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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Us Claim Back the Eternal Ideal of God

Sun Myung Moon
October 7, 1956
Headquarters Church, Seoul, Korea

1 If I speak in the tongues of men or of angels, but do not have love, I am only a resounding gong or a clanging
cymbal. 2 If I have the gift of prophecy and can fathom all mysteries and all knowledge, and if I have a faith that can
move mountains, but do not have love, I am nothing. 3 If I give all I possess to the poor and give over my body to
hardship that I may boast, but do not have love, I gain nothing. 4 Love is patient, love is kind. It does not envy, it
does not boast, it is not proud. 5 It does not dishonor others, it is not self-seeking, it is not easily angered,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6 Love does not delight in evil but rejoices with the truth. 7 It always protects, always trusts,
always hopes, always perseveres. 8 Love never fails. But where there are prophecies, they will cease; where there
are tongues, they will be stilled; where there is knowledge, it will pass away. 9 For we know in part and we prophesy
in part, 10 but when completeness comes, what is in part disappears. 11 When I was a child, I talked like a child, I
thought like a child, I reasoned like a child. When I became a man, I put the ways of childhood behind me. 12 For
now we see only a reflection as in a mirror; then we shall see face to face. Now I know in part; then I shall know
fully, even as I am fully known. 13 And now these three remain: faith, hope and love. But the greatest of these is
love.
I Corinthians 13:1-13

Prayer
Father of love, we have come to understand that Your lamentation is having no one who can bring the history of
conflict, which remains as the source of grief and suffering for Heaven, to a conclusion. Humankind should dig out
the root of the fall that they have implanted. Yet although the long history has passed by, they have not been able to
pull out that fundamental root of sin. Father, please allow them to dig it out.

I earnestly wish that You allow everyone in the audience gathered here today to be moved by Your heart and to
become united with it. Allow us to inherit Your anxious heart, and become newly possessed of the wish that You hold
onto. Please lead us to become the brave soldiers who can take on the responsibility for the remaining history of
grief and fight with the countless enemy satans, stepping forward representing heaven and earth.

Until we can create the garden of bliss on the battleground and share with each other the eternal love of the Father
there, please allow each of us to bear the responsibility for the will of the Father and march forward. Loving Father, I
fervently desire that You allow each of us to become the courageous sons and daughters of the Father who can
represent the whole will of the Father and fight with Satan.

Please allow us to understand in this hour which direction of Heaven our mind is facing and which direction of the
universe our body is facing. Please allow us to become the children of joy who can resolve the grievances and
sufferings of the Father.

Our minds and bodies could not be embraced inside Your bosom until now. Father, please advise us, and command
Your powers to correct the position of our minds. Fix the direction of our mind correctly, so that we can walk toward
the path of hope that You desire.

Please allow us to experience with our mind and body the Father’s grace of happiness. Please give rise to the
miracle of re-creation centering on ourselves. By doing so, on the foundation of fighting the clinging root of sin and
prevailing over it, let us experience the love of the Father and return glory to the Father. Loving Father, we since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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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r our wish.

Father, do not let the children who have gathered in this hour fall into the temptations of countless satans. Please
allow them to be offered as the sacrifice of glory on the Father’s altar.

Lead us, who prostrate ourselves before the Father as we face the majestic and holy presence, to realize our own
lacks and to make a confession. I deeply wish that we, as the meek sacrifice, become children who yield before the
grace of atonement of the Father and appear in the form that the Father has been seeking.

Please do not let these who have come shed tears of lamentation. Do not let them walk the steps for which Satan
will mock them. Be present with them so that their minds and bodies can be captivated by the Father. Allow this hour
to be an opportunity when they can be intoxicated by the grace of eternal life, the grace of resurrection, the grace of
love and be offered as the ideal sacrifice that can bring happiness. Father, we make this our sincere wish.

Father, this holy night is the day of promise when the blessing can be given to the whole of humanity. Let the grace of
joy fall upon every holy congregation that has gathered on behalf of the 2.4 billion people of humanity. We have
greeted the last days. Please pour down the fire of the Holy Spirit as one pours down water, so that Your chosen
children can be united as one to prevail over this world of darkness. May they eradicate all evil on behalf of the heart
of the grief of 6,000 years.

First, please bless the 3,000 altars that represent the thirty million people. Father, I earnestly wish that You will allow
Your children, who are offering all of their energy, heart and fidelity on behalf of the 3,000 altars, to become Your
eternal offering.

Please do not let them become indebted to the Father on the remaining battleground. Please allow them to digest
the grace of eternal victory. Until we can construct the ideal garden that can manifest the heart behind the Father’s
blessing on the earth, please allow us to possess the mind-set of invincible soldiers and establish the Father’s will.

On this evening, there are many children who failed to participate in this occasion, so wherever they might be,
please be with them in the same way. Please guide them to proclaim Your will everywhere, that which You want to
accomplish in the last days. Let them build the altar of joy on which heaven and earth can come together in
harmony.

Deeply wishing that You will allow us to become children who pour out all of their heart and energy to accomplish
Your will with a single mind, we prayed in the name of the Lord. Amen.

God’s Ideal of Creation
The title of the sermon to be given now is “Let Us Claim Back the Eternal Ideal of God.” I will speak briefly on this
topic.

When God personally began the work of the creation of this dark world, He set the one goal of establishing the ideal
hyung-sang found within His own heart as an eternal substantial body. You know very well that He began the work of
creation so that after having established this one substantial body, He could set not two but one ideal of reciprocity
and live within eternal joy and fulfillment.

Among all the creations that He created with strenuous effort, God chose man as the center of all the ideals. Yet
because that one man stood opposing the original wish of God, although a long history has passed since that time
until now, humankind has lost any kind of relationship with the ideals for which God hoped.

The course of history in which God tried to claim man back for the sake of realizing the one ideal is the course of the
dispensation, the course of salvation and the course of pioneering. The one ideal God wished from His internal heart
affects the whole of the created universe. Yet, due to one man’s mistake, that ideal cannot be found anywhere in the
created un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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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the one central will, through which God is trying to claim back the will of the dispensation through the
history of pioneering and salvation, is raising a man and having him materialize the ideal that God has envisioned in
His internal heart. By doing so, God cannot only rejoice; He also hopes to establish that ideal of happiness as the
eternal ideal of man and have man return it to Him as the condition of glory.

Therefore, we must understand that God in Heaven is calling each of you. God in Heaven has been exerting Himself
until now, hoping that each of you will become the center who realizes your ideals. However, the ideal that God
hopes for cannot be realized as long as we remain in the realm of imperfection and cannot distinguish between the
will of God, the will of man and the will of Satan.

Wherever we look, left, right, up or down, we must accomplish the ideal of God. You know through the Principle that
those on the left and the right, those who are on the earth as well as the saints in heaven, all unconsciously long for
that one ideal.

Numerous sages and wise men have pioneered this path, which they do not clearly understand, with the thought,
“When is the day that God’s new ideals of light will emerge in this dark world? When would that hour be? What
moment will it be?”

Consequently, after becoming connected to the heart of God’s ideal of light, you must possess the element of the
eternal and unchanging ideal, based on which you can say, “This is the very hope that You have dreamed of in Your
heart. This is the very ideal that You have been seeking.” Having done so, through your minds, bodies and
environment, you must lay the grounds on which to realize the one happiness. If you cannot establish such grounds
of happiness, the ideal of God cannot be found and erected in the world of creation.

The Realization of God’s Ideal and Human Responsibility
Where is the most important question found? It is not found inside the creation nor in the spirit world, nor is it found
with the angels in the spirit world. It lies in you who are the center of the whole, the one standard, the one nucleus
and the master of creation. Accordingly, you must understand that you are the center and standard that determines
the fate of the ideal of God.

The joy felt on the day of the appearance of the one focal point and center of heaven and earth, which has been
repressed by death, is the hope of those of us who are passing through the course of history today. It is also the will
of the dispensation of God, who has been fighting with countless evil spirits.

For this reason, if you are to possess the heart yearning for the ideal of God now, then you must first cultivate
yourself to be in perfect harmony and unison with the internal heart of God. Having achieved this, just as nature
behaves according to law, we must act with our minds centered on the Heavenly heart. What is more, you must
understand that unless we establish the center of the heart that can connect this to the universal culminating point of
Heaven, the eternal ideal of God cannot come into eternal relationship with the world of creation.

When we fathom our mind and body now, is there a wall that blocks us from Heaven? Is there a wall between our
minds and bodies? Is there a wall that blocks our bodies from all things? Since such walls exist, the eternal ideal of
God cannot have any relationship with you.

Now we must open the door to our hearts. After purging all evil and sin, we must set the one standard of harmony.
After that, we must receive the natural grace that will make us strongly feel the heavenly character and act according
to it. We must then face God and begin to work toward the realization of His ideal.

Nonetheless, because fallen humankind is at a place far away from that one standard, there has to be some
toilsome work that will bring humankind up to that standard. That is none other than the history of the dispensation of
restoration. We must keep in our minds that God has been leading the history of the dispensation that sought to
accomplish the will by sending prophets and sages until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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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you must just march forward. To do that, you must first earn the value of the body created as the symbol of the
creation and the value of the mind created as the center of the body and represented the heavenly nature. In this
way, the internal character of God, who exists as the center of all created beings, this internal heart that emanates
from the central heart of the whole, must pass through our minds and bodies. Then, passing through the sphere of
our daily life, it will finally be manifested as one movement that includes all things and images. We must accomplish
all this through our own selves.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Man and the Goal of Satan’s Activities
God has been working to restore humankind, who fell from the realm of God’s dominion, back to the original state.
Yet what was that history like? With the principle of creation, God created all things as symbolic, substantial objects
and created humankind as substantial objects in image. Therefore, as long as one substantial being remains as the
ideal standard of our minds, we will come to possess the one unbreakable bond.

The one who is obstructing that bond and cutting off the path of communication is none other than your enemy,
Satan. It is Satan you must fight. You must win the eternal relationship of victory and bring him to natural
subjugation. Nonetheless, since the ideal garden of God is not materialized today or tomorrow, and as long as the
wish of God is not manifested in the whole universe through our minds and bodies, then Satan cannot be eliminated.

God has ideals of our minds, our bodies, and all things. Yet Satan stands opposed to it and is fighting against it.
Therefore, there must come the day of hope when we can take responsibility for this and subjugate Satan on the
worldwide level.

Because the condition caused by Satan remains, God’s ideal cannot have any relationship with us. Consequently, for
the sake of fulfilling His ideals, God has found one hero who can stand up against Satan and overcome him. That
person is Jesus Christ.

Nonetheless, today the doors that connect the creation to our bodies, our bodies to our minds, and our minds to
Heaven are all shut tight. It is Jesus and the Holy Spirit who come to open the doors of the mind, body and the
desired objects so that there can be smooth communication.

What was the immutable purpose for which Jesus came to the earth? It was to realize the ideals of God at any cost
and by any means. First, it was restoring the mind of man, the body of man and then the world of creation. Although
Jesus came with this ideology and ideals of the whole, because the chosen Israelites did not believe him, he was
only able to establish the ideals of the heart that represented the nature of the heart of God before he passed away.
Consequently, we today must understand the life and history of Jesus until he can fulfill the ideals of the heart, in
other words, the spiritual ideals.

Jesus has shown to us the path of heartistic victory, which leads us to the fulfillment of the ideal that God desires. In
other words, he has shown us the path to winning victory over Satan. Therefore, when we rely on Jesus and go in
pursuit of the ideals, we are not seeking some ideals constrained within the sphere of time; we are seeking the
eternal ideals of God. It is the mission designed to fulfill all of the character of Jesus, the hope of Jesus, the beliefs
and ideologies of Jesus, the life of Jesus and the love of Jesus. It is not a temporary mission, but a mission that
represents eternity. You must understand that Jesus was the one who was fighting to complete this kind of mission.

What do we need to possess as we are trying to go seeking after and materializing the ideals of God? We must
possess the element of God’s eternity. The reason is that even if time and era change, God’s eternal self does not
change.

Accordingly, you must understand that the ideals that God possesses are eternal ideals. Therefore, the ultimate ideal
that we as humankind must seek after is the eternal ideal that God seeks. You must fight today, tomorrow and for the
rest of your life until the day that you can make that eternal ideal part of your flesh and blood.

The Faith, Hope, Love and Life that Jesus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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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Jesus came to the earth and sought the eternal ideals of God, he fought to implant eternal faith on behalf of
the faithless people of Israel. There were many people in the course of history who believed in God, but the limit of
the hope and faith they held was confined within themselves. Jesus alone did not establish his faith and wish for his
own sake. Since that stood as the eternal ideal of God, he offered his life to cultivate the faith that can match up to
the elements of the ideal, in other words, eternal faith.

What was the one center that Jesus longed for during the thirty years of his life? In the 4,000-year course of history
leading up to that time, countless prophets and sages had erected the standard, but their faith could not step beyond
the limit of the people and the world. Thus, the center of Jesus’ life revolved around his attempt to go beyond that
standard and accomplish the eternal ideals of God and establish eternal faith.

Therefore, the faith of Jesus did not seek his own salvation. His purpose was not his own salvation, and it was also
not just to save the earth. Understanding the heart of God, who has been working through the dispensation from the
beginning of history through the historical course until the culminating point, Jesus was trying to restore everything.

What is more, to erect the eternal ideal of God, Jesus fought with Satan to establish the eternal standard that history
had never witnessed before, the one standard that will not change for eternity. You must understand that because
this is the kind of man Jesus was, he was able to set the condition of eternal faith before God, who had been seeking
the eternal ideal.

Therefore, we must learn from the example of Jesus’ faith. Next, we must understand that Jesus spent thirty years of
his life trying to erect the standard of hope of the eternal God, the eternal, immutable and firm foundation of faith. He
did this by going beyond the boundaries of himself, the society, the nation, the world and the universe. When we
believe in Jesus, we must take after him, the one who has established an eternal standard of faith that had never
been witnessed before.

Moreover, we must next inherit the hope of Jesus. The hope of Jesus was not just limited to his own self. It was the
hope that inclusively absorbed all the hopes for which the countless ancestors in history have longed for a long time.
What is more, he possessed the hope that represented the eternal hope of God, which was deep-seated in heaven
and earth.

That is not all. By erecting faith toward Heaven, Jesus engendered hope and the relationship of life and love.
Accordingly, he walked through the course of conflict for thirty years of his life to establish his hope as the eternal
hope and to establish his life as the eternal life.

The greatest value that Jesus felt about his life was when, representing the whole of the created world, he received
the elements of eternal life from God, who exists for eternity as the center of life. Because he was the possessor of
this kind of eternal life, no power of Satan could have an effect on him. Moreover, the love that Jesus demonstrated
was not the type of selfish and limited love that humankind possesses today. It was an unchanging love that enabled
him to die for the sake of realizing the eternal ideal of God. Therefore, the heart of God, who loved Jesus from
Heaven, could represent the whole of humanity. You must understand that finally in heaven and on earth, Jesus
came to possess the heart of unchanging love that can represent the eternal ideal of the heart of God and represent
the whole universe and all of humanity.

The Correct Attitude of Faith Toward Jesus
We have inherited today the will of the dispensation that Jesus established in this way with the faith, wish, life and
love. We must comprehend the will of salvation that he has erected through such a course of suffering. Moreover, we
must follow the example of the course that Jesus established by using the cross as his shield and extinguishing
himself to set the standard of atonement.

Furthermore, we who remain inside the realm of limitation must long for the unlimited faith of God, the unlimited hope
of God, the unlimited life of God, the unlimited love of God, and reflect on the life of Jesus, who spent thirty years in
bitter anguish. You must understand that Jesus, who was the master of the whole universe, the savior of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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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master of the earth, fought with his life on the line for the sake of setting the condition to realize the eternal
ideal of God regarding hope, faith, life and love.

What is more, you must look at the creation with the same heart as Jesus, and feel the same feelings as Jesus.
Moreover, you must understand that he fought while longing for that kind of aspiration, hope and ideal. You must not
think that he was some historical personage whose life did not have great significance. You must feel Jesus as
someone who dwells within your mind and accompanies you. You must reawaken to the life element that can fulfill
the eternal ideal of God. Your faith must thus become comparable to the faith of Jesus. Your hopes must become
comparable to the great hope of Jesus. Your life and love must also be comparable to those of Jesus.

You must follow the example of the center of Jesus, which represented the whole ideal element of God. You must
inherit the faith, hope, life and love of Jesus, as well as his central heart that fought to establish them all, and you
must accomplish them. If there is no one who can accomplish this for him, then the will of Jesus on the earth, which
he could not fulfill due to his death on the cross, will never be accomplished. Because the course that Jesus could
not complete still remains, the will of the dispensation is reserved for us.

Therefore, we must try to feel the sung-sang of Jesus through our body and through all things. In this way, the sung-
sang of Jesus must become one with our sung-sang and join with the ideal of the eternal God who represents the
whole universe. Now you must understand what the fate of Jesus on the cross prophesied. That pass of the cross
fulfilled eternal faith. It is the cross that enabled Jesus to experience the eternal hope of God. It is the cross that
advised us to also possess the eternal life and love of God. You must also understand that by virtue of the cross, the
way of salvation that came as the result of the history of atonement is the condition that can transfer to us the eternal
faith, the eternal hope, the eternal life and the eternal love of Jesus.

Nonetheless, because the faith of Jesus, who came representing all humankind in the universe, could not be
manifested to the whole, Jesus made an appeal of bitterness on the cross. In other words, because the hope that
Jesus wished to fulfill on behalf of humanity could not be realized on the world level, the cross was an appeal of bitter
resentment. If at that time, the faith, hope, life and love that Jesus wished for had appeared, there would not have
been the resentful appeal of the cross.

What Must Be Accomplished Through the Crucifixion
Accordingly, what do we need to accomplish through the crucifixion? We must obtain possession over the eternal
faith and the eternal hope that Jesus had, the eternal life that Jesus lived, and the eternal love for which Jesus
yearned. Today it is not enough for us to offer the eternal faith, hope, life and love established before the cross as
those that belong to Jesus.

We must bear his cross and possess his eternal faith as our own faith, his eternal hope as our own hope, and his
eternal life and love as our own life and hope. Furthermore, we must also possess the elements of God’s ideals,
which Jesus handed over as he was bearing the cross for the sake of humanity. Next, just as he had the main
disciples to whom he could hand over the eternal faith, eternal hope, eternal life and eternal love, we must also raise
this kind of person. If you set the condition of having failed to fulfill the faith, hope, life and love that you have
received from Jesus, then they will emerge in the last days as the conditions of judgment toward you.

In the last days, God will come to you and ask whether or not you have recompensed for the debt of eternal faith that
Jesus left behind. He will ask whether you have paid back the debt of hope, the debt of life and the debt of love.
When you face such a situation, you should be able to say the same thing Jesus said on the cross, “Everything has
been accomplished.” We today must be able to say that we have fully accomplished the endeavor of the eternal God
that He had set before Jesus. However, you must understand that unless the one man appears on the earth, the
culminating will of God’s dispensation cannot be achieved.

Jesus established the central element that God had willed during the 4,000-year course of history. To expand the
condition of spiritual and internal salvation to the world level, Jesus and the Holy Spirit have been at work until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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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ly, unless we can manifest the elements of the internal ideal of the eternal God as eternal faith, hope, life
and love on the external level, then the 2,000-year will of the dispensation of Jesus will be totally undermined. You
must understand this.

Now you have entered the course of faith in which you are trying to follow the example of Jesus and even feel the
heart of God. Yet you must first reflect to what extent you believe. Do you carry on your faith inside the realm of your
own assertions, which have been erected with your own concepts? When compared with the faith of Jesus, who
represented the whole universe, if there is a difference, you will be judged exactly to that same extent in the last
days.

What is the hope you hold today? The hope you hold inside you as a concept is a selfish one. You must testify to the
hope of Jesus as if it were your own. By doing so, you must step beyond yourself and come to possess the hope of
Jesus, who represented the eternal ideal of God. Yet if there is a gap between the hope of Jesus and your own hope,
you must understand that the gap will be the condition of judgment in the last days.

The same is true for life. If we believed in Jesus and attained life, then that life is not for our own sake. That life is
meant to restore this people and harmonize the countless saints. It is life that must represent the heart of Jesus, who
embodied the eternity of God in the face of the cross and attacks from Satan. Even when he faced death on the
cross, Jesus did not hesitate to face the attack of the enemies.

Jesus is not the person you thought you knew. He was someone who tried to fathom the heart of God, who had
fought with the enemy Satan for 4,000 years for the sake of humankind. Jesus was someone who tried to feel eternal
love. When you come to respect this unlimited heart of Jesus, you will feel that this has become the core of your
faith.

Therefore, the degree to which Jesus felt the love of Heaven was strong enough to replace the eternal ideal of God,
which could help him overcome any kind of difficulty and tribulations on the earth. You must understand that because
Jesus was in such a situation, he forgot about the fact that he was walking the path of death due to the mistakes of
his enemies, and he prayed for the sake of humanity.

The Love Behind the Crucifixion
By believing in Jesus today, you have received unlimited love and the unlimited life of God. Yet you should reflect in
which realm that life is dwelling.

Jesus understood the eternal and ideal love of God who, after the creation of the whole universe, was in great agony
while trying to embrace it. Therefore, while he was on the earth, Jesus loved God more than he loved himself, his
family or his people and the world.

Possessing the love of God, who was the center of all love, and on behalf of the countless prophets and sages who
came and passed away during the course of history, no matter how much difficulty he was undergoing, Jesus forgot
all about it to fulfill the will of the dispensation that they could not complete. While feeling the heart that reached out
to love God, he left something behind, and that is none other than the love behind the crucifixion. You must deeply
contemplate this.

If there is a judgment in the last days, then when the love that flows down from God and is manifested through Jesus
reaches down to you, you must have already prepared the foundation in your heart to receive the love and keep it for
eternity. If you lack such a foundation, then you cannot confidently go before God at the time of judgment in the last
days.

Consequently, now you must understand that before us lies the great and lofty hope and ideal of Jesus. That great
and lofty ideal was manifested on the earth through Jesus Christ. Therefore, we today are trying to believe in Jesus
and follow his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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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after going to the spirit world, Jesus is still fighting with Satan on behalf of the internal world. To accomplish the
eternal ideals of God, with the Holy Spirit and the numerous heavenly soldiers and angels in Heaven, he has been
fighting with Satan for us.

We must not possess as our own the faith given to us, the hope bestowed on us, the life demanded of us and the
love desired of us. You must keep in mind that if we possess them only as our own, then the eternal ideal of God will
have no relationship with us.

하나님의 영원한 이상을 찾아드리자
1956.10.07 (일), 한국 전본부교회

1-207
하나님의 영원한 이상을 찾아드리자
고린도전서 13:1-13

[기 도]

사랑의 아버님, 천상의 원한으로 남아져 있는 싸움의 역사를 종결지을 사람이 없는 것이 당신의 탄식임을 알았나이
다. 인간들로 말미암아 심어진 타락의 근본 뿌리를 인간들이 뽑아버려야 될 것인데, 오랜 역사가 경과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아직까지 인간들은 그 죄의 근본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사오니, 아버님, 그것을 뽑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
서.

이 시간 모인 청중들 모두가 아버지의 심정에 사무쳐 일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
다.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닮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소망하시는 그 소망을 저희들이 새로이 지니게 허락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진 원한의 역사를 책임지고 억만 원수 사탄과 싸울 수 있는, 하늘을 대표하여 나타나는 용자들
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땅을 대표하여 나설 수 있는 용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진 싸움터에서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심정을 서로 베풀 수 있는 기쁨의 동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각자 아버지
의 뜻을 책임지고 나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각자가 아버지의 전체적인 뜻을 대신하여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아버님의 용맹한 아들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사랑하는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저희의 마음이 하늘의 어떠한 표적을 향하여 있고, 저희의 몸은 온 우주의 어떠한 표적을 향하여 있는지, 이 시간 깨
닫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드릴 수 있는 기쁨의 자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아버지, 간절
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저희의 몸과 마음은 아직까지 아버지의 품에 품기지 못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권고하여 주시옵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저희의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천성을 향하도록 마음의 방향을 바로 잡아 주시고, 아
버지께서 원하시는 소망의 길을 저희들이 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쁘심의 은총을 저희들의 몸 마음이 체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을 중심삼고 재창조의 역사를 일
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악의 뿌리를 붙안고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체휼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사랑하는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님, 이 시간 모인 자녀들, 억만 사탄의 참소에 걸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제단에 영광의 제물로
서 바쳐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사랑하는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제 아버지 앞에 엎드린 저희들, 아버지의 존엄하신 성상을 대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하고 스스로 직고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유겸손한 제물로서, 아버지의 속죄의 은사앞에 굴복하는 자녀들이 되고 아버지를 찾은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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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던 무리들이 탄식의 눈물을 흘리지 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사탄이 비웃는 걸음을 걷지 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
서. 마음 몸이 아버지 앞에 사로잡힌 바 되게 이 한 시간 만이라도 같이하여 주시옵고, 영원하신 생명의 은사, 부활의
은사, 사랑의 은사에 접하여, 아버지, 기뻐할 수 있는 하나의 이상적인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버님, 이날은 거룩한 날, 만민 앞에 복을 주기 위한 약속의 날이었사오니, 24억 인류를 대신하여 모인 성전마다 기
쁨의 은사가 같이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끝날을 맞이했사오니 성령의 불길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어서 당신
이 택한 자녀들이 하나로 뭉치어 이 어두운 세상과 대결하여 싸울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6천년의 원한의 심정
을 대신하여 모든 악을 무찌르고 나서는 당신의 아들 딸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
다.

먼저는 3천만 민족을 대신한 3천여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3천여 제단을 대신하여 아버지께 있는 정성과 마음과
충절을 다하며 살려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영원하신 아버지의 제물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
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남아진 싸움터에서 아버지께 빚지는 자들이 되지 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영원한 승리의 은사를 감당할 수 있
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축복하심의 그 심정을 땅 위에 나타낼 수 있는 이상동산을 건설할 때까지 백절불굴의 용사의 심정을 갖고
아버지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길,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 저녁,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수많은 자녀들이 있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께서 일률적으로 역사하여 주시
옵고, 끝날에 이루고 싶으신 바의 당신의 뜻을 만방에 선포하여 하늘 땅이 화동할 수 있는 기쁨의 제단을 쌓게 허락하
여 주시옵소서.

있는 힘과 마음과 정력을 다 기울여 오직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부
탁하면서, 모든 말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1-209
말 씀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하나님의 영원한 이상을 찾아드리자’입니다.`하나님의 영원한 이상을 찾아
드리자’ 이러한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1-209
하나님의 창조이상
어두운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세우신 하나의 표준은 자신의 내적 심정에 남아진 이
상적인 형상을 영원한 하나의 실체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그리하여 이 하나의 실체를 세워 놓고 그 영원한 기쁨을
느끼면서 둘이 아닌 하나의 상대적인 이상을 갖추어 살고자 창조역사를 시작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수고를 거쳐 지은 피조물 중에서 인간 하나를 모든 이상의 중심으로 세우셨습니다.그런데 그 하
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본래 요구하신 희망과는 반대의 입장에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 지금까지 오랜 역사가
경과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신 그 이상과는 관계가 없는 인간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하나의 이상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다시 찾아나오는 역사노정이 섭리의 노정이요, 구원의 노정이요, 개척의 노
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내적 심정으로서 소망하신 하나의 이상은 온 피조만물 전체에까지 미쳐지는 이상이었는데, 사람 하나가 실
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상은 피조물 전체 가운데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개척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섭리의 뜻을 세워 찾고자 하시는 하나의 중
심되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내적 심정으로 그리던 이상을 실현시킴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즐기
는 것은 물론이요, 그 즐거움의 이상을 사람의 영원한 이상으로 삼아 영광의 조건으로 돌려드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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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자체를 부르고 계심을 알아야 되겠습니다.천상에 계신 하나
님께서는 여러분 자체가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중심체가 되기를 바라셔서 지금까지 수고해 나오고 계십
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이상은 우리가 불완전한 권내에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그리고 사탄
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한 실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상하로 보나 이루어 놓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이상입니다.그래서 좌에 속하여 있는 무리나 우에
속하여 있는 무리나, 또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존재, 천상에 있는 천천만 성도까지 그 하나의 이상을 무슨 일인지 모르
게 흠모하여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원리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새로운 광명의 이상이 나타나야 할 그 날은 어느 날일 것인가, 그 한 시간은 어느 시간일
것인가, 그 때는 어느 때일 것인가’라고 하면서 수많은 성현 현철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모르는 길을 개척해 나오기를
오늘날까지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광명한 이상의 심정을 통한 후 그들을 대하여’그대가 마음으로 그리던 소망이 이
것이요, 그대가 지향하던 이상이 이것이로다’라고 할 수 있는 불변의 영원한 이상의 요소를 지녀야 됩니다.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여, 몸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실현되는 하나의 기쁨의 터전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그러한
기쁨의 터전을 여러분이 이루지 못한다 할진대는 하나님의 이상은 피조세계에서 찾아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1-211
하나님의 이상 실현과 인간의 책임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그것은 지어 놓은 만물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영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또 천상에 있는 천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중심이요 하나의 표준이요 하나의 핵심이요 만물
의 주인공인 여러분 자체에게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이상을 좌우하는 중심이요 표준인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망에 눌려 있는 이 천지간에 그 하나의 표준점, 그 하나의 중심점이 나타나는 한날의 기쁨이 오늘날 역사노정을 거
쳐가는 우리의 소망이요 수많은 악령들과 싸워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상을 흠모하는 마음을 갖고 지내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내적 심정과 동감 동화될 수
있는 자아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그리하여 자연이 법도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마음이 천심을 중심삼고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늘의 우주적인 종말점까지 연락시킬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을 세워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원한 이상은 피조세계와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의 마음과 몸을 헤아려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하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이 있습니까?
내 마음과 몸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이 있습니까?내 몸과 만물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이 있습니까? 그러한 담이
있는 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상은 여러분과 이미 관계를 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겠고, 몸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여 화동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그
리하여 천상의 성품을 아니 느낄래야 아니 느낄 수 없고, 아니 행할래야 아니 행할 수 없는 자연적인 은사를 받아 하
나님을 대하고 그의 이상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의 기준과 먼 거리에 처하여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수고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귀섭리역사입니다.그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역사가 지금까지 선지선열들을 보내 이끌어
나온 역사인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명심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이제 오로지 여러분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만물을 상징하여 지음받은 몸의 가치, 천품을 대신
하여 몸의 중심으로서 지음받은 마음의 가치를 소유해야 됩니다.그리하여 온 피조만물의 중심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내적 심성, 전체의 중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내적 심성이 우리의 마음을 거치고 몸을 거치고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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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무대를 거치어 만물 만상까지 하나의 움직임으로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의 한 몸에
서 이루어 놓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1-212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사탄의 활동목표
하나님께서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관권에서 떨어진 인간을 본연의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6천년 동안을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가 어떠했습니까?하나님은 창조원리에 의해 상징적인 실체대상으로 만물을 창조했고, 형상적
인 실체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의 실존체가 우리 마음의 이상적인 표준이 되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둘이 아닌 하나의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연관성을 막아 놓고, 연락의 길을 중단시켜 놓고 역사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의 원수인
사탄, 여러분이 그와 싸워 영원한 승리의 인연을 세워 그를 자연굴복시키지 않으면 아니 될 사탄이라는 것입니다.그
런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이상의 동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소망의 이상이 내 몸 마음을
통하여 온 천주 우주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사탄은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대한 이상, 우리의 몸을 대한 이상, 만물을 대한 이상이 있습니다.그런데 사탄은
이것과 반대하여 싸우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그 사탄을 세계적으로 책임지고 굴복시킬 수 있는 소망의 한 날이 나타나
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사탄으로 말미암아 맺혀진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상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상을 이루기 위하여 사탄과 대립하여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주인을 세우
셨는데, 그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만물에서 몸으로, 몸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천상까지 연락되는 그 문이 막혀 있습니다.이 요구하는
마음과 몸, 요구하는 상대의 막힌 문을 뚫어 연락시켜 주는 역사를 해 오신 분이 예수님과 성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불변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그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는 것이
었습니다.먼저는 인간의 마음을 복귀하고 몸을 복귀하고 그 다음에는 만물세계까지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예수님
께서 이런 전체적인 이념과 전체적인 이상을 갖고 오셨으나, 믿도록 택하여 세웠던 이스라엘민족이 믿지 않았기 때문
에, 하나님의 마음의 성상을 대신한 마음적인 이상만을 세우시고 가셨던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그
마음적인 이상, 즉 영적인 이상을 세우실 때까지의,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역사를 알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마음적인 승리의 길, 즉 사탄 대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
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상을 찾아 나가는 것은 어떠한 시간권내에 이상
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이상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니셨던 인격, 예수님이 갖고 오셨던 소망, 예수님이 믿었던 이념, 예수님이 갖고 있던 생명, 예수님이 갖
고 있던 사랑,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며 또한 그것은 일시적인 사명이 아니고 영원을 대신한 사명이었습니
다.바로 그와 같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싸우신 예수님이었음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상을 찾아 나아가 그 이상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들은 오늘날 무엇을 가져야 되겠느냐.하나님
의 영원하신 요소를 가져야 되겠습니다.왜냐하면 때와 시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실체는 변치 않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닌 이상도 영원하신 이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그런 연고로 오늘날 인간들이
찾아 나아가야 할 최후에 남아진 이상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원한 이상입니다.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바라시
는 그 영원한 이상을 내 것으로 만드는 날까지 오늘도 싸워야 되겠고, 내일도 싸워야 되겠고, 생애를 바쳐 싸워나가지
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1-214
예수님이 세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생명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상을 찾아 나가는데 있어서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민족을 대신하여
영원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싸우신 분입니다.역사과정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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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믿는 그 소망과 믿음의 한계는 자기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은 믿음과 소망을 자기
자신만의 믿음과 소망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상으로 세워져 있는 한, 그 이상의 요
소를 갖출 수 있는 믿음, 즉 영원한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일생을 바쳤습니다.

예수님께서 30여 평생을 통하여 바라신 하나의 중심이 무엇인가.그때까지 4천년 역사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선지 선
열들이 믿음의 기준을 세웠으나 그들의 믿음은 민족적인 한계를 넘지 못했고 세계적인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그래
서 예수님은 그러한 기준을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이상을 이루기 위한 것, 영원한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이 그의 일생
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은 자기 일신의 구원을 목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자기 구원이 목적이 아니었고 이 땅만
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었습니다.역사의 기원에서부터 그 과정과 미래의 어느 한 종점까지 전부를 섭리해 오시
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복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이상을 찾아 세우기 위해 먼저 역사상에 전무후무한 영원한 기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사탄과 싸우셨습니다.그러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이상을 찾아 나오시는 하
나님 앞에 영원한 믿음의 조건을 세우실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들려면 먼저 예수님 한 분에게는 역사적인 전체 인류의 뜻이 개재되어 있음을 알
아야 합니다.그는 4천년 역사과정의 수많은 신앙인들, 또는 그 당시의 모든 인류의 믿음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이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천추만대의 미래 역사를 대신하고 전체 인류의 믿음을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 영원불
변의 하나의 중심을 갖고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그리고 자기 개인을 넘고, 사회를 넘고, 국가를 넘고, 세
계를 넘고, 천주를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소망의 기준, 영원불변의 확고한 하나의 믿음의 발판을 세우기 위하여 이
땅 위에서 30여 평생을 보내신 예수님이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우리가 예수를 믿되, 전무후무한 영원한 믿음의 기
준을 세웠던 그러한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소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예수님의 소망은 그의 일신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역대의 수많
은 선조들이 오랫동안 소망해 나오던 그 모든 소망을 전부 흡수한 소망이었습니다.또 천상과 지상에 사무쳐 있는 영
원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대신한 소망을 지니셨던 것입니다.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역사이래 어느누구도 갖지 못하
였던 하나님의 영원한 이상을 이룰 수 있는 소망의 중심을 세웠기에 우리의 소망을 대신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대한 믿음을 세워 소망을 갖추고 생명의 인연과 사랑의 인연을 갖추었습니
다.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소망을 영원한 소망으로서, 생명도 영원한 생명으로서 세우기 위해 30여 평생의 싸움의 노
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과정에 있어서 생의 가치를 느꼈던 것은, 피조세계 전체를 대신하여 영원 실존하시고 생
명의 중심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요소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어떠한 사탄의 힘의 작용도 미치지 못했습니다.또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랑은 오늘날 인간들이 가
지고 있는 것과 같은 자기를 중심한 한계권내에 머물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영원하신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기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불변의 사랑이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천상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만민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천상천하에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적인 영원한 이상을 대신하고 온 우주 인간을 대신하
여 불변하는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은 지니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1-216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세워 놓은 섭리의 뜻을 오늘날 우리는 인계받고 있습
니다.이렇게 수고의 노정을 거치어 세워 놓은 구원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또 십자가의 방패로서 자기
일신을 불살라 대속의 기준을 세우신 그 노정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한계권내에 있는 우리들은 무한대의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무한대의 하나님의 소망, 무한대의 하
나님의 생명, 무한대의 하나님의 사랑까지 그리워하며 30여 평생을 서럽게 보내신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봐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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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주의 주인공이요, 만민의 구주요,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소망과 믿음, 생명, 사랑의 전체에 하나님의 영
원한 이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조건들을 세우기 위해 생애를 걸고 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
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러한 예수의 심정으로 바라보아야 되겠고, 예수가 느끼던 감정을 같이 체휼해야 합니다.또 그러한
포부와 그러한 소망, 그러한 이상을 흠모하면서 싸워 나오신 예수님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막연히 2천년 전에
왔다 가신 역사적인 인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여러분의 일신 가운데에 동행
하고 있는 예수님으로 느껴야 합니다.영원하신 하나님의 이상을 이룰 수 있는 생명적인 요소를 여러분은 다시금 재인
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과 비할 수 있고, 여러분의 소망도 예수님의 크나큰 소
망과 비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생명도 사랑도 역시 예수님의 그것들과 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체 이상적인 요소를 대신했던 예수님의 중심을 여러분이 본받아야 합니다.예수님께서 믿음으로나 소망
으로나 생명으로나 사랑으로나 그것들을 모두 세우기 위해 싸워 나오시던 그 중심의 마음을 오늘날 여러분들이 유업
으로 받아 이루어드려야 되겠습니다.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없다 할진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
로 인하여 이 땅 위에 오셔서 이루려다 못다 이룬 그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예수님께서 못다 걸으신 노정이
남아 있는 고로 섭리의 뜻은 오늘날 우리의 일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상을 느끼려 하고 만물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상을 느끼려고 해야 합니
다.그리하여 예수님의 성상과 우리의 성상이 합하여 온 천주를 대신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상에 합할 수 있어야 되
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심이 무엇을 예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그 십자가의 고
개는 영원한 믿음을 성취한 십자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체휼케 하고 권고하던 십자가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
명과 영원한 사랑을 우리들도 가지라고 권고하던 십자가입니다.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를 거쳐 남겨
진 구원의 도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믿음과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넘겨 줄 수 있는 하
나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 우주의 인간 전체를 대신하여 오셨던 예수님의 믿음이 전체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온 인류를 대신
해서 소망하던 그 소망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원한의 호소를 하셨던 것
입니다.생명과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일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라신 믿음, 예수님께서 바라신 소망, 예수님
께서 바라신 생명, 예수님께서 바라신 사랑이 나타날 수 있었던들, 십자가의 원한의 호소는 없었을 것입니다.

1-218
십자가를 통해 갖추어야 할 것
따라서 이제 우리들이 십자가를 통해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품고 있던 영원한 믿음, 예수 그리
스도가 지녔던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워하던 영원한 사랑을 지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십자가 앞에 세워진 영원한 믿음,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을 그저 예수님의
것으로만 돌려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십자가를 지고, 그의 영원한 믿음을 내 믿음으로, 그의 영원한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그의 영원한 생명
과 사랑을 나의 생명과 사랑으로 소유해야 되겠습니다.나아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넘겨
주던 하나님의 이상의 요소들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믿음,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
명, 영원한 사랑을 넘겨줄 수 있는 수제자를 가졌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사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바의 믿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바의 소망,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바의 생명과 사랑을 여러분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는 조건이 남는다 할진대는 그것들이 끝날에 여러분을 대하여 심판의 조건으로 나타날 것입니
다.

끝날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오시어 예수 그리스도가 남기신 영원한 믿음의 빚을 갚았느냐고 물으실 것입니
다.예수 그리스도가 남기신 소망의 빚, 생명의 빚, 사랑의 빚을 갚았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그러한 입장에 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상에서’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
리스도 앞에서 당신이 남겨 준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내 일신에서’다 이루었나이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하나의 사람이 이 땅위에 나타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종말적인 섭리의 뜻은 완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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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되겠습니다.

4천년 역사노정에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상하신 중심의 요소를 예수님이 세웠습니다.영적이고 내적인 구원
의 조건을 확장시켜 세계적인 기준까지 늘리기 위해 오늘날까지 예수님과 성신이 역사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내적인 이상의 요소를 외적으로 이룰 수 있는 영원한 믿음과 소망과 생명과 사랑을 세우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2천년 섭리의 뜻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마음까지 느끼고자 하는 믿음의 노정에 들어섰습니다.그런데 여러분은 자
신의 어느 정도까지 믿고 있는가를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되겠습니다.혹시 자기 일신의 관념으로서 세워진 자신의 주
장권내에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우주 전체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있
는 만큼 끝날에 심판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은 어떠한 것입니까.여러분이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증거해야 합니다.그리하여 여러분 자신
을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이상을 대신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그런데 만일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차이가 있으면 그만큼 끝날의 심판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생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은 내 일신이 살기 위해서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그 생명은 이 민족을 복귀시키고 천천만 성도들까지 화동시켜야 할 생명입니다.십자가를 앞에 놓고,
사탄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대신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태연자약한 심정을 대신할 수 있는 생명입니
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이 죽어지는 입장에 처해 있을지라도 원수들의 반격에 대해 일체 저주하지 않
았습니다.예수님은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었습니다.4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원수와
싸우신 그 심정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느끼고자 하신 분이었습니다.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심정을 동경하게 될 때, 자신 앞에 그것이 신앙의 기지가 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느끼신 하늘의 사랑에 대한 감도는 땅 위의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고난도 넘어설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상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그러한 입장에 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원수들의 잘못으로 인
해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인류를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1-220
십자가의 사랑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무한하신 생명을 받은 자신일진대, 그 생명이 어느
권내에 처해 있는가 반성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즉 온 천지를 지으시고 그것을 품기 위하여 애달파하시는 영원하시고 이상적인 하나님
의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 위해서 자기의 일신을 사랑하고, 자기의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모든 사랑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역사노정에 왔다 갔던 수많은 선지선열 전체를 대
신하여 그들이 못다 이룬 섭리의 뜻을 성사시키기 위해 그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잊고 인류를 사랑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심정을 느끼면서 남겨 준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되겠
습니다.

끝날의 심판이 있다고 할진대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예수님에 의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자체에게
미치게 될 때, 여러분 자신이 그 사랑을 받아 가지고 여러분 일신에 영원히 지닐 수 있는 마음의 토대가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일 여러분에게 그러한 마음의 토대가 없다 할진대는, 여러분은 끝날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크고도 높은 소망과 이상이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그 크고 높은 이
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지상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4/15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를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계에 가셔서도 세계를 대신하여 사탄과 싸우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상을 성취하시기 위
하여 성신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천만 천군천사와 함께 우리를 대신해서 사탄과 싸워 나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믿음, 우리에게 소망하시던 소망, 우리에게 요구했던 생명, 우리에게 바라신 사랑을 이제 우리는 내
사랑만으로서만, 내 생명으로서만, 내 소망으로서만, 내 믿음으로서만 가져서는 아니 되겠습니다.만일 그것을 내 것
으로만 갖고 있다 할진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상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되겠습
니다.

Headquarters ChurchHoly SpiritIsraelJesus ChristLoving Father
© 2013 - 2014 hdhstudy.com | Contact Us

RSS

15/15

http://hdhstudy.com/tag/headquarters-church/
http://hdhstudy.com/tag/holy-spirit/
http://hdhstudy.com/tag/israel/
http://hdhstudy.com/tag/jesus-christ/
http://hdhstudy.com/tag/loving-father/
http://hdhstudy.com/contact/
http://hdhstudy.com/feed/

	1-207 to 1-220: Let Us Claim Back the Eternal Ideal of G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