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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a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gardener. 2 He cuts off every branch in me that bears no fruit, while every
branch that does bear fruit he prunes so that it will be even more fruitful. 3 You are already clean because of the
word I have spoken to you. 4 Remain in me, as I also remain in you. No branch can bear fruit by itself; it must
remain in the vine. Neither can you bear fruit unless you remain in me. 5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If you
remain in me and I in you, you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6 If you do not remain in me,
you are like a branch that is thrown away and withers; such branches are picked up, thrown into the fire and burned.
7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s remain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done for you. 8 This is to
my Father’s glory, that you bear much fruit, showing yourselves to be my disciples. 9 “As the Father has loved me,
so have I loved you. Now remain in my love. 10 If you keep my commands, you will remain in my love, just as I have
kept my Father’s commands and remain in his love. 11 I have told you this so that my joy may be in you and that
your joy may be complete. 12 My command is this: Love each other as I have loved you. 13 Greater love has no one
than this: to lay down one’s life for one’s friends. 14 You are my friends if you do what I command. 15 I no longer call
you servants, because a servant does not know his master’s business. Instead, I have called you friends, for
everything that I learned from my Father I have made known to you. 16 You did not choose me, but I chose you and
appointed you so that you might go and bear fruit — fruit that will last — and so that whatever you ask in my name
the Father will give you. 17 This is my command: Love each other. 18 “If the world hates you, keep in mind that it
hated me first. 19 If you belonged to the world, it would love you as its own. As it is, you do not belong to the world,
but I have chosen you out of the world. That is why the world hates you. 20 Remember what I told you: ‘A servant is
not greater than his master.’ If they persecuted me, they will persecute you also. If they obeyed my teaching, they will
obey yours also. 21 They will treat you this way because of my name, for they do not know the one who sent me. 22
If I had not come and spoken to them, they would not be guilty of sin; but now they have no excuse for their sin.
John 15:1-22

Prayer 1
Now we have come to the last Sunday of this year. Father, were there times when we fathomed Your heart and were
concerned for You? When did we fight for the Father’s affairs? When have we genuinely loved the Father?

Father, please forgive us for not having fully coped with the commandments that You have given us with Your
concerned heart in this one year and the responsibility that You have entrusted in us for the sake of the people.
Throughout the year, there were many commands that the Father gave to us, Your unworthy representatives. Please
forgive us for not having been able to complete that responsibility. Please allow us to accomplish the great will that
the Father demands.

Forgive the fact that the people on earth who associate with the will have been unable to rise to the level of
materializing the hope that Heaven desires. They have been unable to obey the commandments because they are
ignorant of the time. Although we might have passed through the path of conflict, when we see that we could not
bring victorious accomplishments before the Father, we must feel ashamed.

Please bestow again all the responsibilities that You once entrusted in the sons and daughters gathered here.
Please allow them to dash forward for the sake of the Father’s will. Allow us to distinguish our internal self and 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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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self and reflect in ourselves, “When will we be able to receive the love of the Father?”

Father, the mission that You have entrusted in us is not meant to be used just for our own selves, but to seek the
people and the world. Furthermore, we are to remove the bitter grief of Heaven. Therefore, we who must take up that
mission and follow the Father’s orders feel completely awe-stricken before You.

Father, please raise us up again before You, we who are weak and inadequate. Allow Your compassionate and
grace-filled hand to go beyond this place and overflow toward the satanic world. Father, we sincerely hope and
desire this.

Father, please look upon these people with compassion. Please consider with sympathy the countless churches that
have gathered on behalf of this people. Please allow them to be aware of the presence of the Father’s great will and
dispensation.

Based on this, please allow each church and nation to uphold the will of the Father. Please bring about the fulfillment
of Your wishes by working through these people to induce the 2.4 billion people of humanity of this world to
advocate the will of the Father. Please let the day come in the near future when the whole 2.4 billion people of
humanity can sing that glory. Father, we pray this from the depth of our hearts.

On this day, these people have reported all their lacks. They desire once more the compassionate love of the Father
and have come before Your holy presence. Please protect them with compassionate love, embrace them with Your
glorious grace, and enhance them with new courage and new power. Father, we hope for this from the bottom of our
hearts.

Now we beg that You will allow this hour to be a moment when, attending Father, heaven and earth can harmonize
and the Father’s love of goodness can dwell in this place. Let this time be a moment when we can offer the Father
the glory that arises from our union with Him and receive love from the Father.

Spread widely across the countryside, there are lonesome sons and daughters who are kneeling down and are
building altars before the Father. Since the whole mission of the last days has been entrusted to them, please allow
them to center themselves on the will of the Father and manifest only the will of Father wherever they may be. We
pray with the utmost sincerity.

Earnestly hoping that on this day You will let only the glory of joy descend upon the congregation, I prayed in the
name of the loving Lord. Amen.

Prayer 2
Father! We are grateful toward Your grace, which found and raised us up and allowed us to carry on the fight until
this hour. Today we still have the mission to offer all of our minds and bodies to fight for the one glorious day of the
Father. Please let us not become exhausted.

Father, we have often felt that You have personally walked side by side with us as we traveled the difficult path that
we had to take to obey Your commands; that You personally stood at our side even on the path of death. We must
offer gratitude before that love of Yours, which guided us inadequate ones and persevered through many things.

Father! Although a long time has passed since the day that You promised and permitted, we feel humiliated before
the granted will. If Your sons and daughters who have gathered here today cannot return glory to the will, Father,
please allow them to at least return tears.

Father! In these last days, we pray that You will allow the fulfillment of the wishes of the ancestors, who made
appeals on behalf of the people according to Your commands to persevere. Please quickly manifest Your will before
the humanity of the world and give Your comman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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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her, among Your sons and daughters who have gathered here on behalf of the people, are there those who
cannot realize this great will of Yours? Please let them feel and experience the heart of the Father, which reaches
deep down into the flesh and bones.

We understand that the path we must walk is long and danger-ridden. No matter what kind of obstacle block our
path in whatever time and place, please empower us to penetrate through them. Please lead us not to become ones
who feel grief for ourselves. Father, we pray from the depth of our hearts.

Father! Let the sons and daughters who have gathered here today eradicate all the things they are attached to and
extricate all that has become entangled for 6,000 years. While we root out our own inadequacies, at the same time,
please allow us to eradicate in this one place all the inadequacies of these people. By doing so, please allow us to
liquidate all the shameful things of the 6,000-year history of humanity. Father, we earnestly ask that on this
foundation and in this hour You will let this be the year when we can set the condition of victory before Satan and
step over it.

Father, please guide us to become like children who do not know anything. Please allow us to do nothing else but
obey when we are led and do nothing but submit when we are guided. Please do not let any subjective opinions or
concepts remain in any of us. Resembling the heart of the Father and taking after the pure heart of children, let us
become people of goodness and keep to this path, regardless of whether we are dead or alive. Allow us to charge
forward on the path even if flesh and blood are shed.

Lonely members spread across the countryside are clinging on to the way of the Father’s will and are fighting to
safeguard it at the cost of their lives. Please guide them not to become debilitated. Father, we beg that You will grant
them courage and righteous impulses in this hour, so that they can greet the day of joy and glory with a new
determination and readiness.

Please forgive our deficiencies in this hour. We possess nothing and we have nothing of which to be proud. All we
have is our earnest desire to be embraced inside the Father’s bosom of love like children. Father, we ask sincerely
that You manifest Your holy presence and penetrate deeply into the depth of our hearts. Please personally bestow
the blessing according to our given measure.

Please let there not be anyone among the sons and daughters gathered here who gets dragged away by Satan. We
wish earnestly that this may be the moment when we can receive the seal of purification, hold the flag of joy and
victory, and return the glory of Hosanna before the Father for eternity. We offer all these words in the name of the
Lord. Amen.

Prayer 3
Father! We have learned through the words of truth that heaven and earth are created as one body. When we
consider that heaven is the subject and we are the isthmus, we cannot live even one day or one moment without
receiving the sap of the Father’s love and life. Please forgive us for not having been able to live so as to receive the
sap of love that emanates from the eternal God when we should have lived as the branches and leaves of Heaven.

Father! In this time of the last days that forebodes the day of judgment, please allow us to be engrafted to the love of
the Father centering on Jesus Christ, who is the perfect root. Although we know that God longs to reap from us the
fruit of love that is born through the eternal love of Father and of Jesus and the Holy Spirit, we fear that we might
become an obstruction to the Father’s harvest because of our immaturity, imperfection, and frailty, which prevents us
from bringing that to pass.

We entrust ourselves to You. Father! Please raise us and care for us. By guiding us through the hardships and
turmoil, please allow us to mature as ripened fruits. Through the loving hands of the Father, please allow us to
become the realization that can build the eternal Kingdom of Heaven, the harvester who can reap the harvest.

Father! We know that this moment today is not the first time You have predicted this event. You had al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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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hesied it long ago in the Old Testament era and at the time of Jesus 2,000 years ago. If we really understand
this, then we must cultivate ourselves and become the harvest that can be reaped by Heaven and bring peace to
Heaven. Yet when we evaluate ourselves, I am sure that there are those among us who do not feel that they have
become mature yet. If this is the case, then Father, I ask earnestly and pray that You will allow them to repent before
You on their own volition. Lamenting their own frailty, let them repent even for the grief of Jesus Christ.

Father, we have gathered here today. Please govern our minds totally, and be the center of operations to reign over
us. In this way, please do not tolerate any evil concept or assertion that is unacceptable before the will of the Father.

Father, please let these who have gathered here become completely purified children by undergoing repeated
processes of purification and bringing an end to the works of Satan. Please allow this to be a time when only You
can operate and intervene.

Please allow us to understand that You are pressing us to fulfill the day of Christ, and that this is the time when You
wish to manifest the love of Christ through us. Moreover, please lead us to understand that by raising us up, You
long for us to take hold of the troubles of Christ and step forward in this twentieth century. Father, please lead us not
to center our footsteps on ourselves as we dash forward toward the heavenly nature. Please lead us not to remain
in the state of offering self-centered prayers.

Please allow us to chase out all the elements that invite the invasion of evil as we move forward. Father, we pray
from the depth of our hearts that You will hold onto us, so that we can travel through any kind of danger-ridden road
of conflict for the sake of realizing the will that You desire and that we can persevere even on a road of utter despair.

We know that we cannot receive the glory of earth because we are not men of the earth. Just as it was prophesied
through Jesus Christ, we know that when there were citizens and sons of Heaven who possessed the true love and
integrity of the Father, they were not welcome on earth in any era during the 2,000 years of history. Father! Please
guide us to be able to cope with the persecution we may receive from this people when we try to fulfill the works of
Jesus for him. Please empower us to overcome the contempt, the tribulations, and the sorrow that we might suffer at
the hands of humanity on earth as we try to lead our lives for the sake of Heaven.

Jesus is longing for the day of harvest and is calling for us today, after the 6,000 years. Please withdraw the traces
of historical grief and the blood and tears of the crucifixion through us. Guide us to serve as the shields of victory.
Please allow us to understand that Jesus, the substantial manifestation of hope, is longing for us to become
qualified to dominate Satan. By virtue of this, Father, we ask sincerely that You will allow us to become the sons and
daughters who are determined to fight every day with the joyful will of the Father in our hearts and to subjugate the
enemy Satan, even if we have to continue and complete it through our descendants because we could not
accomplish this mission during our life-long dedication to the Father’s works.

We who are facing the new year must make a renewed resolution deep in our hearts to walk this path of conflict that
endangers our lives. No matter what kind of enemies oppose us, Father, please guide us never to submit to them,
and safeguard our fidelity. On account of this, Father, we hope with the utmost earnestness that You will allow us to
become Your sons and daughters who can reveal before all things that we are the sons and daughters who
represent You.

Please let the words You grant us today become manifested and link our hearts. Requesting earnestly that You will
move the spirits and mold us anew with Your hands of power in this hour, we offered all these words in the name of
the Lord. Amen.

The title of the sermon that I want to reflect on with you is “The People Chosen for the Restoration of the Kingdom of
Heaven.” I will speak briefly upon this topic.

The Last Days of the History of the Dispensation When We Must Re-examine Our Own Position
Ladies and gentlemen, today we greet the last Sunday of this year. You understand clearly through the principl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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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oration that if we do not fulfill our responsibility today, then it must be done tomorrow.

Since the creation, history has traveled through the 6,000 years by passing through one day, one year, and then
through a long period of time, while times and seasons were changing. Yet you also know very well that now the
dispensation of restoration, through which the great judgment will take place on earth all over the world and God will
become complete, has to be realized through the 2.4 billion people of humanity on the earth today.

We have now come face-to-face with the last days of the 6,000-year history of the dispensation. We have been
participating in helping the history of the universal restoration and have stepped forward to achieve the will. The time
has come when we must unequivocally understand our own situation.

Accordingly, you yourselves must now step over the 6,000-year history to reach the level of Adam and Eve, who
were the ultimate ideals of the restoration and the center of creation. Going one step further, your family and society
and the whole humanity of the world must reach the standard. Before that standard is met, the dispensation of God
will not be consummated on earth.

We, the descendants of today,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the gigantic and fearful dispensation of restoration, which
is full of ordeals, and for the failures committed by our ancestors as well as the things that they left behind
unaccomplished. You must feel deeply in this moment that such a universal mission rests upon you.

Due to the fall of Adam and Eve, the ideals of the Kingdom of Heaven have been fundamentally destroyed and the
ideals of the Kingdom of Heaven that should have been realized through humankind have fallen down from Heaven.
What is more,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has not been realized; the citizens who can build the Kingdom of
Heaven have not been found. The families that can cultivate the citizens are not established. The couples and
brothers and sisters who can form such families are not found either.

The Restoration of the Kingdom of Heaven and the Good Life of Human Beings
Therefore, the restoration of the Kingdom of Heaven is the central purpose of what God demands. Moreover, the
movement to restore the Kingdom of Heaven must be done in a process of reversal. Starting from citizens of
Heaven, the children of Heaven, the brothers and sisters of Heaven, the couples of Heaven, and the families of
Heaven must be restored to construct the Kingdom of Heaven. Such a mission rests on our shoulders.

The land that we are living in today, this world in which we live, is not the land of the Kingdom of Heaven and is not
the world of the Kingdom of Heaven. It is not a world centered on God, but a world centered on Satan, a world that
stands opposed to the Kingdom of Heaven. Nonetheless, in the concluding period of history, without fail there will
emerge the watershed when the evil world is restored to the Kingdom of Heaven of goodness. The 2.4 billion people
of humanity today have crossed the pass of the restoration of the individual, family, society, nation, and world in
accordance with the dispensation of God.

The central purpose of Jesus Christ coming to this earth and disseminating the gospels was the restoration of the
Kingdom of Heaven. This standard called the Kingdom of Heaven is supposed to not only restore you as an
individual, but going beyond that, also restore the family, society, nation, and world. Therefore, from the day that you
began to believe in Jesus, you have been traveling the road of conflict for the sake of restoration. The lives that
people lead now in this world are not for the sake of the world. Although they claim that they live for the sake of the
nation, they do not. Although they claim that they are living for the sake of the family, they are not living for the sake
of the family. Moreover, although they say that they are living for the sake of themselves, they are not really living for
themselves.

All human beings that live in this world of evil today should live for the sake of the world, but they have not been able
to do so. People who should be living for the sake of their nation, their people, their tribe, family, and themselves
have lost that fundamental position.

When people today live centering on themselves, they are not able to live centering on their minds. When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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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 how low we have fallen, you will find that we have fallen so low that although we should live centering on
our minds, we have not been able to do so. We have been living for the sake of our physical bodies. We have
become people who live only for the sake of our self-centered desires.

Similarly, for the sake of restoring fallen men, God has been carrying on the work of rectifying the body to subjugate
it before the mind, rectifying the individual to make him submit to the family, rectifying the family to subjugate it before
the people, rectifying the people to make them submit before the nation, and rectifying the nation to make it yield to
the world.

Therefore, in any society, individualistic people have been standing in the position opposing the revolutionary course
of faith in Jesus. What is more, people who have centered upon themselves have also stood in the opposing
position. Because God works in line with the progress of history, in other words, in the orderly progression through
the individual era, the family era, the people era, and the national era, in that course of progress, there have been
difficult moments of crisis when people could no longer follow.

The Center that We Must Pursue and the Order of Restoration
In this era of the last days, when the 6,000 years are being consummated, the ideology of Jesus Christ has been
established on earth as the ideology of the restoration of the whole world. In other words, today the ideology
centered on Christianity is becoming manifested as the central ideology of the entire world. However, the ideology of
the enemy has counter-attacked, and these two divisions are engaged in a fight.

Then what is the standard that we who stand in this kind of position must pursue? If we look at it through the hope of
Jesus Christ, who established the ideology of the restoration of the Kingdom of Heaven, this world is not the only
ideal garden that we must pursue. The ideal standard of restoration that God seeks is not only this earth. It is the
garden of ideology that has become one based on the union of heaven and earth. Therefore, God has been carrying
on the dispensation until now for the sake of finding the one glorious day when we can join in harmony and sing
centering on Heaven.

What must we, who live in this era, understand? We ourselves must restore through indemnity everything in the
history of sin.

When you believe in Jesus, there will unfold a fight on the individual level. The fight between the mind and body will
unfold. Those who become stragglers in this fight cannot become the citizens of the Kingdom of Heaven. When evil
acts centered on the body try to subjugate the mind, if you cannot overcome it and be victorious, then you cannot
become the citizens of the Kingdom of Heaven. We today have the mission to restore from the world to the nation,
from the nation to the people, from the people to the family, from the family to the couple, and from the couple to
brothers and sisters. Because of such a fundamental standard for the ideology of the Kingdom of Heaven, we must
first restore ourselves.

Since it is said, “the Kingdom of Heaven is in you,” although the universal Kingdom of Heaven must also be built, the
individual Kingdom of Heaven must first be completed. What this means is that you have to become someone who
can stand before the universe after establishing the reciprocal base for mind and body.

Therefore, now you must become someone who can be assimilated into and be harmonized with any aspect of the
entire ideal of Heaven. If Jesus is compared to a grape tree, you can maintain the shape of a branch of that grape
tree, no matter which aspect we belong to. Your moving from the branch to and through the stem is what restoration
is all about.

The Stages of Restoration into the Citizens of the Kingdom of Heaven
The first stage that you must find is the stage of becoming the citizens of the Kingdom of Heaven. Before you lies the
fate to enter this stage of citizenship in the Kingdom of Heaven. You who are in this situation must have a new
historical concept. You are not to live for your own sake; you must have the mentality to live for the sak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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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s of the Kingdom of Heaven, the compatriots of the heavenly nation. You must not have a partial concept but
a universal one. Moreover, if you belong to a society, then you have to have the mentality of that society. If you
belong to a nation, then you must have the mentality of the nation. If you live in a nation, then you must learn how to
love the citizens of that nation.

We today must be able to assert our will with our minds and bodies before God, who has been guiding history for the
sake of the construction of the Kingdom of Heaven. We must be able to love the citizens of the Kingdom of Heaven.
We must have the mind-set that we exist for the sake of building the Kingdom of Heaven, for the restoration of the
world, which is the will of the Father. We, as the believers in Jesus, should not blindly support Jesus, but be able to
believe in Jesus by becoming one with the fortune of heaven and earth internally and externally. God has been
establishing the ideology of the restoration of the Kingdom of Heaven centering on the universal dispensation. We
must become the sons and daughters and citizens who can stand there. Furthermore, we must learn to love the
compatriots of the Kingdom of Heaven.

If there are those who have faith among the people around you or beside you, then you must be able to consider
them as your brothers and sisters and your compatriots. Moreover, you must persuade everyone to do the same.
When we look at these kinds of things, it is clear that your responsibility is unspeakably immense.

Then what is the demand that God is making of us in these last days today? It is none other than mobilizing the
faithful believers and building the garden of the Kingdom of Heaven. Therefore, individuals must become united and
peoples must become united to become compatriots of the Kingdom of Heaven. You must understand this.

When we look at the 6,000-year history vertically, in the Old Testament era, God gathered the citizens of Heaven. In
the New Testament era, God gathered children of Heaven. Similarly, history flowed in a reverse manner.

In the world today, there are people who are trying to build the Kingdom of Heaven centering on the ideology of the
compatriots of the Kingdom of Heaven. Moreover, there are also people who rely on the ideology of brothers, sisters,
and couples of the Kingdom of Heaven to build the Kingdom of Heaven.

The Legal Standard and the Standard of Life in the Kingdom of Heaven
Now you must learn to obey the laws of the Kingdom of Heaven in your daily life. To establish the Kingdom of
Heaven, you must learn to abide by the laws of the Kingdom of Heaven. Moreover, while you learn to obey the laws
of Heaven, at the same time, you must learn to lead the life of the Kingdom of Heaven. Furthermore, while you learn
to live the life of the Kingdom of Heaven, you must also become one through the love of the Kingdom of Heaven.

God has been working to restore the Kingdom of Heaven until now, so centering on what should we abide by the
laws of the Kingdom of Heaven? We must obey the laws of the Kingdom of Heaven centering on the Biblical words
that Jesus gave to us. Since words are the very laws of the Kingdom of Heaven, we should live centering on the
words. This is where your path is. You are to live especially according to the laws of the Kingdom of Heaven
centering on the Divine Principle words that testify to the internal truth of the Biblical words.

Then what kind of life should you live? You must live a life that represents the thirty-year life of Jesus. Your life in the
last days today must be a life that testifies to Jesus Christ. Because of this, you should be able to divulge your life to
all people. You must live the same type of life that Jesus demonstrated to us. You must follow the example of the life
of Jesus, who abided by the laws centering on the words of God. By leading a harmonious life, you should live for
the sake of Heaven.

Therefore, centering on the words, you must now lead a life that represents the life of Jesus, which is based on the
laws of Heaven. Your hope and ideal must be the love of God. For this reason, you must set the condition of
harmony for the sake of making a link with the love of God. This is what God demands of all the Christians of the
world today.

The resin of one tree branch flows to other branches. It circulates through all the leaves and branches. Similarly,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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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 learn to create harmony between yourselves and give. Such people can possess the eternal love of God.

Throw Away Self-Centered Concepts
Accordingly, we Christians should abandon our self-centered mentality and develop a new mind-set that we
represent the world and the universe. Therefore, when we look at our members, we should understand that they are
not simply who they appear to be today. You must feel that they represent the 6,000-year history, the eternal
dispensation, and horizontally, the 2.4 billion people of humanity. In each person, we can find the universal promised
will of God’s love. Consequently, you must become the co-operator of that person. Because such a mission rests on
you, you must learn to view the dispensational will of God with a correct perspective and represent that will.

The same thing is true in your personal or family life. Your children, your parents, and your spouse do not exist for
your sake. Your children are not for your sake and your brothers and sisters are not for your sake. The same thing is
true for your parents. They exist for the sake of something greater than the nation and the world, for the sake of the
universe.

We should be aware of this, and on that level, relate with our brothers and sister and with our parents. If you
recognize this fact and feel this in your life, then you cannot judge anyone with words.

We must never forget that the universal will of God can be found in each of us. You must be aware of the fact that
you do not exist for yourself but for the sake of the world, for the sake of heaven and earth. You represent the
mission of restoration. You must become unified in your daily life.

You who have been traveling the path that others do not walk must abandon a self-centered life. You should cast
away self-centered concepts. Even in our Unification Church, we must throw away a perspective toward life
centered only on the Unification Church. The reason is that we are all cells and particles of the universe.

We who live in the last days must feel the historical workings, the providential workings of the heavenly principles,
the workings of the comprehensive love of God. Moreover, only when you become the victor in the universal fight
with Satan by conquering your bodies, can you become the people needed for the garden of the Kingdom of
Heaven. In this kind of moment, you will develop a relationship with Heaven. You must understand that God, Jesus,
and the Holy Spirit have joined their hearts and are fighting with Satan in order to realize this hope.

When you try to fight with Satan today, you must distinguish whether or not the thoughts, concepts and ideology that
you have are for your own sake. If all of your thoughts are for your own sake, then you will have no way to escape
Satan’s realm.

What is more, we Christians, who are moving forward toward the world, must step beyond the mentality of history
constrained in this world. You must be able to transcend that to comprehend and judge the world with a universal
perspective of history.

Blessed Are Those Who Bring Peace and Harmony
Then what would happen now to the world whose purpose is restoration? What would happen to the society, family
and to us, whose purpose is restoration? What is the will of God, whose purpose is restoration? You must
understand these and go beyond them. To do that, you must be able to live relying on the words, having the
sacrificial heart of Jesus Christ, and able to live in harmony. Jesus said, “Blessed are the ones who bring peace and
harmony. They will be called the sons of God.” (Matthew 5:9)

Those who can bring harmony wherever they go can go close to God. You have the responsibility to bring harmony
to all individuals, to all people, to the world, and to heaven and earth.

If you fail to feel this somewhat substantial responsibility in the living environment that you are in, you must at least
feel it in your hearts. You must have the mind-set that you will become the sacrifice who can bring harmony to
individuals, to families, to societies, to nations, and to the whole world. On that foundation, you must hav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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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tude to confront Satan and go before the Father.

If you build this kind of relationship and lead your life, then when you see someone who is doing good things, you will
naturally have the desire to bow your head down and elevate that person. Moreover, if you see someone who is
doing evil things, the thought will arise in you, “It is my task to guide that person. I will be responsible for that person.”
If there is someone who feels this to the bottom of his heart in his life, then he does not have to pray for his own
sake. He does not have to pray for his own family. If each of you makes the determination and pledge that you will
build the Kingdom of Heaven that God wishes on earth and if you live for that cause, then God will be with you.

Therefore, if there are people who can join hands and build the altar of harmony, then they can bring forth a new
revolution that will stride forcefully toward the world. The same thing will be true for the churches. If there are people
who are determined to die, with the mind-set that they will join hands and become the sacrifice of harmony following
the example of Christ, then although the steps they take might seem unsatisfactory and fragile, it is not so. Their
steps are robust steps directed toward the construction of the Kingdom of Heaven on earth.

Jesus Christ came to earth with the amazing mission of heaven and earth on his shoulders. In the 4,000- year
course of history in which there was no loyal subject or filial son who lived for the sake of Heaven, it was Jesus
Christ who came to fulfill the mission of the loyal subject and the filial son that Heaven sought.

The thirty-year life of Jesus was completely for the sake of Heaven. It was a world level and universal life. What is
more, his life was a life of sacrifice for the sake of Heaven. You must follow the example of Jesus Christ who, unlike
anyone in history, came as the filial son for the sake of Heaven.

Father’s will is building the Kingdom of Heaven. The Kingdom of Heaven is the world in which the humanity of the
whole world joins hands to be in harmony and in intimate friendship and to intermingle in love and raise their hands
to return glory and gratitude to Heaven. When we think about that, then clearly the life of faith that we have led so far
is very immature. We must get rid of this kind of immature life of faith.

God Pursues the Ideal of Unification
The time of any kind of denominationalism has passed behind us. The time of any kind of ideology of people has
passed behind us. Now the time has come when we must find the ideology of restoration and the concept of faith on
the world level.

Koreans today are pitiful people. What these pitiful people must understand is that the history of God tears down the
individual to build the family, tears down the family to build the society, tears down the society to build the nation, and
tears down the nation to build the world. This is the judgment of Heaven.

Humanity has passed through judgment like this, but what is the problem remaining in the last moment? It is to
destroy the course of Cain, which is one of the two courses of Cain and Abel that have been in confrontation and in
conflict. Therefore, you must become a different person centering on the words of Jesus. You must establish the
words of Jesus as the laws and become different people. You must become the loyal subjects and filial sons of
Heaven who can represent the life of Jesus.

Having done that, you are to go before God, who is pursuing the ideal of unification, and be able to say, “God, please
liberate through me the bitter grief of not having been able to unite the world and embrace it in love.” Christians
today do not understand that there remains before us such a great, historical, universal, and cosmic mission. Then
to what extent have you been able to manifest the love of Jesus Christ? To what extent have you realized faith and
life based on Jesus Christ? You must understand the line of that limitation.

The grace coming from Jesus is universal grace. Therefore, we today must live with the concept of the Kingdom of
Heaven in us. Your every movement and all of your feelings must be centered on the mind- set, “I am the
representative of the Kingdom of Heaven.” You must live with this kind of mentality. When you are cursed before all
people and feel a surge of anger within, you must suppress it based on the concern that your anger might b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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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ses upon the 2.4 billion people of humanity. This is the heart that Heaven has been feeling until now. If you, even
after knowing this fact, become overwhelmed by fury and disobey the will of the Father, then how can this be
tolerated? All of you are to join in alliance and help each other.

Which people are in difficulty? You must feel that person’s difficulty as if it is a wound inflicted on you. You must then
co-operate. This must not be done just by the Korean people. The whole of humanity must help.

You must walk the path of restoring the Kingdom of Heaven. You must become the sons and daughters who receive
the love of the universe. Next, you must learn to attend God, who is the center of the universe. The God whom you
cry out for and Jesus Christ whom you seek and believe in do not exist only for your own sake. The people who
believe in Jesus today do not understand that. They think that Jesus and God are only for their own sake.

This is not God’s wish. This is not the will of God. God’s place is at the center of the whole of heaven and earth. You
must learn to attend God like this today. However, this is only possible for those who live the life of the Kingdom of
Heaven.

The Correct Attitude of Faith toward God
Then what is the reason that God has been working in history for 6,000 years? It was for the purpose of embracing
the whole of history in His bosom. God has been wishing that not just earth but even the spirit world will become one
with the whole through His love. He has been longing for that one day. If you want to receive grace from this God,
then you must pray, “Father! Please call on me.”

God’s love must never end with you. What you must understand today is that the grace that God gives is not only for
your own sake. At the same time it saves your life, it is also for the sake of saving the whole of humanity.

Nonetheless, because the people of today live centering on themselves, though many people want to find God,
there is almost no one who receives this grace. You must free yourself from this. You must penetrate through it and
dismantle it to serve God as the cosmic God. Before this universal God, you must feel the responsibility that
penetrates deeply into your minds and bodies. The garden of hope that you believe in and desire is not just your
garden of hope. The archangel fell because he tried to seek and believe in God centering on himself.

The God that the people of today believe in is both our God and the God of humanity. He is both our God and the
God of the world. He is both the God of the world and the God of heaven and earth. At the same time, he is our
universal parent.

However, if you examine the faith of the people who believe in Jesus today, they are saying, “Please be my God,”
and those who are a bit better than that do no more than say, “Please be my family’s God.” Rising a bit higher from
this are those who say, “Please be the God of our denomination.” We should never have these kinds of concepts.

There are many denominations in the world today that are crying out for God. However, we do not need the God who
is sought within a denomination. Only when people gather who transcend the denominations and call out to Him as
their father centering on the whole of heaven and earth, can humankind attend God on earth.

Therefore, we today must let the concepts we have be linked to the whole through our families. You who have
embarked upon a new road must abandon your life up to now and make a new and historical departure toward the
concepts of universal life.

At such times, the attitude that you should have is the heart that can attend the substantial presence of the universal
God. By doing so, you can receive the love of God and build the relationship of giving and receiving with God. At
such a moment, you can finally consummate the ideology of the universal bride.

To Complete the Restoration of the Kingdom of Heaven and Return Glory
After consummating the ideology of the universal bride, you can go seeking the restored world. But you can app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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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bride before the substantial manifestation of the universal God only after restoring the people and brothers
and sisters, and the children and couples. Only when you reach that position can you stand before the substantial
manifestation of the universal God centering on the love of God that springs out there and become one with that
love. The couple who comes together in this way is the couple who can dominate this earth and live in the Kingdom
of Heaven. Moreover, only after you have children as this kind of a couple can you build the family of the Kingdom of
Heaven. When you form a people with these brothers and sisters and children, you can finally bring the dispensation
of restoration to a conclusion and live the life of the Kingdom of Heaven on earth.

Likewise, the great movement of restoring the Kingdom of Heaven is exhibited through you of today. Therefore, you
must increase your efforts toward the realization of that will and never become servile before Satan. Just as Jesus
Christ did all that was possible as the loyal subject and filial son of God, we must also complete our duties as the
loyal subjects and filial sons.

You must understand this: only after you cause the humanity of the world and all the spirits in the spirit world to fulfill
all their obligations as loyal subjects and filial children, can you become the sons, children, brothers and sisters,
family, or people who can return to the Father the victorious glory of having completed the restoration of the Kingdom
of Heaven.

Prayer
Beloved Father, today we must dash forward. Although our strength is not enough, we face an amazing historical
conclusion in which we must jump over tens of stages at once. Although we are in the position to magnificently pass
through the course of judgment, we are in a deep sleep today.

Father, we have become bewitched by the secular world. We are accompanying evil. Father, we desire from the
depth of our hearts that You will lead us to eradicate all evil elements and raise us as victors who can return
victorious glory to the Father, who is the center of the cosmos.

All the hidden stories of history have become entangled in us. Father, we pray that You will allow us to cut them all
off and find the center of liberation so that we can stand in the position of a friend to Jesus Christ and make a full
bow before the Father.

Please lead us, the ones chosen for the restoration of the Kingdom of Heaven, not to trample upon the ideology of
the Kingdom of Heaven by centering on ourselves. Father, we hope with the utmost sincerity that, until we can be
pulled by the ideology of the Kingdom of Heaven and can accomplish it, You will allow us to go forward, to sacrifice,
and to fight on. Until we attend You as the universal Father, we pray that You will allow us to persevere and win the
victory in the battle.

Father, please govern our minds forever. Now please allow us to become sons and daughters who can offer a full
bow of gratitude before the Father, who is the center of the whole based on the new standard of universal life. We
earnestly request that You will allow us to become sons and daughters who can be immersed in Your love. Father,
we prayed all these words in the name of the Lord. Amen.

천국 복귀를 위하여 택한 무리들
1956.12.30 (일), 한국 전본부교회

1-326
천국 복귀를 위하여 택한 무리들
요한복음 15:1-22

[기 도(Ⅰ)]

이제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이 어느 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염려한 적이 있
었사옵니까? 어느 때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싸운 적이 있었사옵니까? 어느 한 때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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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사옵니까?

아버님, 한 해 동안 염려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리신 명령과 이 민족을 위하여 저희에게 맡기신 바의 책임을 저희들
이 감당하지 못한 것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대신 세워놓고 아버님이 분부하시
고 명령하신 일들이 많았사온대, 그 사명을 다 하지 못한 것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몸으로 하여금 아버님이
요구하시는 큰 뜻을 성취해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대하는 땅 위의 사람들이,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여 하늘이 원하시는 소원 성취의 기준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명
령 앞에 순종하지 못함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의 일로를 거쳐 나왔다고는 하나 승리의 성과가 아버지 앞에 나
타나지 못한 것을 볼 때, 아버님, 이날 다시금 민망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여기에 모인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이제 일일이 과거에 맡기신 바의 모든 책임을 다시 부여해 주시어서, 아버지의 뜻
을 위해 달려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적인 자아와 외적인 자아를 분별하여’어느 날에나 아버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오늘날의 우리 한 자체만을 찾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 민족을 찾고, 세계를 찾고
나아가서 하늘의 원한까지 풀어드려야 하는 사명이온대 그 사명을 대신하고 아버지의 분부하심에 따라야 할 저희들,
아버지 앞에 황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아버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체들을 아버지 앞에 다시 세워 주시고 긍휼과 은사의 손길이 이 한 자리를 넘어 사탄세계
에까지 흘러 넘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님, 이 민족을 긍휼히 보시옵소서. 이 민족을 대신하여 모인 수많은 교회 교회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이들로 하여
금 아버지의 크나큰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민족 민족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통
하여 이 세계 24억 인류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의 소원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24억 온 인류가
노래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속히 오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한날 부족한 모든 것을 아뢰옵고, 다시 아버지의 긍휼의 사랑을 바라고 믿는 자체들이 아버지의 무릎 앞에 모였사
오니 긍휼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고, 영광의 은사로서 이들을 다시 품어 주시옵고,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힘을
북돋워 주시옵소서.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이 한 시간, 아버지를 모셔 놓고 하늘 땅이 화동할 수 있고 아버지의 선하신 사랑이 이 곳에 거할 수 있으며, 아버
지와 우리가 일체되는 가운데서 맺어지는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되
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부탁하고 원하옵나이다.

지방에 널리어서 외로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있는 아들 딸들이 있사옵나이다. 끝날의 사명 전체를
이들에게 맡겼사올진대 어느 곳에서나 아버지의 뜻을 대하고 아버지의 뜻만을 나타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
히 부탁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한날 오로지 기쁘심의 영광이 전체의 머리 위에 같이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면서 사랑하시는 주의 이
름으로 아뢰었사옵나이다. 아멘.

1-328
기 도(Ⅱ)
아버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찾아 세워 주시고 이 시간까지 싸워 나오게 하여 주신 은사 앞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오
늘날 저희들에게는 몸 마음 다 드려 아버지의 영광의 한날을 위하여 싸워야 할 사명이 남아 있사오니 지치지 말게 허
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가라고 하시는 명령을 따라나오면서 아니 갈래야 아니 갈 수 없는 어려운 길도 아버지께서 친히 같이해 주시
고, 죽을 길도 아버지께서 친히 같이하여 주심을 너무나 많이 느꼈사옵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끌어 나오시며 많
은 것을 참으신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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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시여!약속의 날과 허락하신 날이 지난 지가 오래였사오니 허락하신 뜻 앞에 민망할 뿐이옵나이다. 이제 여기
에 모인 당신의 아들 딸들이, 이 한날에, 아버지, 뜻 앞에 영광으로 보답할 수 없사올진대는 눈물로라도 보답할 수 있
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참고 참으라 하신 명령에 따라 이 민족을 위하여 호소해 온 선조들의 소원이 이 끝날에 이루어지게 허락해 주
시고, 세계 인류 앞에 어서 속히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고 명령을 내려 주시옵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
나이다.

아버님, 민족을 대신하여 모인 당신의 아들 딸들 가운데 이렇듯 크신 당신의 뜻을 자각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사옵
니까? 뼈살에 사무친 아버지의 심정을 체휼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한 길인 것을 알고 있사옵나이다. 어느 한날 어느 시간에 어떤 장벽이 저희 앞에
가로놓일지라도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원수들 앞에 자탄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님! 오늘 모인 아들 딸들 이 일련의 모든 것을 청산하여, 6천년간 얽히고 설킨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개체의 부족함을 청산하는 동시에 이 민족의 부족함을 이 한 자리에서 청산하게 허락하여 주시옵
소서. 그리하여 6천년 인류역사상에 있었던 모든 부끄러움을 청산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이 시간 사
탄 앞에 하나의 승리의 조건을 세우고 넘어갈 수 있는 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와 같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끌면 순종할 줄밖에 모르는, 이끌면
복종할 줄밖에 모르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의 주관이나 관념이 남아 있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심정을 본받아 깨끗한 어린이의 마음을 닮아 선한 무리가 되어서 죽든지 살든지 이 한 길을 지키
게 하시옵고, 피살이 뜯기는 길이라도 달음질쳐 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외로운 식구들이 지방에 널리어 아버지의 뜻길을 붙들고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고 있사오니 지치지 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시간 그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의의 충동을 허락하시사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각
오 아래서 기쁨과 영광의 한날을 맞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으며 자랑할 것도 없나이다. 오로
지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안기고 싶은 간절한 마음 뿐이오니, 아버님, 이 시간 현현하시어서 각자의
심중 심중을 통찰하여 주시옵고, 지으신 분량대로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아들 딸들 가운데 사탄에게 끌려가는 아들 딸이 없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별의 인을 맞아서 기
쁨과 승리의 깃발을 들고 아버지 앞에 영원토록 호산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작정의 이 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모든 말씀 주의 이름으로 아뢰었사옵나이다. 아멘.

1-329
기 도(Ⅲ)
아버님! 하늘과 땅이 하나의 몸과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알았나이다. 하늘은 주체요 저희들
은 지엽인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어느 한날, 어느 한 순간도 하늘의 사랑과 생명의 진액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저
희들이온대, 오늘날 저희들은 하늘의 한가지와 잎사귀로서 살아야 할 내 한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러나
오시는 사랑의 진액을 받으면서 살지 못하였음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이제 끝날이 되어 심판의 날을 예고하는 이때에 저희 한 자체들이 완전한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아버지의 사랑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영원하신 아버님의 사랑과 예수와 성신의 사랑을 통
하여 맺어지는 사랑의 열매를 저희 한 자체에서 거두기를 고대하시는 아버지이신 줄 알고 있사오나 저희들 자체가 거
기에 도달하기에는 너무나 미급하고 불완전하고 미숙하여 아버님의 수확의 낫질을 가로막는 자가 될까봐 두렵사옵
나이다.

이제 저희 자체를 아버지께 맡기오니, 아버님이여! 저희를 길러 주시옵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연단을 시키시어서 하나의 성숙한 결실로 완결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거치
어 영원한 천국을 이루는 결실체가 되고,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추수꾼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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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이 일은 오늘 이 시간에 처음으로 예고하신 것이 아니었사옵고, 오래 전 구약시대와 2천년 전 예수님 당시에
도 이미 예고하였던 일인줄 알고 있사옵니다. 이것을 안다고 할진대 오늘날 저희 자체들이 결실하여 하늘 앞에 거두
어질 수 있는 수확물로서 하늘이 안식할 수 있는 결실체가 되어야 할 것이온대, 자기 스스로 판단해 보게 될 때 아직
까지 완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옵니다. 그럴진대 스스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미급함을 자탄하
며 예수 그리스도의 서러움을 대신할 수 있는 회개의 자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날에 저희들 모였사오니 이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아버지께서 운행하시는 중심으
로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 앞에 합당치 못한 모든 악의 관념이나 주의 주장을 일절 용납치 마
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무리들, 성별에 성별을 더하여 사탄이 역사하던 것을 종결시킴으로써 완전히 성별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
어서, 아버지만이 운행하실 수 있으며 아버지만이 간섭하실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제 저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날을 이루길 재촉하고 계신 것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을 세워 그리스도
의 사랑을 나타내려 하시는 때인 것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또 저희 한 자체를 세워 20세기인 오늘날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환난을 붙안고 나서기를 고대하고 계신 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님, 천성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희들의 걸음걸이가 자기를 중심하지 말게 이끌어 주시옵고, 자기를 중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지 말게 허락하
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이 침범할 수 있는 요소를 박차고 나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이 운행하시고 아버님이 원하시
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험한 싸움의 길이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낙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도 참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는 땅의 사람이 아닌 고로 땅의 영광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고하셨듯이 2천
년의 역사를 경과하여 나오는 가운데 참다운 아버지의 사랑과 참다운 아버지의 지조를 가진 하늘의 백성 하늘의 아들
딸이 있다고 할 때, 그들은 어느 세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땅위에서 환영받지 못했음을 알고 있사옵나이다.

아버님!오늘날 저희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땅 위에서 못다 이루신 일을 대신할 제단이 이 민족 앞에 핍박
받게 될 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위하여 살게 될 때 이 땅 위의 인류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
하고, 서러움을 당하게 되더라도 능히 극복하고 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6천년이 경과한 오늘 예수께서 수확의 한 날을 고대하며 저희들을 부르고 있사오니, 저희를 통하여 역사적인 서러움
과 십자가의 피눈물의 자국을 거두시고, 저희가 승리의 방패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실체인 예수
는 오늘도 저희들이 사탄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
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하늘 대신 싸워야 되겠고, 생애노정을 바쳐서 아버지의 일을 하
다가 내 일대에 이 사명이 끝나지 않거든 후손들을 통해서라도 원수 사탄을 굴복시키겠다는 결심을 품는 아들 딸 되
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새해를 앞둔 저희들, 다시 생사를 건 싸움의 길을 가야 할 것을 마음 깊이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겠사옵니다. 어떠한
원수들이 반대할지라도 여기에 굴하지 않고 충절을 지킬 수 있는 아들 딸이 다 되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
옵니다. 그리하여 아버님을 대신한 아들 딸임을 온 만상 앞에 여실히 나타낼 수 있고 천지를 대신할 수 있는 아버님의
아들 딸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날 허락하신 말씀을 나타내시어서 마음과 마음이 연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영이 영을 움직이시어 아버지의 능력
의 손길 앞에 다시 빚음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모든 말씀 주의 이름으로
아뢰었사옵나이다. 아멘.

1-332
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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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려는 제목은’천국 복귀를 위하여 택한 무리들’입니다.’천국 복귀를 위하여 택한 무리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1-332
자기 위치를 확인해야 할 섭리역사의 끝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한해에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다음 해에
완수해야 하고, 오늘 하루의 책임을 오늘 감당하지 못하면 내일에라도 기필코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복귀원
리를 통하여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창조 이후의 역사는 하루를 거쳐, 일년을 거쳐, 오랜 시일이 지나고, 때와 절기가 변하는 가운데 6천년이 경과하였습
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위에 전세계적으로 대심판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야 할 복귀섭리는 오늘날의 여러
분을 통하여, 24억 인류를 통하여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한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 6천년 섭리역사의 끝날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 우주적인 복귀역사를 협조하기 위하여 가담한 우리들, 뜻
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선 우리들이 이제 스스로 머물러 있는 자기의 위치를 명백히 찾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 한 자체가 6천년 역사를 넘어 최후의 복귀의 이상이요, 창조의 중심인 아담 해와의 기준까지 도
달해야 되겠습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 온 세계 인류가 전부 그 기준을 넘어야 되겠습니다. 그 기준을 넘
기 전에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 위에서 종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고 두려운 수고의 복귀섭리, 우리의 선조들이 저지른 허물, 우리의 선조들이 감당치 못하고 남
긴 부분을 후손인 오늘날 우리들이 대신 책임지고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우주적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느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념이 근본적으로 파괴되어 버렸고, 인간을 통하여 완성해야 할 천국이념이
여지없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늘 나라를 찾지 못하고 있고, 하늘 나라를 이루
기 위한 백성도 찾지 못하고 있고, 백성을 이루기 위한 가정도 찾지 못하고 있고, 가정을 이루기 위한 부부와 자녀 형
제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33
천국 복귀와 인간의 바른 삶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의 중심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천국 복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나라
를 복귀하는 운동은 거꿀잡이로 해야 합니다. 하늘 백성으로부터 하늘의 자녀, 하늘의 형제, 하늘의 부부, 하늘의 가
정까지 복귀하여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늘 나라의 땅이 아니고 하늘 나라의 세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세상이 아니라 사탄을 중심한, 천국에 반대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악의 세상
이 선의 천국으로 회복되는 역사적인 분수령이 역사의 종말시기에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날 24억 인류는 이 복귀의 고개를 넘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개인복귀로부터 가정복귀, 사회복귀,
국가복귀, 세계복귀의 고개를 넘어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전한 복음의 중심된 목적도 천국복귀였습니다.천국 복귀라는 이 표준은 여러분
개체의 복귀도 복귀려니와 개체를 넘어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거쳐 천주까지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선 그 날부터 복귀를 위하여 싸움의 일로를 거쳐 나온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의 생활은 세계를 위하여 사는 생활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국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야. 가정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가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예요. 또 나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나를 위
해 사는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악의 세상에 있는 인간들 전부가 세계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종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아야 할 인간들이 그러한 입장을 근본적으로 잃어버
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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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간들이 나를 중심삼고 사는 데도 마음을 중심삼고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자체를 바라볼 때에 어느 정도
까지 떨어졌는가 하면, 마음을 중심삼고 살아야 할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을 중심삼고 살지 못하는 정도만큼
떨어졌습니다. 육을 중심삼고 사는 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삼고 육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내가 되
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을 복귀시키기 위하여 몸을 세워 가지고 마음에 굴복시키고, 개인을 세워 가정에
굴복시키고, 가정을 세워 민족 앞에 굴복시키고, 민족을 세워 국가 앞에 굴복시키고, 국가를 세워 세계 앞에 굴복시키
는 역사를 지금까지 해 나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서든지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혁명적인 노정의 반대입장
에 서 왔습니다. 또 가정을 중심삼고 나온 사람도 역시 반대입장에 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진전에 따라, 즉 개인적인 시대, 가정적인 시대, 민족적인 시대, 국가적인 시대의 진행에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진전하는 과정에서 인간들이 따라갈 수 없는 어려운 고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1-335
우리가 지향해야 할 중심과 복귀의 순서
오늘날 6천년 역사가 종결되는 끝날인 이 시대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념이 땅 위에서 전체 세계의 복귀의 이
념으로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기독교를 중심한 이념이 전세계의 중심 이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
다. 그런데 여기에서 원수의 이념의 반격을 받아 이 두 갈래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입장에 선 오늘날 우리들은 어느 기준을 지향해 나가야 되겠는가. 천국복귀의 이념을 세우신 예수 그
리스도의 소망을 통해서 보면 우리들이 가야 할 이상의 동산은 이 세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려는 이상의
복귀의 기준은 이 땅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합하여 둘이 아닌 하나로 일체가 된 이념의 동산입니다. 그
리하여 하늘을 중심삼고 화동하고 노래할 수 있는 영광의 한날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섭리해 나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처한 오늘날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일신이 죄악사의 모든 것을 탕감복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게 될 때에도 개인적인 싸움이 전개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싸움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낙오자가 되는 사람은 천국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몸을 중심삼은 악의 움직임이 마음을 굴복시키려 할
때, 그것을 굴복시키어 승리하지 못한다 할진대는 천국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계로부터 국가, 국가로부터 민족, 민족으로부터 가정, 가정으로부터 부부, 부부로부터 자녀, 형
제까지 복귀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천국 이념의 원칙적인 기준이 있는 연고로 우리는 먼저 자신을
복귀해야 합니다.

‘천국이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주적인 천국도 완성해야겠지만 먼저 개인적인 천국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몸과 마음의 상대기준을 세워서 천주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하늘의 전체 이상의 어느 분야에도 흡수될 수 있으며 화합될 수 있는, 하나의 나무로 말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어느 면에 속해서도 하나의 가지의 모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
하여 가지인 여러분이 줄기를 통해 나가는 것, 이것이 복귀라는 것입니다.

1-336
천국백성으로의 복귀단계
이제 여러분이 찾아야 할 맨처음의 단계는 어떠한 단계인가 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단계입니다. 천국백성 단계에 들
어가야 할 운명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은 역사적인 의식을 새롭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
한 존재가 나를 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천국백성인 하늘 나라의 동포를 위하겠다는 관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뿐
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형제를 위하여, 하늘 나라의 부부를 위하여, 하늘 나라의 부모를 위하여 애쓰고자 하는 관념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부분적인 관념이 아니라 우주적인 관념입니다. 그러한 우주적인 관념을 여러분
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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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늘날 여러분들이 사회에 속하여 생활하면 그 사회의식을 가져야 되겠고, 국가에 속하여 살면 국가적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의 국가에 속하여 살면 그 나라의 국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천국 건설을 위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마음 몸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겠습니다. 천국백성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건설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인 세계복귀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인식을 가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무작정 예수를 받들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천지의 운세에 화합하여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적인 섭리를 중심삼고 천국복귀의 이념을 세워 나오고 계십니
다. 우리는 거기에 설 수 있는 아들 딸 그리고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동포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
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뭇 백성들 가운데 믿는 백성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형제로 또 동포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의 책임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날인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는 성도들이 동원되어 천국의 동산을 건
설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개인 개인이 단합하고 민족 민족이 단합하여 천국 동포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6천년 역사를 종적으로 보면, 구약시대에는 하늘 백성을 모았고, 신약시대에는 하늘의 자녀를 모았습니다. 이렇듯이
역사는 거꿀잡이로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천국동포의 이념을 중심으로 천국을 건설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또 천국자녀, 천국형제, 천국부부
의 이념에 의지하여 천국을 건설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1-337
천국법도의 기준과 천국생활의 표준
이제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천국 법도를 지킬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이 요구하시는, 천국건설을 위해
서는 천국의 법도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천국법도를 지킬 줄 아는 동시에 천국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되
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생활을 할 줄 아는 동시에 천국의 사랑으로 하나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복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역사해 나오는데 우리들은 무엇을 중심삼고 천국의 법도를 지
켜야 하는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 준 성경말씀을 중심삼고 천국의 법도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곧 천
국 법도이므로 말씀을 중심삼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길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은 그 성경말씀을 통하
여 내적인 사실을 증거한 원리말씀을 중심삼고 천국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30여 평생을 대신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끝날에 처한 오늘날 여러
분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이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을 만민 앞에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생활을 여러분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삼고 법도를 지키던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 화목한 생활을 함으로써 하늘을 위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하늘의 법도인 말씀을 중심삼고 예수님의 생애를 대신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
러분의 소망과 이상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화목의 조건을 세
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 나무 가지의 진액은 다른 가지로도 흐릅니다 어느 잎사귀, 어느 가지에도 순환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서로서로 화목하여 위해 줄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상으로 남아진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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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중심한 관념을 버리라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 개체를 중심한 관념을 떠나서 내 한자체는 세계를 대신하고 우주를 대신한 존재라
는 새로운 관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식구들을 보아도 오늘의 그가 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6천년 역사를 대신했고, 영원한 섭
리를 대신했고, 평면적으로는 24억 인류를 대신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느껴야 될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일지
라도 그에게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 앞에 협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으므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바로 볼 줄 알아서 그 뜻을 대신하는
무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녀, 여러분 자신의 부모, 그리고 부부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도 여러분을 위한 자녀가 아니요, 형제도 여러분을 위한 형제가 아니요, 부
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국가를 넘어, 세계를 넘어 천주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그러한 차원에서 자녀나 형제, 그리고 부모를 대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이러한 사실을 여러
분이 인식하고 생활에서 느낀다 할진대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도 말로 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 개체에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내 한 존재는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
니라 세계를 위하여, 하늘 땅을 위하여 있는, 복귀의 사명을 대신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되는 생활
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소위 남다른 길을 따라 나온 여러분은 이제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서 떠나야 되겠습니다.나 중심한 관념을 버
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통일교회도 통일교회만을 중심삼은 생활관을 버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가 우주의 한 세포요, 분자이기 때문입니다.

끝날에 처한 오늘날 우리들은 역사적인 작용을 느껴야 되겠고, 천륜의 섭리적인 작용을 느껴야 되겠고, 하나님의 전
체적인 사랑의 작용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몸을 세워 우주적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만 여러분은 천국의 동산에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고, 또 그럴 때에 천국은 여러분과 관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갔고, 이 한 소망을 성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예수와 성신의 삼위신
이 합심하여 사탄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사탄과 싸우려 할 때, 여러분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갖고 있는 관념이나 모든 주의가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사탄권내에서 벗어날 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항하여 나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계내적인 역사의식을 넘어서야 되겠습니다.그것을 넘어서서
우주적인 역사의식으로 세계를 파악하고 감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340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이제 복귀를 위한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복귀를 위한 사회, 복귀를 위한 가정, 복귀를 위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복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알고 넘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
기 위해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야 하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겠으며, 서로 화목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
을 것임(마 5:9)”이라 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화목케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든 개인을 화목케
해야 할 책임이 있고, 온 민족을 화목케 해야 할 책임, 세계를 화목케 해야 할 책임, 하늘과 땅을 화목케 해야 할 책임
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생활환경에서 이러한 실증적인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마음으로라도 느껴야 되겠습
니다. 내가 개인 개인을 화목케 할 수 있는 제물이 되고, 가정 가정을 화목케 할 수 있는 제물이 되고, 사회 사회를 화
목케 할 수 있는 제물이 되고, 국가 국가를 화목케 할 수 있는 제물이 되고, 세계 전체를 화목케 할 수 있는 제물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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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는 마음이라도 가져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탄과 대립하여 아버지 앞에 나설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관계를 맺고 생활한다 할진대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머리를 숙여 그를 높여 주고 싶은 마
음이 생길 것입니다. 또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저 사람을 인도하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
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체휼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 할진대, 그는 자기 개인을 위한 기도를 안 해도 됩니
다. 자기 가정을 위한 기도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소망하신 천국을 이 땅 위에 건설하기 위한 각
오와 맹세를 하고, 그것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에 손을 잡고 화목의 제단을 쌓을 줄 아는 민족이 있다면 그 민족은 세계를 향하여 줄기찬 새로운 혁
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손에 손을 잡고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화목의 제물이 되겠다고 죽음
을 각오하고 나서는 무리가 있다면 그들이 나아가는 걸음걸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보기에는 깨질 것 같지만 그
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지상천국 건설을 향한 굳건한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땅의 놀라운 사명을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4천년 역사과정에 있어서 하늘을 위하
는 충신이 없고, 하늘을 위하는 효자가 없는 때에, 하늘이 요구하는 하나의 충신 효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
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0여 평생의 삶은 하늘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삶이었습니다. 또 그분의 생애
는 하늘을 위한 제물의 생애였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상에 없었던, 하늘을 위한 하나의 효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를 여러분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이냐 하면, 전세계 인류가 손에 손을 잡고 화동하고, 서로서로 화
목하고, 하나의 사랑에 엉키어 쌍수를 들어 하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사는 세계인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게
될 때, 오늘날 우리가 믿고 나온 신앙생활은 너무나 철부지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철부지한 신앙생
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1-341
통일의 이념을 지향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어떠한 교단주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어떠한 민족주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이제는 세계주의적인 복귀이
념, 세계주의적인 신앙이념을 찾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왔다는 것이예요.

오늘날 한국백성은 불쌍한 민족입니다. 불쌍한 이 백성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을 깨뜨려 가정을 세
우고, 가정을 깨뜨려 사회를 세우고, 그 사회를 깨뜨려 국가를 세우고, 국가를 깨뜨려 세계를 찾아 세우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심판입니다.

인류는 이렇게 심판을 거쳐 왔는데 이제 최후에 남은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대립하여 싸워 나온 가인 아벨의 두 노
선 중에서 가인의 노선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한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법도로 세워서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대신한 하늘의 충신과 하
늘의 효자가 다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통일의 이념을 지향하는 하나님 앞에 나서 가지고’하나님이시여, 지금까지 당신이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한 품에 품고 사랑하지 못하던 그 원한을 나를 통하여 해원하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
스찬들은 그들 앞에 이렇듯 역사적인, 우주적인, 천주적인 크나큰 사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정도 나타냈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과 생명을 어느 정
도까지 갖추었는가. 여러분은 그 한계선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는 우주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천국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
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의 행동, 그리고 오늘의 모든 느낌까지도’나는 천국의 대신자다’라는 중심된 마음을 갖고,
그런 관념을 갖고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민 앞에 욕을 먹고 화가 버럭버럭 날 때도 여러분 하나가 화를 냄으로 말미암아 24억 인류가 욕을 먹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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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그것을 억제해야 합니다. 하늘은 지금까지 그런 느낌을 갖고 나오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도 여러분이 분해하고 혈기를 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지체가 연합하여 서
로서로 협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의 어려움을 여러분의 몸에 상처를 입은 것과 같이 느껴야 합
니다. 그리고 협조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한국 민족만이 해서는 안 돼요. 온 인류가 모두 협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복귀를 위한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천주의 사랑을 받고 사는 아들 딸이 되어야만 돼요.
그 다음에는 천주의 중심인 하나님을 모실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찾
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요, 여러분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
데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오직 자신을 위한 예수요, 자신을 위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
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예요. 하나님의 위치는 온 하늘 땅의 중심이십
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모실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국생활을 하는 자라야만 가능
할 것입니다.

1-343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그러면 하나님께서 6천년 역사를 섭리하신 까닭은 무엇인가. 역사 전체를 당신의 한 품에 품기 위함이셨습니다. 비단
지상 뿐만이 아니라 영계까지도 당신의 사랑으로 전체가 하나되기를 바라시고 그 한날을 흠모해오신 하나님이십니
다. 이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아버지여! 저를 불러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하늘이 주신 바의 은사는 여러분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동시에 전체 인류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은 자기를 중심삼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자 원하는데도 은혜받은 사람
들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여기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이것을 뚫고 타파하여 천주적인 하나님을 천
주적인 하나님으로 모셔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우주적인 하나님 앞에 몸 마음에 사무치는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바라고 있는 소망의 동산은 여러분만의 소망의 동산이 아닙니다. 자기를 중심삼고 하나님을 찾고 믿으
려 했기 때문에 천사장은 타락했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세계적
인 하나님이시요, 세계적인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늘 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그와 동시에 우주적인 부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라고 하고 있고, 조금 더 나아간 것이
겨우’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십시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는’우리 교파의 하나님이 되십시오’라
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념을 가져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교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파권(敎派圈) 안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교파를 초월하여 온 천지의 중심으로 믿으며 부를 수 있는 그 한 존재, 전체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나의 아
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 그런 존재들이 모여야만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내게 느껴지는 관념이 가정을 통하여 전체에까지 관계맺게 해야 합니다. 새로운 길에
들어선 여러분은 이제 지금까지의 생활을 버리고 우주적인 생활관념을 향해 새롭게 역사적인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우주적인 하나님의 실존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 되겠습니
다. 그럴 때에 비로소 여러분은 우주적인 신부의 이념을 종결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신부의 이념을 종결지은 후에 복귀된 세계를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과 백성과 형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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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부부까지 복귀해야만 우주적인 하나님의 실존 앞에 내가 신부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야만
거기에서 우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서 그 사랑과 하나될 수 있습니다. 그리
하여 맺어진 부부가 이 땅을 주관할 수 있는, 천국에 살 수 있는 부부입니다. 또한 그런 부부로서 자녀를 낳아야만이
천국가정을 건설할 것이요, 그런 형제와 자녀로서 백성을 이루어야만이 비로소 복귀섭리를 종결지어 지상천국 생활
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크나큰 천국복귀의 운동이 오늘날 여러분을 통하여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고로 여러분은 그 뜻을 이루기 위
하여 가일층 노력해야 하고 사탄 앞에 비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뜻 하나를 위해서 충신 효자의 도리를
다했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충신 효자의 도리를 갖추어야 됩니다.

1-345
천국복귀를 완성하여 승리의 영광을 돌리려면
그리고 이 민족만이 아니고 세계 인류, 나아가서는 영계에 있는 모든 영인들까지도 하늘을 대해 충신의 도리와 효자
의 도리를 할 줄 알게 만들어야 아버지 앞에 천국복귀를 완성한 승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들이요, 자녀요, 형제
요, 가정이요, 혹은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1-345
기 도
사랑하는 아버님, 오늘날 이제 우리는 뛰어야 되겠사옵니다. 힘이 부족하오나 한꺼번에 수십 단계를 뛰어 넘지 않으
면 안 될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종국을 앞두고 있사옵니다. 나 하나가 심판의 과정을 멋들어지게 넘어야 할 입장
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희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은 세속에 취하여 있나이다. 죄악과 동반하고 있나이다. 이러한 저희들, 모든 악의 요소를 전부 청산하
고 나서서 천주의 중심이신 아버지 앞에 승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의 승리자로 세워 주시옵길,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역사적인 모든 사정들이 오늘날 저희의 일신에 엉켜 있사오니, 그것을 끊고 해방의 중심을 갖추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의 입장에 서서 아버지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기쁨의 한 자체로서 세워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
옵니다.

천국복귀를 위하여 택한 저희들이 저희 한 자체를 중심삼고 천국이념을 밟고 사는 자들이 되지 말게 허락하여 주시옵
소서. 천국이념에 이끌리어 그 이념을 성취할 때까지 나아가고 나아가고, 희생하고 희생하고, 싸우고 싸워나갈 수 있
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당신을 우주적인 아버지로 모실 때까지 참고 싸워 이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영원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우주적인 생활 기준을 통하여, 전체의 중심이신
아버지 앞에 감사 경배할 수 있으며, 아버지의 사랑에 잠길 수 있는 아들딸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아버님,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모든 말씀 주의 이름으로 아뢰었사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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