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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hen they gathered around him and asked him, “Lord, are you at this time going to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7 He said to them: “It is not for you to know the times or dates the Father has set by his own authority. 8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9 After he said this, he was taken up before their very eyes, and a cloud hid
him from their sight. 10 They were looking intently up into the sky as he was going, when suddenly two men dressed
in white stood beside them. 11 “Men of Galilee,” they said, “why do you stand here looking into the sky? This same
Jesus, who has been taken from you into heaven, will come back in the same way you have seen him go into
heaven.”
Acts 1:6-11

Prayer
Father of love! After three days of being protected in the bosom of Your love, many children have gathered here
again this evening to humble their minds and bodies and offer a bow. Please let Your glory fall upon their heads.
Please let the loving hands of the Father, who has been patient in His dispensation, be present with them and guide
them so that they can provoke in humankind a compelling urge to follow them. Let Your hands inspire them to
meekly lie prostrate and bow before the Father.

Father, we have received Your permission to live inside Your bosom for three days, but we know that our minds and
bodies often stepped out of the permitted boundaries. Because we are full of faults, we have set the condition for
accusations from Satan. With Your power of love, loving Father, please impede those conditions and remove them
with Your powerful hands.

Father, I hope and desire that You will lead us to have desperate minds and bodies, and that in this moment, You
will allow us to be intoxicated in the love that has been locked up in Heaven. Guide us to be offered as the sacrifice
in which Heaven can delight.

Please make the minds and bodies of all the children who have gathered here become the sacrifice on the altar that
the Father can be happy about, to become children You can accept. By doing so, please allow this to be an
opportunity when we can digest all of Your words of advice and command.

Please govern over us so that there will not be even one person among us who is reluctant to receive the Father’s
advice and grace of love. Make this a precious time when the whole congregation can represent the heart of the
Father and become one based on one heart and one joy.

Father, these who have come before Your solemn presence must have some personal ordeals. Please penetrate
into them with Your fiery eyes so that they can overcome them. By inspiring peaceful and grateful hearts in them,
please lead them to understand the substantial presence of the Father. In this way, please allow the manifestation of
impressive works that can expose their lacks as they are and bring them to repentance.

Father, please let that inspiration move our minds and bodies and move the whole. We earnestly hope that we can
be offered to the Father as the sacrifice of gratitude and the sacrifice of glory in this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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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grant the Father’s words to each of us. If there are sinful elements in us, then please rule over us so that we
can bring them out before the Father and purge them in this hour. At least for this moment, please allow us to be
embraced in Your bosom and resemble Your meek original nature.

Please lead us to resemble Your peaceful original nature and to sing the Father’s glory with inspired hearts and
watery eyes. Father, we fervently desire that we can offer proper greetings before Your majestic presence.

Father, we know that on this day, many congregations are offering the bow as we are doing now on behalf of the
people, so please allow compassionate love wherever they gather. Please allow the ignorant people to open the
door to their hearts and fathom the one life that Heaven demands and the anxious heart of God, who is trying to
raise them. Let many of these children appear everywhere in large numbers and spark the fire of love. Let such a fire
of life be revealed in all the lands.

Father! Please endow these people with the power of salvation, so that the people of the Abel-type who represent
the whole can set the conditions of victory and build the altar that can restore the whole, the altar that Heaven
desires.

Moreover, Father please be with the small number of those who stand on lonely paths and are pouring out their
hearts and exerting their bodies for Heaven. We know that as they offer the bow, they already realize the magnitude
of the mission entrusted to them in the last days. Father, please do not let even one of them fall into temptation. The
crowds that are gathering are chosen for the Father’s dispensation of love. Loving Father, please do not forsake any
one of them. Protect them so that they will not fall into the temptations of Satan and cause grief to You.

Even today, there are many children who are building the altar of redemption for the sake of humanity, without being
noticed by others. They are concerned about Heaven with an anxious heart. What is more, we know that in caves or
mountains or in the wilderness, there are many concerned children who cry out on behalf of the heart of the Father.
Father, please also manifest the promised will of the last days before them.

Please grant the promised grace so that in the near future this people can be given the honor to put their knees
before Yours and build the altar of glory. Father, we earnestly hope that You will construct one altar representing
these people so that they can sing joy and victory and march forward, holding up the torch of the eternal truth of
heaven and earth.

Father, we know that for the sake of preparing for this task, we must maintain many hidden altars. Please let many
people gather quickly. Please allow this people to serve you in the near future. We sincerely hope that You will lead
them so that happiness will be multiplied and Your glory is brought out into the full light.

Please rule over this evening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so that there will not be even one who will be dragged off
as a sacrifice of Satan. Wishing these things, I prayed in the name of the Lord. Amen.

Prayer
When we realize that the course to accomplish the one will is a lonely course of which humanity is ignorant, when
we think about how the twenty years of Jacob’s life lies before us as our own path of faith, we can come to
understand that every footstep of suffering is drenched throughout with tears and sighs.

Father, these who have gathered here are the ones who have come forth to walk the path of the dispensation,
following the footsteps of the course of Jacob, who was heading toward the house of Laban in the Haran wilderness.
Sympathize with them and be their friend. Please protect the path they are walking on.

We know that many Satans are blocking the way on the path we are on. We know that the forces of darkness are
obstructing the way, beloved Father! So, please safeguard the center in their hearts to be as immutable as rock, as
they try to walk the model course of Jacob. Please raise them so that they can pour out all of their heart and soul for
the sake of the will of Heaven. Forgetting all situations of the physical body, let them dash forward at full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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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we have before us the unfinished path that we must fight and persist on until the day we sing the final song of
victory to the Father, please grant us the power and ability, Father. Bestow on us the blessing to inherit the lonely
heart of Jacob and to watch the glorious scene of angels climbing up and down the ladder connected from the earth
to Heaven.

Please allow us to understand that there is God, who is helping us until the last minute. Let us understand the heart
of perseverance of the Father. Make us become the victorious soldiers of patience who can carry on the battle until
the day that the Father’s eternal will is realized and brought to victory.

We have entrusted everything to You. Please understand our anxious heart to communicate with You and please
receive everything as our expression of loyalty. We hope that all of our minds and bodies can be offered as one
harmonized sacrifice. Father, we fervently hope that You will grant us the blessing to offer everything as a sacrifice.

Father! Please allow this to become the hour when we can express gratitude toward all the blessings that You have
granted us. Repress all our personal assertions. Please lead us not to become the throng of Satan who possesses
the conditions of Satan’s accusations. Please allow us to uphold the honor of victory and exert all of our minds and
bodies to make the meek sacrifice the triumphant offering of Heaven.

We have given all of our minds and bodies to You. Please govern the whole with the honor of victory. Hoping
sincerely that You will allow us to take part in the blessing of joy, we prayed in the name of the Lord. Amen.

Prayer
Father! Allow each of us to understand that when one person’s mind has not squarely centered itself on Heaven, this
has considerable impact on the whole audience. Please lead us to understand that if one of us falls prey to Satan
because of our inadequacy, then the whole prepared altar cannot be offered to the Father.

If Heaven’s work is manifested and the separation is made, then those who have not found the center will walk the
path of Cain. Those who have secured the center will stand before the path of Abel. Please let there be many Abel-
type people in this gathering. Please do not let them lapse into the position of Cain.

Father! In this hour the separation must be made, so please let each member of the audience enlighten his or her
own heart. By establishing a center in our minds, please allow us to stand on the right side of Heaven.

Lead us not to take up the attitude of the one who stands on the left and peeks at the right side. Help us to become
meek people who can submit before You in silence, facing the direction in which God can be happy. Father, I
sincerely wish that You will guide us to exert our utmost for the sake of achieving harmony with the center of
Heaven.

Please let these beloved children of Yours receive and digest the words of life this evening. Please convey new
words of fire in our minds and bodies so that we can realize where each of us stands. By doing so, please help us to
find the mind in which God can take delight. Help us train bodies that are acceptable to You so that we can stand
before the altar of the Father as a being of happiness.

This evening, I have gathered young children before me and am trying to speak the words as You allow me to.
Father, please reveal the appropriate truth and let Your hope be realized in this hour.

Please expunge all the wicked hearts in us and on the grounds of the good heart, please allow us to receive the
sacred spirit of honor that brings joy. Let the heart of the speaker and the hearts of listeners form one image by
resembling the hyung-sang of the Father. Let them give and receive in this hour. In this way, please allow this to be
a precious moment when Heaven can achieve harmony through us. Father, we earnestly hope and desire this.

Requesting from the bottom of our hearts that You will govern the whole with the fire of the Holy Spirit, I prayed in
the name of the Lord, who is overflowing with love.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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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 Came With the Mission to Restore the World
This time, I will speak based on Acts 1:6. My speech is entitled “Let Us Bring Out the Value of Restoration.”

The purpose of God wanting to save humankind is, as you all know very well, that He is trying to restore them to the
original state. The countless prophets and sages who have come to the realization of the will of God first have taken
responsibility for the restoration. While passing through each era, they have been striving toward one purpose: to
realize the will. In other words, the 4,000 years of history before the coming of Jesus was this kind of history. The
course of conflict in the thirty years of his life was also trying to realize this purpose. The history of conflict that he
carried on with the Holy Spirit by his side for 2,000 years was also an attempt to achieve this purpose.

The purpose for which Jesus came to the earth was to restore history. He came with the mission to restore his own
self and the world. Therefore, the words of the gospel that he spoke on the earth were for the sake of restoring the
history of Israel and to restore himself in his life of thirty years. Going one step further, it was for the sake of restoring
the humanity of the world. Therefore, based on the words that Jesus left behind him, humankind has been passing
through the course of history until today, taking responsibility for portions of the dispensation of restoration.

Not only that, today you must cultivate the mind-set of a loyal subject who, centering on the words of the New
Testament that Jesus spoke 2,000 years ago, can indemnify the 6,000 years of the past and represent the eternal
life of the future. At the same time, you should find the value of victory that can restore you and history. If you cannot
do this, then the words of the gospel, the words of life to restore humanity, which represented the 4,000-year history
and the thirty years of Jesus’ life, cannot bear any kind of fruit.

You today must become children who remove the grief and suffering of Jesus, who represented the 4,000-year
history. You must become children who complete Jesus’ mission of restoration. For the thirty years of his life, Jesus
tried to establish the new ideology of restoration before humanity and lay the victorious foundation of Heaven. You
must also complete the mission that Jesus and the Holy Spirit have labored to accomplish.

By doing so, as the representative of history, you should return the triumphant glory of restoration to the Father. You
should return to the Father honor that has a value that surpasses the value of Jesus’ victorious life.

If one were to ask whether Jesus reveals everything to humankind in his dispensation to accomplish the history of
God’s restoration, the answer is negative. We know through the Divine Principle that until now, Jesus could not
unveil specific details of the dispensation of restoration in his works.

He hid himself, and with symbolic words of testimony has been leading the dispensation of restoration to accomplish
the will of Heaven on the earth. He has been propelling the dispensation of restoration forward without fully divulging
the glory of Heaven before humankind. Consequently, we must come to understand the internal heart of Jesus, who
has been driving the dispensation of restoration forward without clearly revealing the specific details.

The Reasons Jesus Could Not Divulge the Inner Feelings of His Heart
What must you understand to restore the glory of restoration today? You must come to understand the concealed
value of restoration that Jesus could not expose, first through your daily life, and next through your minds. You must
then understand the unknown inside story of the restoration of Jesus, who could not disclose the value of eternal life.

After that, when God is trying to fully establish the glory of restoration on behalf of Heaven, what must we
understand? You must understand the content that Jesus had to hide deep inside his heart and could not divulge
freely to humanity during the thirty years of his life. If you do not understand such matters, then you will not be able
to manifest, from earth to heaven, the full value of the restoration that represents the universe.

If you closely scrutinize the words of the gospel that Jesus revealed, you will find that specific details of his daily life
are not described. The way that Jesus suggested aspects of his undisclosed lifestyle is through the example of
sacrificial service. In other words, although he was a glorious son who could rise high, he lowered his glorious self.
By going below the feet of sinners and living a life of sacrifice and service, he revealed the concealed aspec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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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mself. Moreover, through his life of reticence, he revealed the hidden aspects of his life that he could not reveal to
anyone. He could not divulge his inner thoughts even to the twelve disciples.

The reason that Jesus could not expose the secret is that he knew that although he himself understood the secret of
Heaven, if he made it known when there was no one who could comprehend it, he would have been mocked by
Satan. In other words, he had the burning desire to convey to humankind the things that the Father had shared with
him, but because there was no one who fathomed his thoughts and came to listen to him, he could not proclaim the
secret of Heaven to humankind. He could not reveal the hidden aspects of his heart before humankind.

As a result, he was pushed to walk to the cross and stand before the authorities and Pilate. He was convicted of the
crime of “claiming himself to be the king of the Jews.” At that time, Jesus kept his silence and only after Pilate asked
him,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did he finally reveal his identity.

The good and righteous people on the side of God should have considered it their life-long glory to serve and
worship Jesus as their king. Instead, Jesus faced a trial before Pilate and was convicted as a criminal. When he
faced the trial of Satan that could not be avoided, he broke his silence. Speaking on behalf of the agony of God, he
spoke the truth as it was.

From this we can learn that even in the works of Heaven, when Satan exposes the truth and inquires about it to
God’s side, God’s side has no choice but to reveal the hidden heart. Conversely, when the saints on the side of God
point out the hidden secrets inside the heart of Satan, he also has no choice but to tell the truth.

Jesus kept within himself the knowledge of restoration that he could not reveal to anyone. In his daily life, he not only
propelled forward the dispensation of Heaven through silent deeds of service, in the practical aspect of his life, he
moved ahead of everyone to reveal the concealed truth about the restoration. Therefore, you should penetrate into
the heart of Jesus that can reflect the ideology of restoration and ask, “Is your heart not like this?”

You Must Understand the Undisclosed Secret of the Dispensation through the Cooperation of the Holy Spirit

You must understand that unless such people emerge, no matter how much time in history passes by, the secret
hidden deep inside the heart of Jesus cannot be revealed on the earth. Moreover, you must comprehend the secret
of restoration that was unveiled through the life of Jesus and the knowledge of restoration inside his heart.

Only after you do that can you confidently stand before God and stand proudly before Satan. In other words, only
after you do that can you become one who has completed the restoration of a victorious life.

Jesus indemnified the 4,000-year history through the thirty years of his life. He perfected the center of the restoration
on behalf of everything in the universe. However, until today, there has not been even one person who could inherit
the full value of Jesus, the value of the secret kept deep inside his heart and his undisclosed life. The person who
appeared with his internal secret and the secret surrounding his life in his time and place is the Holy Spirit.

Although you believe in the words of Jesus’ gospel, those words alone are not enough for restoration. What you
need is the Holy Spirit cooperating in your life and living with you.

Therefore, just as Jesus walked the course of sacrifice and service, you must walk the same kind of course and go
before the cross before the concealed secret of Jesus’ life can be divulged by Jesus and the Holy Spirit. Moreover,
the internal secret of his heart will also be manifested in the same way.

Consequently, we must know today that unless our mind and daily life become one on the basis of our unity with the
Holy Spirit, achieved with her cooperation, and unless we can establish a relationship of oneness between Jesus
and the Holy Spirit centered on ourselves, there can be no true life. Similarly, with the help of the Holy Spirit, today
we are undergoing an important process of realizing the truth of restoration locked inside the secret of Jesus’ life and
heart. Accordingly, we who are in the middle of that process must become one with the Holy Spirit in the sam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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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Jesus and the Holy Spirit have become one and form a trinity centered on Jesus. This is the only way that we
can securely lay down on the earth a plane or base on which the foundation of God’s victory can be established.

Moreover, when you seek the concealed knowledge of true life, even if you are receiving the help of Jesus and the
Holy Spirit, that kind of life only comprises a part of the restoration process for a whole life. The reason is that the
secret of the restoration of a whole life still remains as the secret of Heaven. Consequently, even if you have
achieved something that has a value equivalent to life, with that alone, you will not be able to consummate it. There
still are hidden aspects of life that God has not yet revealed through Jesus and the Holy Spirit.

The Things We Need
We must fully manifest the value of the restoration of the whole and show to many people the value of the secret of
the life of Jesus. At the same time, we must represent the value of the internal secret that Jesus kept. We must be
able to obtain God’s recognition for the value of the universal life that combines Jesus and the Holy Spirit.

What kind of state are you in? Although you have the desire to love Jesus, you have not been successful in loving
him properly. For this reason, you must learn about the continued service and devotional life of Jesus and the Holy
Spirit in which they persisted for the sake of causing humankind to love God. You must also learn about how God
could not love Jesus as much as Jesus has exerted himself on behalf of all things.

Now if you do not understand such contents of love and fulfill them, then there is no way you can resolve the deeply-
rooted grief of Heaven and bring to pass the remaining history of God’s restoration on this earth. What then do we
need as we go forward toward the purpose of the restoration of life and the dispensation of restoration of life in the
growth stage? The growth stage came after the three-year course of public life, the course of crucifixion and the
course of cooperation, in which Jesus and the Holy Spirit have been toiling for 2,000 years since the ascension.
What we need to do is imitate the heart of goodness with which God has loved Jesus and the Holy Spirit and has
embraced the whole universe in love for 6,000 years. We must then establish the center of love in which our heart
can work in unity with the hearts of Jesus and the Holy Spirit. If you cannot accomplish these, then you cannot
complete restoration in respect to our lifestyle, heart and life. You cannot make a relationship with the love of God,
which has the power to fully manifest the value of the whole life and glory.

To Make a Relationship of Love with God
What then do we need to do to make a relationship with the love of God? We must pass through the central course
that Jesus walked in his life and pass through his heart, which has exerted itself for the sake of humanity for 2,000
years. In other words, we must go through the internal heart of Jesus, who has felt distressed about the situation of
humanity during the historical course. We must go through the internal heart of the Holy Spirit, who has been at work
since the ascension of Jesus until now. We should sympathize with and deeply feel the anxious heart of God, who
has led the dispensation for the 6,000 years since the creation and is now exerting Himself to build the ideal world
that is to come. If you cannot do this, then you will not be able to fulfill the full value of the restoration centering on
the love of God, which represents the eternal glory of life. You must not forget this.

Therefore, just as Jesus has walked the path, you must walk the same path that the Holy Spirit has walked.
Moreover, you must follow the course and example of the apostles, in which they forgot about everything, including
even the awareness of their own existence, and lived only for the sake of God, Jesus and the Holy Spirit.

When you walk that kind of course, you can finally be able to dominate your mind and your lifestyle, and life will
overflow within you. You will be able to be linked up with the love of God. Moreover, the love of Jesus will be
manifested through you, and the love of the Holy Spirit will dwell within different aspects of Your life. You must
clearly understand this.

Prayer
Beloved Father! Where tears flow over tears, let there be a passageway of the emotion of Heaven that cannot be
severed. We know that where the heavenly emotion passes through, the connection with life will be made, so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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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arma of love hidden in Heaven will be revealed. We know that this must become linked through the earth.

Father, we know that the garden in which everything is restored is the garden of love, the garden of victory and the
garden of glory that You desire. For the sake of realizing this kind of garden, we know that we must claim back the
life, love and glory which You can be happy about through our own life of service. At the same time, we must
cultivate ourselves.

We must understand the heart of Jesus and the Holy Spirit, who cannot fully reveal the will of Heaven before
humankind, though they keep it close to their hearts. They cannot proclaim it to humankind though they have the
burning desire to convey it. They hope that humankind can liberate them from this distressed, anxious heart and
situation. We must also know the heart and situation of the Father, who must reserve the words that should be
spoken through Jesus. Not only that, we were not aware of the fact that before us lies the unfulfilled history in which
we must comprehend this and achieve the liberation. On that foundation, we must disclose before Heaven, “Is this
not the very will of the Father hidden inside the secret?”

Thus, when we think about the fact that with us remains the responsibility to bring to pass even the tasks that Jesus
left unfulfilled on the earth with the help of the Trinity, we know that we must divulge the wish of the internal heart,
which is concealed within God. It is not known to Jesus, the Holy Spirit nor all the countless living things, nor to all
who have sacrificed themselves for the sake of the will of the dispensation up to now. After having completed this, if
we can point out, Is this not the fervent yearning of the Father that the Father could not speak about? then we can
receive the ultimate love that the Father has safeguarded deep inside His heart. By virtue of this, we can manifest
before humanity the center of the love that flows down from the Father. This is what we must accomplish.

Father, we are now receiving Your love, so please allow us to be responsible for and accomplish this feat. My
Father, I earnestly offer my wish and desire. Only after this task is fulfilled can the wish inside the heart of Jesus be
realized, as well as the wish of Father who has been exerting Himself to lead the dispensation for 6,000 years.

Accordingly, Father, please accomplish through us the standard for the ideal of the restoration that You have kept in
Your heart since the creation. Please allow us to build the thousand-year kingdom with that standard as the
foundation. Allow us to reach the realm of Your ideals, so that humankind on the earth can totally inherit the internal
heart of the Father extending beyond trillions and billions of years, for eternity, without limit.

Please guide us to remove all the conditions that might provoke Satan’s accusation, and as the representative of
heaven and earth, accomplish total restoration. Allow us to become children who can claim back the glory of the full
value of the Father and offer it to You. Loving Father, I fervently make this wish.

Until now, we have been struggling in a lowly and trivial state. When we interact with a person, we have struggled to
raise ourselves higher and in a meeting, we have sought to make ourselves known. Yet Jesus knew that God could
not assert His dignity before all things, so out of concern for God’s dignity, he dared not to step into the limelight, but
bowed his head in humility. What is more, we know that he has concentrated all his thought for the sake of
pioneering an exemplary path before the enemies. Please allow us also to walk that path with joy.

Jesus was more concerned about comforting God than about his own comfort because he knew that humankind
could not resolve the grievances rooted deep inside the heart of God. In the same way, we must now become filial
sons and daughters who can comprehend that heart of Jesus and console him. Beloved Father, please lead us. We
earnestly yearn for it.

Please divulge to us through Jesus and the Holy Spirit the anguished heart that the Father has kept hidden for 6,000
years. By doing so, we sincerely hope that You can guide us to comfort that heart of the Father and become the
champions of restoration who can represent the glory of victory.

Please let us comprehend that if we cannot become the victorious heroes in regards to the lifestyle, heart, power of
life and the course of life unknown to humankind, this grand feat cannot be accomplished. Similarly, it canno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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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plished if we cannot become the king of reticence. Allow us to understand that unless the fight with Satan
comes to an end, this feat will not be completed.

Now please lead us so that we can start from one and pass through the whole course of conflict, then stand before
God and receive Your words of blessing to inherit Your heart. Please allow us to forge the relationship of victory and
act on behalf of the Father’s will.

I fervently pray that You will protect us. Let the Trinity help us until we gain the right to inherit the glorious work of the
Father. Offering everything to the Father and taking in all the bad things and winning over Satan, we will obtain the
qualifications to be the victorious heroes.

I prayed all these things in the name of the Lord. Amen.

복귀의 가치를 나타내자
1956.07.03 (화), 한국 전본부교회

1-192
복귀의 가치를 나타내자
사도행전 1:6-11

[기 도(Ⅰ)]

사랑의 아버님! 3일 동안을 아버님의 사랑의 품에서 보호를 받다가, 이 저녁 다시 당신 앞에 몸 마음을 굽혀서 경배하
기 위하여 모인 뭇 자녀들의 머리 위에 당신의 영광이 같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시면서 섭리해 오시던 아버지
의 사랑의 손길이 같이 나타나시어서 이들로 하여금 만인이 경배하지 않을래야 아니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
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온유겸손히 아버님께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
시옵소서.

아버님이여, 3일 동안 아버님의 품 가운데 살라고 허락하신 뜻을 대하고 있었사오나 마음으로 몸으로 뜻이 허락치 않
는 가운데 있었을 때가 많은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부족하여 하늘과 땅 앞에, 혹은 사탄 앞에 참소받을 조건들이 있
사올진대, 이 시간 다시 아버지의 사랑의 힘으로 그 조건들을 막아 주시옵고 능력의 손길로써 이를 치워 주시옵길, 아
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갈급한 마음과 몸이 되게 해 주시옵고, 천상에 잠겨 있던 사랑을 흠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
늘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의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아버님, 간절히 바라
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녀의 몸 마음이 아버지께서 기뻐할 수 있는 제단의 제물이 되게 주관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
서 친히 취하시기에 합당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모든 충고의 말씀과 명령
의 말씀을 남김없이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권고와 사랑의 은사를 마지못해 받는 자들이 없게 주관하여 주시옵고, 전체가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기쁨
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하여 하나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길, 아버님,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
하옵나이다.

아버님, 당신의 존전에 나온 이들 가운데 자기를 중심한 어떠한 사정이 있사올진대 아버지께서 불꽃같은 눈으로 통
찰해 주셔서 이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이들이 평화와 감사의 마음을 일으켜 아버지의 실존하심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아의 부족함을 사실대로 풀어헤쳐 놓고 회개할 수 있는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감동에 저희의 마음과 몸이 동하게 해주시고, 전체가 동하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들 자체가 아버님께 감사
의 제물, 영광의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저희들 개체 개체에게 아버님의 말씀을 내려 주시옵고, 저희 각자 각자의 마음과 몸에 죄악의 요소가 있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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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두 아버지 앞에 내놓고 청산지을 수 있는 이 시간 이 시간 되게 주관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만이라도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안기어서 아버님의 온유하신 본성을 닮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평화스러운 본성을 닮게 해 주시옵고, 눈물이 감도는 감동 감화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노래하고, 아
버지의 존귀하심 앞에 송영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길,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날은 민족을 대신하여 수많은 교단들이 저희와 같이 경배하는 날인 줄 알고 있사오니, 모이는 곳곳마다 긍
휼하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사 무지한 백성들이 마음문을 열고 천륜이 요구하는 하나의 삶과 하늘이 세우시려는 안
타까운 사랑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고, 그러한 자녀들이 도처에 많이 나타나 사랑의 불길을 일으
키게 역사하여 주옵시며, 그런 생명의 불길이 온 땅에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이시여! 구원의 능력을 이 민족 위에 가하시어서 민족을 대표한 아벨제단이 승리의 조건을 갖추어 전체를 복
귀할 수 있는 승리의 아벨제단으로서 바쳐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늘이 요구하시는 제단을 쌓을 수 있게
인도해 주옵시길,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 외로운 길에 서서 이 시간 하늘을 향하여 마음과 몸과 성심을 다 기울이며 경배드리는 소수의 무리들 위에 아버
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끝날에 맡겨진 바의 사명이 크다는 것을 깨닫고 경배를 드리는 무리들인 줄 알고 있
사오니, 아버님, 한 생명이라도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모이는 전체의 무리는 아버님의 사
랑의 섭리에 선택된 자들이오니 한 생명이라도 버리지 말아 주시옵고, 사탄에게 농락됨으로써 아버님께 슬픔을 안겨
드리는 자녀들이 되지 말게 보호해 주시옵길, 사랑하는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날도 하늘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숨은 제단에서 만민을 대신하여 남 모르게 속죄의 제단을 쌓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사옵니다. 또 토굴에서나 혹은 산이나 광야에서 아버지의 심정을 대신하여 외치는 애달픈 자녀
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사오니, 아버님이시여, 그들 앞에도 끝날에 약속하신 바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바의 은사를 내려 주시어서 어서 속히 이 민족이 하늘 앞에 무릎을 연하는 영광의 제단을 쌓게 허락하여 주
시옵고, 이 민족이 기쁨과 승리를 노래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의 제단 전체를 대신한 하나의 제단을 조성하여 천상천하
에 영원한 진리의 봉화를 들고 나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님!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숨은 제단을 지켜야 하는 줄 알고 있사오니, 어서 속히 많은 무리가 모이게 허락
하여 주시옵고, 어서 속히 이민족이 아버지를 모시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기쁨과 기쁨이 더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나
타내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저녁 첫시간부터 끝시간까지 맡아 주관하여 주시어서, 한 생명이라도 사탄의 제물로 끌려가는 자가 없게 인도하
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1-195
기 도(Ⅱ)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노정이 만민들이 알지 못하는 외로운 노정이었음을 알게 될 때, 야곱이 걸어가던 21년의 생
애가 저희들의 신앙의 행로로 남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수고의 발자국마다 눈물과 한숨이 서려 있음을 알겠
나이다.

아버님, 오늘 여기 모인 이들도 하란 광야를 앞에 두고 라반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던 야곱의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뜻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나선 무리였사오니 이들을 동정하시어서 이들의 친구가 되시옵소서.

이들의 갈길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는 길 앞에 많은 사탄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이다. 흑암의 권세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아버님이여!야곱이 걸은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걸으려는 자녀들의 마음에 철석같이 변치 않는
하나의 중심만이 남아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편단심 다 기울여 천륜의 뜻만을 마음에 품고 육신의 모든 조건
을 다 잊어 버리고 달음질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최후의 개가를 아버지 앞에 돌려드릴 때까지는 참으면서 싸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이 남아 있사오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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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이여!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야곱의 외로운 심정을 이어받는, 땅으로부터 하늘 끝
까지 내려진 사다리를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은총을 이 자리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끝까지 협조하시는 하늘이 계신 것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참음의 심정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
어서 아버지의 영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싸움의 용자로서, 참음의 용자로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길, 사랑하는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저희들이 아버지께 아뢰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아시옵고 이 전부를 충심으로 받아 주시
옵시고, 온 몸 마음이 하나로 화한 제물로 바쳐지길 원하오니, 전부가 제물로서 바쳐드릴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
시옵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제 이 시간 전부가 허락하신 은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사적인 모든 주장을 막으
시옵소서. 사탄의 참소 조건을 지니고 있는 탄식의 무리가 되지 말게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의 영광을 받들어 온유겸
손의 제물을 몸 마음 다하여 하늘의 승리의 제물로서 바쳐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사랑하는 아
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마음 몸을 온전히 아버님 앞에 드렸사오니 전체를 승리의 영광으로서 주관하시옵소서. 기쁨의 은사를 이 시간 나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아뢰었사옵나이다. 아멘.

1-196
기 도(Ⅲ)
아버님! 한 사람의 마음이 하늘앞에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될 때 전체의 청중에게 미쳐지는 영향이 큰 것을 각자가 깨닫
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 자체가 미비하여 사탄이 농락한다 할진대는 준비한 제단 전체가 아버지 앞에 바쳐지
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시어 분별의 역사를 일으킨다 할진대, 중심을 잡지 못하는 자는 가인의 길을 갈 것이요, 중
심을 잡은 자는 아벨의 길에 설 것을 알고 있사오니, 이 한 모임 가운데 아벨적인 존재들이 많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가인적인 입장에 가담할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이 시간, 분별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겠사오니, 이제 각자의 마음을 스스로 밝힐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에 중심을 세우시어 하늘의 우편 입장에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왼편에 서서 우편을 기웃거리는 자의 마음을 갖지 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여 온유겸손
하고 무언 중에 아버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천상의 중심과 화동하기 위하여 온 정력을 기
울이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저녁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몸 마음에 하늘이 새로운 불길의 말
씀을 전하시사 저희들 각자가 자신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
이 기뻐하시는 그 한 날의 마음을 찾게 도와 주시옵고, 합당한 몸을 세우게 도와 주시사, 아버지의 제단 앞에 기쁨의
존재로 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저녁, 어린 자녀들을 앞에 놓고 허락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아버님이여, 합당하신 말씀을 나타
내시옵고 뜻하시는 것과 바라시는 바 소망이 이 한 시간에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사악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사 선한 마음의 터위에 기뻐할 수 있는 영광의 생령을 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이나 받는 자의 마음이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의 모양을 갖추어, 주고 받는 시
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상이 저희들로 말미암아 화동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
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성령의 불길로 전체를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사랑 많으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
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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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
말 씀
이 시간은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삼고’복귀의 가치를 나타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97
세계복귀의 사명을 띠고 오신 예수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에게
창조본연의 상태를 회복해 주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은 수많은 선지성현들은 그 시대 시대
를 거쳐나오면서 이러한 복귀의 목적을 책임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수고해 나온 것입니
다.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4천년 역사도 그러한 역사였고, 예수님이 이땅에 오셔서 30여 평생 싸웠던 노정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노정이었으며, 돌아가신 이후 2천년 동안 성신과 함께 싸움의 역사를 전개하신 것도 역시 이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싸움의 노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 위에 오셨던 목적은 역사의 복귀를 위해서였으며, 또한 자기 일신의 복귀와 더 나아가서 세계 복귀의 사
명을 띠고 오셨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신 그 복음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
복하기 위한 말씀이었고, 30여 평생의 자신을 복귀하기 위한 말씀이었고,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를 복귀하기 위한 말
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날까지 인간들은 예수님이 남겨 놓은 그 말씀을 통하여 복귀섭리를 분담하면서 역사과정을 거쳐 나
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은 2천년 전에 예수님께서 해 주신 신약의 말씀을 중심삼고 과거 6천년 역사를 탕감하고
금후의 영원한 생애를 대신할 수 있는 충신의 모습을 갖추어 자기의 일신을 회복하는 동시에 역사를 회복하고 미래
를 회복할 수 있는 승리적인 가치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4천
년 역사를 대신하고 자신의 30여 평생을 대신한 복음의 말씀과 만민을 회복하기 위한 생명의 말씀으로서 남기셨던
그 복음의 말씀은 아무런 결심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4천년 역사를 대신했던 예수님의 원한을 풀어드리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고, 30여 생애를 통하
여 만민 앞에 새로운 복귀의 이념을 세워 하늘의 승리적인 기반을 이루려 했던 예수님 자신의 복귀의 사명, 또 성신과
더불어 2천년 동안 수고하신 그 사명을 완결짓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역사를 대신한 입장에서 승리적인 복귀의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고, 승리적 생애를 거치신
예수님 일대의 가치 이상의 가치로써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2천년의 구원섭리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과 마찬가지
로, 오늘날 여러분들은 다시 하늘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인계받아서 전체 복귀의 위업을 종결짓고, 그것을 억조만대
에 길이길이 남겨 주어야 하겠습니다.이러한 사명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남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잠시도 망각해
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자신은 하나님의 복귀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 앞에 전부 나타내면서 역사를 해 나오느냐 하면, 그렇지 않
습니다.지금까지 예수님은 복귀섭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내지 못하시고 복귀역사를 해 나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는 원리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감추어 놓고 상징적인 증거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뜻을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한 복귀역사를 해오셨고, 하늘의
영광도 인간 앞에 전부 나타내지 않고 복귀섭리역사를 해오셨다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우리는 섭리의 구체적인 내용
을 확실히 나타내지 않고 복귀역사를 추진시켜 나오신 예수님의 내적 심정을 알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1-199
예수님께서 속 마음을 발표하지 못한 이유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이 복귀의 영광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은 먼저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지 못하였던 감춰진 복귀의 가치를 알아야 하겠고, 다음에는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지 못하셨던 숨겨진 복귀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그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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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셨던 예수의 감추어진 복귀의 내용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륜을 대신하여 복귀의 영광을 완결지으려 하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30여 평생의 생활과정에서 마음속 깊숙히 숨겨 놓고 만민 앞에 다 말씀하지 못하시고 밝히지 못하셨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만일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천상천하를 대신한 전체의 복귀의 가치를 땅에서
부터 천상에까지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밝혀놓은 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속에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생활내용이 전혀 나와 있
지 않습니다.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암시하였느냐 하면, 봉사의 생활로써 자신의 숨은 생활의 일면을 암시했습
니다.즉, 자신이 높여질 수 있는 영광의 아들이었지만 영광된 자기 일신을 낮추어 뭇 죄인의 발밑에 들어가 봉사하는
생활로써 숨겨진 바의 일면을 나타냈던 것입니다.또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 속에 숨겨진 일면을 무
언의 생활로써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12제자들에게도 자신의 속마음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그러한 비밀을 발표하지 못했느냐 하면, 천상의 비밀을 마음 속에 가졌을지라도, 그 비밀을 알아주
는 사람이 없을 때 그것을 발표하면 사탄 앞에 농락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알려진 사실을 홀로 간직하고 인간 앞에 옮겨주어야겠다는 애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
었지만, 자신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고 찾아와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천상의 비밀을 인간들 앞에 발표하지
못했고, 숨긴 마음의 일면을 인간들 앞에 나타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절정에까지 나아가, 교법사들과 빌라도 앞에서’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심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빌라도가’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그때에야
비로소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하늘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희들의 왕으로 모시는 것을 평생의 영광으로 알고 예배드려야 할 것이었
는데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죄수의 이름으로 심문을 받게 되었습니다.이렇게 피치 못할 입장에서 사탄의 심문을
받게 되자, 하나님의 서글픔을 대신한 입장에서 침묵을 지키시던 입을 열어 사실을 사실대로 토로하시게 되었던 것
입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아무리 하늘의 역사라도 사탄이 하늘편에 대하여 사실을 밝혀내어 반문하게 되면 하늘편에서도
숨은 마음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또 사탄편에서도 하나님편에 있는 성도들이 사탄의 숨은 비밀의 마음을
적발해 내면 그것을 드러내어 직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 속에 누구에게도 밝히지 못한 복귀의 내용을 지니시고 평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무언의 봉사를 통
해 천륜의 섭리를 추진시켰을뿐만 아니라 그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도 어느누구보다 선봉자의 입장에 서서 숨겨진 복
귀의 내용을 나타냈던 것입니다.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러한 복귀의 이념을 대신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치고
들어가’당신의 마음은 이렇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201
성신의 협조를 받아 숨겨진 섭리의 비밀을 알아야
만일에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역사가 아무리 경과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 속에 숨겨진 섭리의 비밀은 이
땅 위에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생활을 통해 나타내신 복귀의 비밀을 알아야 되겠고, 마음 속에 있는 복귀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후에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신있게 설 수 있고, 사탄 앞에 자신있게 나설 수 있는 자, 즉 하나의 승리적인 생
명을 복귀완성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0여년의 생애를 통해서 4천년 역사를 탕감했고,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복귀의 중심을 완결지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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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그런데 오늘날까지 이러한 예수님의 완결된 가치, 즉 예수님이 품고 있던 마음속의 비밀과 알려지지 않은 예
수님의 생활의 가치를 인계받을 수 있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내적 비밀과 생활적인 비밀을 누가 대신 갖고 나타났느냐 하면 성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지만 그 말씀 자체만 믿어 가지고는 복귀가 안 됩니다.거기에 필요한 것
은 성신이 나의 생활을 협조하고 나와 함께 동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희생 봉사의 노정을 거쳤던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러한 노정을 거쳐 십자가의 절정까지 나아가
야만 예수님의 감추어 두었던 생활적인 비밀이 예수와 성신을 통하여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 속
에 가지고 있던 내적인 비밀도 그렇게 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성신이 협조하는 생활을 통해서 성신의 마음과 하나됨으로써 마음과 생활이 하나되고,
예수님과 성신이 하나된 인연을 내 한 개체를 중심삼고 맺어놓지 않는다면 참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겠
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은 성신의 협조를 받아, 예수님께서 생활적인 측면에서 숨겨 나왔던 비밀에 싸인 복귀의 내
용과, 마음에 감추어진 복귀의 내용을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그러한 과정에 있는 우
리들은 예수님과 성신이 하나된 것과 마찬가지로 성신과 내가 하나되어 예수님을 중심삼은 삼위일체의 형을 갖는 기
준을 가져야만이 땅 위에 하나님의 승리적인 발판을 조성할 수 있는 평면적인 기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
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비장되어 있는 참 생명의 내용을 찾아 나아가는데 있어서 예수님과 성신의 협조를 받는 생활을 하
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생활은 전체 생명을 복귀하는데 있어서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왜냐하면, 전체 생명 복
귀의 비밀은 아직까지 천상의 비밀로 남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성신을 통하여 생명적인 가치
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완성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서는 종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예
수님과 성신을 통하여 나타내지 않은 생명의 감춘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1-202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날 전체적인 복귀의 가치를 완결지어야 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생애의’비밀의 가치’를 뭇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지니셨던 비밀의 가치를 대신하고, 예수님과 성신이 합한 우주적인 가치를 하나님으
로부터 다시금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제대로 사랑하
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성신이 합력하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 봉사
와 섬김의 생활을 계속하여 나온 것과 예수님이 만물만상을 대신하여 수고하신 그 가치만큼 하나님이 예수를 대해서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랑의 내용을 여러분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의 내용을 알고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하늘의 사무친 한을 풀어 드리고 하나님의 남겨진
복귀의 역사를 이 땅 위에서 완결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3년 공생애노정과 십자가노정, 승천하셔서 2천년 동안 예수님과 성신이 함께 수고해 오신 협
조의 노정을 통하여 생명 복귀와 장성 복귀섭리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와 성신을 사랑하시고 6천년 동안 온 우주를 품고 사랑하셨던 이 선의 표준의 마음
을 본받아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과 성신의 마음이 합하여 하나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랑의 중심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
니다.만일 그러한 여러분이 되지 못한다면 생활적인 복귀, 마음적인 복귀, 생명적인 복귀를 완수하여 전체의 생명과
영광의 가치를 완결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1-203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가.우리는 예수님이 걸
어가신 전 생애의 중심의 내용을 거치고, 지금까지 2천년 동안 인류를 위해 수고하신 그 마음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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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역사과정에서 만민을 대하여 안타까와하시던 예수님의 내적 심정을 통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지금까지 역
사해 나온 성신의 내적 심정을 통해야겠으며, 창조이후 6천년 동안 섭리하시고 또한 앞으로 다가올 이상 세계를 이루
기 위해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애달픈 내적 심정을 동정하고 체휼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지 못한다 할진대, 여러분은 영원히 남아질 생명의 영광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전체적인 복
귀의 가치를 완결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여러분은 이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신이 하던 것과 마찬가지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또 사
도들이 걸어간 노정, 즉 자기 일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식까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신을 위
해 살아가던 그 사도들의 생활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노정을 가게 될 때 비로소 내 마음과 내 생활을 주관할 수 있을 것이요, 내 생명이 흘러 넘쳐 하나님의 사랑과
인연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성신의 사랑이 나의 생활적인 분야에까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1-204
기 도
사랑하는 아버님이여! 눈물과 눈물이 교류하는 그 한 곳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천륜의 정리(情理)가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륜의 정이 통하는 곳에는 생명의 인연이 연결되어서 천상에 감추어졌던 사랑의 인연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사옵고, 또한 그것이 땅을 통하여 이어져야 하는 것이 천륜의 법도인 것도 알고 있나이다.

아버님, 하늘이 소원하시는 전체가 복귀된 동산은 사랑의 동산이요, 승리의 동산이요, 영광의 동산이라는 것도 알고
있사옵고, 그러한 동산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날 내 일신이 봉사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생명과 사
랑과 영광을 다시 찾음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나이다.

마음 속에 천륜의 뜻을 품고서도 인간 뜻에 그 앞을 다 나타내지 못하시고, 전하여야 할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으면서
도 인간들 앞에 말하지 못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 안타까운 마음과 사정을 해원해 주기를 고대하여 나오시는 예
수의 심정과 성신의 심정을 알아야 되겠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셔야 할 부분을 남기시고 있는 아버님의 사정과
심정을 아는 무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사옵니다.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알고 해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앞에’이것
이 아버지의 숨겨졌던 비밀의 뜻이 아니옵니까’ 하고 밝혀내지 않으면 아니 되는 남아진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
은 모르고 있었사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이 땅 위에 남기고 간 일까지 완수해야 할 책임이 저희들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
을 생각하게 될 때, 성신도 예수도 그리고 오늘날의 억조창생도, 이제까지 섭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해 온 사람
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내적인 마음의 소원을 삼위신이 협조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밝혀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그리하여 저희가’아버님의 말못하시던 심중의 간절한 소원이 이것이 아니었나
이까?’하고 적발하여 낼 때에는 아버님 심중에 간직하였던 지극한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아버지로부터 내려 주시는 사랑의 중심을 만민 앞에 나타낼 수 있는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되겠사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사오니, 이 일을 저희들이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만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소원이 해원될 수 있고, 6천년 동안 섭리를 이끌어 오시며 수고하시
던 아버지의 소원도 해원된다는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여!창조이래 품어오셨던 복귀이상의 기준을 저희를 통하여 세우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준을 터
로 하여 천년왕국을 건설하고 아버지의 이상권(理想圈)까지 나아감으로써 억조만년 영원무궁토록 미쳐지는 아버지
의 내적 심정을 이 땅 위에 있는 인간들이 온전히 옮겨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늘 땅을 대신한 존재로서 사탄 앞에 참소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완전복귀를 성사
하여 완결지어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저희들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전체 가치의 영광을 다 찾아드릴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사랑하는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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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저희들은 너무나 하찮은 자리에서 허덕이고 있었사옵나이다. 한 사람의 인간을 대할 때에도 자기를 내세우
기 위해 싸우는 자였고, 하나의 모임 가운데서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싸웠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물 만상 앞에 자기 위신을 들어내시지 못한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체면을 생각하여
감히 나서지 않고 겸허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으며, 또한 원수들 앞에서 시범의 길을 개척하기에 일념하신 것을 알
고 있사오니, 저희들도 그러한 길을 즐거워하며 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마음에 사무친 원한을 인간들이 풀어드리지 못한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안일보다도 아
버님을 위로했던 것과 같이 이제 저희들도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참된 효자 효녀가 되어
야겠사옵나이다.사랑하는 아버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6천년 동안 숨겼던 애달픈 그 마음을 예수님과 성신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고 드러내시
옵소서.그리하여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저희가 위로하여 승리의 영광을 대신할 수 있는 복귀의 주인공들이 되게 인도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인간이 알지 못하는 생활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생명력에 있어서, 사랑의 노정에 있어서 승리의 주인공이 되지 못
하면 그러한 일이 완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무언의 왕이 되지 않는 이상이 일이 완결되지 않
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지 않는 이상 이 일이 완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허
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하나에서부터 전체의 싸움과정을 거치어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의 마음으로 옮겨 받기
위하여 축복의 말씀을 아뢰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승리의 인연을 조성하여 아버지의 뜻을 대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것으로 돌려드리고 나쁜 것을 내 것으로 인계맡아 사탄 대하여 싸워 승리함으로써 아버
지의 영광의 유업을 계승할 수 있는 자, 만물을 완전히 복귀하여 승리적인 주인공의 자격을 갖춘 자가될 때까지 아버
지 보호하여 주시옵고, 성삼위신이 협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말씀 주의 이름으로써 기도하였사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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