에 가셔서 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땅에 하나의 중심을 세워 가지고 다시 우
리들이 이 땅을 중심삼고 찾아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영계를 사모하던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들에게 역사하시는 성신을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상징인 예수님을 사모하고, 육적인 상징인 성신을 사모하여 우리 한 개체에서 영적인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과 육적인 성신을 사모하는 몸이 하나됨으로 말미 암아 비로소 하늘의 중심과 땅의 중심이 내 한 마음 몸에서 합
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나를 대신하여 설 수 있고 성신도 나를 대신하여 설 수
있으며, 나는 그 가운데서 예수와 성신의 뜻을 대신하여 만민을 대표하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 위에 오셔야 할 주는 어떤 뜻을 갖고 오실 것이냐. 여러분은 예수님과 성신의 그 중심을 여러분 자
체에 이루어 놓아야 합니다. 산 육체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영계를 상징하고 육계를 상징한 예수와 성신을 본받아
영육을 합한 하나의 실체의 중심체로서 완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체 창조의 이념이 여러분 하나에
서 완결 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의 중심의 사명이 예수와 성신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중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 하시는 것입니다.

1-70
재림시대 성도들이 해야 할 일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이 하나의 뜻을 받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해변가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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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시던 것을 생각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언제나 찾아주시는 것
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의 신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하겠습니다.

예수와 성신은 하늘의 중심이므로 여러분은 몸 마음이 하나될 수 있는 중심을 갖춤으로써 땅의 중심이 되어 하나로서
대할 수 있는 이 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언제나 예수님을 사모만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
니다. 이제는 성신의 체를 갖추어 가지고 우리 한개체들이 예수님을 땅 위에서 대신 찾아모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
니다. 이런 하나의 중심을 여러분이 찾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중심을 소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하여 성신을 세워서 오늘날까지 2천년 동안 수고해 오셨
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수고에 보답해야 하겠습니다. 하늘이 영과 육을 대표한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적으로만 완성되었다는 기준을 세우셨지만,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모셔서 이 남겨진 육
의 미완성한 부분을 완결지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신에서 그것을 완결지으면 오늘날까지 수고해 오신 예수 그리
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이제 예수님 앞으로 찾아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닮고, 성신의 마
음을 닮고 성신의 몸을 닮아서 온 천지 만물 앞에 자신있게 나타나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한개체를 세워 자랑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성신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엔 사도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내가 되
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앞에 나서서, ‘지금까지 6천년 동안 수고하신 아버지시여! 6천년 동안 원수였던 사
탄을 내 일신에서 굴복시키겠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나로 말미암아 사탄에 대한 염려를 놓으소서’라고
자신있게 외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온 피조의 동산에 사무쳐 있는 죄악의 탄식이 나로 말미암아 다 물러갔사오니, 아버지여 ! 하늘 땅에 사
무친 탄식을 이것으로써 해원하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 딸을 세우시어서 한번도 사랑하시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진심으로 우리 자체를 찾아 세워 사랑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성신은 우리를 찾아와서 사랑하실 수 있으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 전에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
니다.

1-71
믿는 자의 책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의 중심을 갖추어서 ‘아바 아버지시여 ! 오늘날 이 땅
의 인간들의 모든 죄와 탄식을 내가 책임지겠사오니, 6천년 동안 인간들을 사랑해 주고 싶으셨던 아버지시여 ! 이제
비로소 창조본연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버
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시여 ! 나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 나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늘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 여러분 자체
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믿는 자의 책임이란 것은….

예수님은 이 땅을 위해서 오셔서 하늘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늘을 위하여 수고하신 예수, 하늘 땅의 중
심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피조세계를 대신하여, 무한한 영계를 대신한 중심존재로 당당코 설 수 있는
존재라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땅의 기쁨을 갖고 나타나시는 영광의 세계에 참석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신
과 여러분이 합하여 기쁨의 세계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1-72
기 도
사랑의 아버님이여 ! 6천년 역사를 볼 때, 크게 보면 지금 까지는 밤 기간이었고, 이제 나타나야 할 아침의 여명을 흠
모하는 찰나에 저희들은 처해 있사옵니다.

크게 보면 밤기간을 넘어 이제 아침이 당도할 시점에 머물러 있사오며, 전체적인 아침 기간을 맞이해야 할 오늘,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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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있어서는 어두운 밤기간을 지나서 부활의 은사를 갖추어야 하고, 하늘에 가 계신 예수 앞에 마음을 두어 다시
오실 바의 마음을 따라, 땅을 생각하시는 예수를 대해 저희들이 대신 체를 갖춤으로써 찾아 주시는 성신과 일체를 이
루어 육적인 중심을 이루고, 그리하여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어서 영적인 중심을 이루어야 하늘 땅을 창조
하신 아버지의 본연의 심정을 갖춘 하나의 중심존재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잠깐 말씀했사옵나이다.

지금 저희가 땅만을 위해 살고 있나이까? 이는 반쪽밖에 되지 못하는 삶임을 아옵니다. 아니면 영만을 위하여 저희들
이 살고 있나이까? 이도 반밖에 되지 못하는 것을 아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예수를 따라 올라가는 생활을 하였으나, 이제는 따라 내려와 성신을 사모하여 일체적인 신부로
완성되기를 바라시는 예수의 소망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성신의 신부의 품성을 사모하여 그의 심성이,
그의 덕성이 마음 몸에 화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서 육적으로 완성하지 못한 것을 성신의 역사로, 성신
의 협조로, 완성한 존재로 서서 창조의 이념 전체를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중심존재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본연의 중심으로서 하늘 땅을 통한, 창조주의 중심을 통한 마음의 중심으로서 온 피조만물 앞에 자
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온 피조동산의 중심으로 세워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감추었던 6천년
의 사랑의 심정을 나홀로 돌릴 수 있는 자신이 있사오니, 아버님이여 ! 사랑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있 는 아들의 자
리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

오늘날까지 이를 이루기 위하여 수고의 역사를 거치셨사오니, 수고의 역사를 거쳐 나오시던 아버지의 수고 앞에 부르
심을 믿고, 세우심을 믿고, 찾으심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서서, 이제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던 자리에 서서 만
물을 바라볼 수 있는 자녀의 입장에 세워 주시고, 만물 대하여 아버지께서 친히 자랑하실 수 있는 자체로 세워 주시옵
시길,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 시간 참석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잠깐 동안 들은 말씀이 마음 몸에 화하여 생명의 중심으로 설 수 있게 해 주
시옵고, 나 하나가 진리를 대신하고 피조세계와 창조주의 중심을 대신하여 어디에 가든지 흠이 없고, 어디가든지 중
심을 잃지 않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밤이 될지라도 마음만은 낮에 거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주께
서 임하고, 성신이 찾아오고, 아버지께서 현현하실지라도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어느
시기에 임하시더라도 준비를 완결한 자녀로 세워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부탁하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말씀 마치겠사오니 이들의 생애노정에 길이길이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써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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