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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Now the Pharisees who had been sent 25 questioned him, “Why then do you baptize if you are not the Messiah,
nor Elijah, nor the Prophet?” 26 “I baptize with water,” John replied, “but among you stands one you do not know. 27
He is the one who comes after me, the straps of whose sandals I am not worthy to untie.” 28 This all happened at
Bethany on the other side of the Jordan, where John was baptizing. 29 The next day John saw Jesus coming toward
him and said, “Look,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30 This is the one I meant when I said,
‘A man who comes after me has surpassed me because he was before me.’ 31 I myself did not know him, but the
reason I came baptizing with water was that he might be revealed to Israel.” 32 Then John gave this testimony: “I
saw the Spirit come down from heaven as a dove and remain on him. 33 And I myself did not know him, but the one
who sent me to baptize with water told me, ‘The man on whom you see the Spirit come down and remain is the one
who will baptize with the Holy Spirit.’ 34 I have seen and I testify that this is God’s Chosen One.”
John 1:24-34

Prayer 1
My loving Father! Your children, who were scattered in all regions and directions, have come together before Your
knees and have bowed down, longing for Your love. Please, dominate our minds now, and please let the yearning for
Your holy sung-sang be the only thing that remains in our minds. Please allow our bodies to cultivate the beauty of
Your hyung-sang and be intoxicated in silence by the grace of inspiration. Father, I sincerely wish and desire this.

This earth has sunken into darkness. We know that the mission to rescue the earth from the darkness is upon the
shoulders of such insignificant persons as we.

Father of love! Father of compassion! By ourselves alone we do not have the power to distinguish good from evil
and to increase goodness. Therefore, loving Father, please allow the power of the goodness and love that You have
hidden in Heaven to be manifested. Allow us to exercise goodness even in humble situations, and allow us to obtain
the glory, to bow before You, Father, and to bring the glory of resurrection out into the light with all our minds and
souls.

Father, please purify the minds of the many children who have bowed down before You now. Father, You must touch
each of their hearts with Your hands of sanctification, to lift the veil and to purify each of their minds and bodies. You
must eradicate all the undesirable elements within them, so please be their personal guide and master of distinction
between good and evil, as well as the master of their hearts. My Father, I pray sincerely that You will guide us to
eliminate evil by distinguishing between good and evil, and that we may be offered before Your holy presence
through the one center.

Father! Since we have gathered here, please allow this time to be an opportunity when we can awaken to the
inadequacies of our own selves before the manifest presence of the Father’s hyung-sang. In this hour, please allow
us to discover the reality of ourselves, we who have collaborated with the power of sinfulness in the past and who
have entered the realm of death. Let us divulge ourselves before Father and before the glorious altar of goodness.
Please eradicate all of our undesirable habits of the past and our concepts which have prevented us from having
faith in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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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ing Father, I sincerely wish and desire that we may use this opportunity to receive new stimulation in goodness
and, realizing the new value of Father’s sung-sang, be shaken in our minds and bodies. I pray sincerely that You will
unfold the works of repentance and inspiration in this moment. Please remove all the inappropriate and wrong
elements of sin and evil in this moment, Father. Father, please intervene personally and be fully at work among the
crowd, in which only the elements of glory that You can govern have gathered. Please govern them.

Father, as far as I know, lonely groups of people scattered all across the land are bowing before Heaven for the sake
of humankind this evening. Father, You who are the friend of lonely people, please allow them to maintain
unchanging loyalty and fidelity toward Heaven no matter what kind of environment or situation they find themselves
in. Even if the mocking of Satan has created a great block, please make them into the brave soldiers of Heaven who
can step over this, and guide them to accomplish Your wish and the mission entrusted to them in the last days.
Father, I sincerely hope that the immutable power of Heaven will be with them so that they can continue to fight.

On this evening, please descend with the works of the Trinity upon those countless altars that have gathered on
behalf of humanity. Beloved Father, we sincerely hope that with the Trinity, You will prophecy about the mission of
the whole that You are going to accomplish in the last days, and that You will unveil to the 2.4 billion people of
humanity Your original will, which You must find. establish and manifest on the earth.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please let them, as the entrusted sacrifice, form the altar which You can be delighted
in, so that only the miracles, the power and the glory which can stand as evidence to the holy body of joy may be
manifested. I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Amen.

Prayer 2
Loving Father! Command us, and create the environment in which we can represent the position of the Jewish
people who stood before John the Baptist when he saw Jesus appearing before him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heavenly way, and who stood on the shores of the Jordan River and cried out to Heaven. Though our hearts may be
far away in historical time, please allow us again to have the blessing that would enable us to hear the voice of John
the Baptist who, centering on Heaven, cried out with a pained heart, “Look, there is the lamb of God who bears the
sin of this world.” These are indeed awe-inspiring, fearsome and dignified words.

Although many people, saints and sages have come to and gone from this earth, there was not even one who could
confidently step forward and proclaim that he had taken up the burden of all the sins of humanity. The words of John
the Baptist, which testified to Jesus, set the new, historical standard for re-creation.

Please allow us the joyful blessing that can let us fathom the heart of John the Baptist, who found the one who could
take care of all the detestable sins of humanity. Let us entrust all our sins into the hands of Jesus and let us bow
toward Heaven.

Please transform our environment today into the environment of the Jewish people who received the grace of
liberation. Please let their heart be manifested in our environment. Let us realize that there is no one happier than
the one who has found the master to whom he can transfer all of his sins.

Please allow us to feel the happiness of having entrusted our life and all that we have and of having offered
gratitude in an environment of freedom. Allow us to feel the joy of someone who possesses Heaven. Please let us
realize once more that Jesus has come to the earth and has taken over the burden of our sins.

Please take charge of all the sins of those who have gathered here, and allow only goodness to remain and fill the
place. Please let us entrust all the sinful elements to Jesus Christ. Loving Father, we sincerely wish that You will
allow us to be overwhelmed with a powerful urge which would galvanize us to return glory to the Father and to
comfort the sorrowful heart of Jesus.

Look down upon the children who have gathered here with compassion. Please do not let the heart of the speaker
and the heart of the listener be divided into two. Please grant the power of resurrection that can give us new lif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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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ds of re-creation that will enable us to sacrifice ourselves. Give us the grace that would empower our mind
and body to cut the chain of sin and, relying on the words of re-creation, restore our original image. Loving Father,
we earnestly hope that this may be done.

We have entrusted everything unto You, so please grant us what You intend. I pray in the name of the loving Lord.
Amen.

The Background of the Advent of Jesus
The topic of the speech today is “Why Did Jesus Become the Little Lamb Who Bore All the Sins of This World?” I will
speak briefly on this topic.

God created humankind as the central beings who can substantially feel His internal ideals. In doing so, God hoped
to establish the concealed beauty, love and glory of Heaven as the eternal course through the life of Adam and Eve.
He tried to build a world of uninterrupted happiness.

Due to the fall of man, this original will of God was undermined in a fundamental way and, against the wishes of
God, humankind established Satan in the position of God and dwelt within the realm of Satan’s dominion.
Humankind, who should have served God by returning glory and happiness to Him, worshipped Satan instead and
continued with this shameful history. You already know this fact very well.

Moreover, God has been leading the dispensation until now because He has to realize glory centering on human
beings; He has to make His will to give love material by centering on human beings, and He has to give advice
centering on human beings. On the contrary, Satan has been carrying on the battle to destroy the glory of God, the
love of God, and the life of Heaven, has shackled humankind in his own domain and has been fighting to keep them
in bondage.

Unless the original human being whom God is looking for, a hero who can attack Satan appears, there is no way to
return glory to God, nor love, nor life. To find this one central figure, God has been toiling for 4,000 years, leading the
dispensation forward. Jesus was the person whom God finally raised as the center of faith, the representative of
humankind, whose mission was to testify to the glory, love and life of God.

The Responsibility of Jesus
What was the mission Jesus was supposed to fulfill when he came to the earth? It was to restore the glory, love and
life of God. However, sin prevented this from being accomplished. Sin prevented humanity from returning glory to
God, prevented them from feeling the love of God, and hindered them from feeling the life of God, so that they could
not settle on His love and life as the center of eternal life.

What was the reason behind this? Because of the fall, hereditary and individual sin permeated the whole creation,
centering on humankind. Therefore, the mission Jesus was supposed to accomplish on earth first was to carry on
the battle of pulling out the root of the sin that pervaded the creation. He had to do this before he could restore the
glory, the love and the life of God. To dig out the root of sin, Jesus bore the sins of humanity on his own shoulders.

Why did Jesus have to carry sin on behalf of others? Human beings were committing sins. Furthermore, human
beings did not know the truth. Jesus Christ came to the earth to save humanity, bringing with him the glory, love and
eternal life of God, yet there was one condition that obstructed his way. This was none other than sin, which is
intertwined like one gigantic steel net, woven throughout this person and that person, this organization and that
organization, this society and that society, this nation and that nation. Without voluntarily eradicating this sin, this
earth will never see the glory of God, the love of God and the life of God.

God has been working through men to exterminate sin. When human beings eradicate sin, the glory, the life and the
love of God can be bestowed upon them. God caused them to wipe out sin to make them realize the master of
whom they had not been aware. As a result, we can serve that master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glory of Heaven,
the love of Heaven and the life of Heaven. If we can do this, then there is no power that can sever th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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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Jesus, who has been anointed by Heaven as the center, and us.

Yet due to the fall, until the consummation of this world, the burden of sin exis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s,
Jesus and the Holy Spirit. This burden of sin is found in the family, society, nation, world and in all of heaven and
earth, so the fact that someone has arrived who can take care of all the sins in heaven and earth is the happiest
news and gospel of salvation and triumph.

Have we entrusted our sin to Jesus? Moreover, have our families entrusted their sins to Jesus Christ? Have our
society and our nation entrusted their sins to Jesus Christ? Has our world entrusted its sins to Jesus Christ? The
question is, how many believers remain on the earth who have not yet escaped from the realm of sin?

What You Must Do in Your Daily Life of Faith
What you have to do in your daily life of faith is take all of your sins and entrust them to Jesus. Have you transferred
all of your sins to Jesus? You must ask yourself this. There must emerge on earth someone who can say, “Father! I
cannot purge the sins that remain within me by myself. I entrust them all to you.” Otherwise, the ideals of Jesus can
never be realized. If even now the burden of sin still lingers in me and if there still remain the elements of grief
caused by sin in my family, my society, nation, world and in heaven and earth, then Jesus’ ordeal of the cross will be
prolonged. You must understand that even in this hour, your deeds are prolonging Jesus’ ordeal of the cross.

Today we must offer the prayer of repentance, “Please take charge of all my sins.” You must say, “Lord, please take
my sins away.” Unless we combine our minds and bodies, combine with the mind and body of Jesus, and walk a
course of revolution with our own hands, as well as with the hands of Jesus, and penetrate through to the bottom of
sin, we cannot say to the Holy Spirit and to Jesus that we have eradicated our sins.

What is the meaning of the will Jesus proclaimed: that he is going to come to the earth to take care of all sins? Due
to our fall, we have lost God, the Master of life, we have lost True Parents, and we have lost Jesus, who came as
the one center who can protect and love us. Now, after Jesus takes charge of all sins in the world and in heaven and
earth, Satan will be engaged in the ultimate battle with Jesus. If you do not entrust all of your sins to Jesus and God,
then Jesus cannot intervene in your affairs as your master, even if he wants to. You must understand this.

From a humanistic perspective, Jesus can be viewed as the most unfortunate person. We must understand the
heart of Jesus. His heart was such that he wanted to bear all the burdens of sin in this universe. Humanistically
speaking, Jesus was a miserable person. When Jesus came to this earth, there had never been anyone as
unfortunate as he. Although he came to the earth to find and to give blessing, there was not even one person who,
knowing his wishes, served him with the attitude, “Jesus is my eternal, ideal and unchanging master.” Although he
came for the sake of the people, for the nation, the world and for heaven and earth, Jesus the anointed one was an
unspeakably unfortunate person. There was no one who welcomed him and believed in him based on the words he
spoke and the actions he carried out. Similarly, from a humanistic point of view, the environment Jesus found himself
in was extremely precarious.

As a human being, Jesus must have felt the same emotions you do. Jesus bore the burden of the sins of humanity
both of the past and of the future, because people had no way to purge their sins themselves. Yet he forgot his own
ordeals and comforted the lonely individuals who were resentful about their sins. We must comfort the internal
tribulations, the anguish and the sorrow of Jesus, the one who came to take charge of the sins of humanity.

Of course, we should mourn about sin. Yet when you mourn, you should never allow it to penetrate into Heaven
directly. The Holy Spirit is the one who came to comfort us in our grief. Thus, we must receive the cooperation of
Jesus and the Holy Spirit in order to free ourselves from sin. Otherwise, the worries of Jesus, who is in charge of our
sins, will not be removed from earth as well Heaven.

The Holy Spirit is in charge of obtaining pardon from Heaven for our sinfulness. This is because humankind does
not have a direct relationship with either God or Jesus, who are in Heaven. Therefore, we must receiv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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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of the Holy Spirit who is working on the earth. The way to redemption has been opened because of the
crucifixion of Jesus, but the one who actually toils to take charge of our sins is the Holy Spirit. You must understand
that the Holy Spirit stands in the position of a mediator for our sake, representing us miserable sinners.

What kinds of ordeals is the Holy Spirit going through? The exertion of Jesus, who passed away on the cross while
responsible for our sins, and the ordeals of the Holy Spirit, crying with us when we cry and being hung on the cross
when we are hung on the cross, are very much with us today. Even today, he is undergoing the crisis of crucifixion
for your sake. You must understand this clearly. When the toils of Jesus and the exertion of the Holy Spirit are
combined as one with us in the middle, and we reach the standard that God requires, then all the sins that we have
committed on the earth will be redeemed.

Our Responsibility Toward the Work of the Holy Spirit
We have wrongly thought until now that we were the only ones exerting ourselves to prepare for the coming of
Jesus, but we must understand that in the background there is the Holy Spirit, who has toiled more strenuously than
we. Since the ordeals of the Holy Spirit are greater than those of humankind, Jesus wants to work through the Holy
Spirit to represent the glory of Jesus and rally humankind together. Without ushering in this kind of occasion, there is
no way that Jesus can come to the earth again and stand firmly as the master of humanity.

Consequently, when we face evil and go forward, we must be aware of the fact that because of the sins we
committed, the Holy Spirit exerted herself on the earth for us, and Jesus had to die on the cross. Moreover, wherever
we go in heaven and earth, we must realize that we are sinners who have no way to be unshackled from the
grievances of Heaven. We must now be awakened to this sin and offer all of our minds and bodies. Accordingly, first
we must rely on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nd assist Jesus in his work to take the burden of toil off his shoulders.
The ordeals of the Holy Spirit, Jesus and God must be brought to an end through us before there can be a
consummation of the will of Heaven, which has labored to take charge of our sins. What is more, we can finally find
the one Master only now. This is what you must understand.

Jesus came to the earth as the son of man and passed away. He came to the earth as a man. As you can see in the
spirit world, because Jesus has a substantial body with whom we can have a direct conversation, when our spiritual
senses are open, we can comfort and express gratitude to Jesus. You cannot do this with the Holy Spirit. The
reason is that the Holy Spirit does not have a body. Jesus came to the earth in a substantial body, as the master of
Heaven and as the center of the world of creation. Nonetheless, because the Holy Spirit could not possess a
substantial body until now, there is no way to directly comfort her for her ordeals. During the 2,000 years of toilsome
history, the ideology of the bride and bridegroom was established to extinguish this source of grief, but Christians
today do not understand this. When will there be the appearance of the substantial Holy Spirit on the earth who can
become the bride of Jesus?

The crime we have committed is not just that of having caused Jesus Christ to cross the pass of death; it also
involves our having caused the Holy Spirit to walk a similar course of suffering. If we can liberate them from that
suffering and grief, we can return happiness and glory to Jesus, but the Holy Spirit must await fulfillment.

When we entrust our sins to them, the Holy Spirit takes charge of them first. After that, Jesus Christ takes them over,
and then they are purged by God, but we do not know this process so well. If there come forth believers who
understand this task and mission, then the Holy Spirit’s work of inspiration will be manifest before the whole of
humanity.

What then are we to do now that Jesus Christ has left after having come to the earth? We are to find the master in
the position similar to the bridegroom, Jesus, and the mistress who is in the position similar to the bride, the Holy
Spirit. By so doing, we receive the grace of atonement. What is more, we can cling to the Holy Spirit and Jesus and
say, “Holy Spirit and the Holy One and God! Please bless us.” If you cannot do this, then the sufferings of Jesus and
the Holy Spirit in the last 2,000 years cannot bear fruit on th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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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id Jesus come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sins of the world? This was for our sake, so that we can possess
freedom. Finding the master is so that we, humankind, can restore our original self and transfer from the position of
being dominated by Satan to the position where we can dominate him. Consequently, after you finish walking your
course, you are to be free children, exterminating Satan and becoming free of sin.

예수는 왜 세상죄를 지신 어린 양이 되었나
1956.07.11 (수), 한국 전본부교회

1-162
예수는 왜 세상죄를 지신 어린 양이 되었나
요한복음 1:24-34

[기 도(Ⅰ)]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님! 당신의 사랑을 흠모하면서 산지사방에 흩어져 있던 자녀들이 아버님의 무릎 앞에 찾아나와
엎드렸사옵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저희의 마음에는 당신의 거룩하신 성상을 흠모하는 마음만
남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몸은 아버지의 형상의 미를 갖추어 무언 중에 감동의 은사에 잠길 수 있는 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이 어두움에 잠겨 있사옵니다. 이 어두움에 잠겨 있는 땅을 책임져야 할 사명도 오늘날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맡겨져 있고, 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사옵나이다.

사랑의 아버님이여! 긍휼의 아버님이여! 저희들만으로는, 저희들의 힘만 가지고는 도저히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선에
선을 높일 수 없사오나, 하늘에 감추어 두셨던 선의 능력과 하늘에 숨겨 두셨던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시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옵고, 부족한 자리에서 선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부활의 영광을 갖추
어 아버님께 마음 몸 다하여 경배드릴 수 있으며, 마음 몸 다하여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
옵기를, 사랑하는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엎드린 뭇 자녀의 마음을, 아버님! 성별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심령 심령마다 성별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어서 개
체 개체의 마음 몸을, 아버지, 드러내 주시옵고 일일이 성별해 주시어서, 옳지 못한 모든 요소를 제하여 버리지 않으
면 안 되겠사오니, 아버님이여, 친히 분별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옵고, 심정의 주인공도 되어 주시옵소서.

선악을 분별하여 악은 처치하고, 선만 지닌 산 제물로서 하나의 중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존전에 드려질 수 있게 허락
하여 주시옵기를, 나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님이여! 이제 모였사오니 현현하시는 아버지의 형상 앞에 부족한 자아를 인식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죄악의 힘을 받아 사망권에 들어 있는 자아를 발견하여 아버지 앞에, 선의 영광의 제단 앞에 자기
를 드러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고, 과거의 옳지 못한 습성,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관념을 제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선의 자극을 받아서 아버지의 성상의 새로운 가치를 느끼어 마음 몸으로 충격을 느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회개와 감동의 역사를 펴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님, 소수의 무리가 모였사오니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사탄의 주
관을 받는 자녀가 없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재창조의 수고의 역사와 전능의 역사를 거친 다음 오늘의 타성을
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합당치 않고 옳지 못한 모든 죄악의 요소를, 이 시간 아버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간섭하시옵고 주관하실 수 있
는 영광의 요소만이 모인 청중의 전체 위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고, 충만히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아버
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님, 이 저녁은 외로운 무리들이 처처에 널리어서 민족을 대신하여 하늘 앞에 경배하는 시간인 줄 알고 있사오니,
아버님이여, 외로운 무리를 친구로 삼으시어서 역사하시는 아버님이여, 이들과 의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
님이여, 이들이 처한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아버지, 그들의 하늘 향한 충성과 충절만은 변치 말게 허락하여주시
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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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탄의 조롱에 사무친 것이 태산같이 가로막힐지라도, 이것을 딛고 넘어설 수 있는 하늘의 용장으로 세우시어서 끝
날에 맡겨진 사명을, 아버지의 소원을 성취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싸워나갈 수 있는 변치 않는 하늘
의 힘이 같이하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나의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저녁, 이 민족을 대신하여 모이는 수많은 제단 위에도, 인류를 대신하여 모이는 수많은 제단 위에도, 성삼위신이
같은 역사로써 임하시옵소서. 끝날의 이루실 바 전체의 사명을 그들 앞에 예고하여 주시옵고, 세우시고 찾으시지 않
으면 안 될 아버지의 본연의 뜻을 어서 이 온 24억 인류앞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 지구상에 나타내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사랑하는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처음부터 끝시간까지 오로지 맡겨진 바의 제물로서 아버지께서 흠향하실 수 있는 제단을 이루어 기쁨의 성체를 증거
할 수 있는 역사와 능력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써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1-164
기 도(Ⅱ)
사랑하는 아버님이여! 저희를 통솔하시사 천륜의 뜻을 대신하여 나타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요단강가에 서서 하
늘을 향하여 외치던 요한의 모습 앞에 세워진 이스라엘민족의 입장을 대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은 역사를 두고 먼 거리에 있다 할지라도, 천륜을 중심삼은 애달픈 심정으로 부르짖던 세례 요한의 음성
을 저희가 다시 들을 수 있는 감동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다’라고 하신 말씀은 과연 놀랍고도, 두렵고도, 장엄한 말씀이었나이다.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성현 현철들이 왔다 갔으나 어느누구 한 사람도 당당코 나서서 만민의 죄를 대신
졌노라고 부르짖은 자 없는 가운데, 예수를 세워 증거한 세례 요한의 말씀이 역사적인 새로운 재창조의 기준을 세웠
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사옵니다.만민이 다 싫다 하는 죄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존재를 찾은 세례 요한의 마음을 저
희가 알고 저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탁하고 하늘을 향하여 경배할 수 있는 기쁨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
시옵소서.

오늘 저희의 환경을, 해방의 은사를 받은 이스라엘민족의 환경으로 바꿔 주시옵소서.그들의 심정을 저희의 환경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자신의 모든 죄를 맡길 수 있는 하나의 주인공을 찾은 자가 있다면 그 이상 복된 자가 없음을 저
희들이 자각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하늘을 소유한 자의 기쁨을 저희가 느
끼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수가 이 땅 위에 와서 우리의 죄를 맡았음을 오늘 저희가 다시 인식하게 허락하여 주시옵
소서.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이들의 죄의 전부를 맡아 주시옵고, 선만이 남아지고 선만이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모
든 죄의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탁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리스도의 서러움을 위로할 수 있는
자극적인 충동이 저희들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사랑하는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모인 뭇 자녀들을 긍휼히 보시옵소서.전하는 자의 마음이나 받는 자의 마음이 둘이 되지 말게 허락하여 주시옵
소서.저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희생시킬 수 있는 재창조의 말씀으로 역사
하여 주시옵소서.저희의 마음 몸이 죄악의 쇠사슬을 끊고 재창조의 말씀에 의지하여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기쁨
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사랑하는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을 맡기었사오니 허락하실 바의 뜻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1-165
말 씀
오늘저녁 말씀 드리려 하는 제목은’예수는 왜 세상죄를 지신 어린 양이 되었나?’입니다.’예수는 왜 세상죄를 지신 어
린양이 되었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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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이 강림하신 배경
하나님은 자기의 내적인 이상을 실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중심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그래서 그로 말미
암아 숨겨진 하늘의 미와 숨겨진 하늘의 사랑과 숨겨진 하늘의 영광을 인간인 아담 해와의 생활을 통하여, 생애를 통
하여, 영생의 노정을 통하여 이루고, 어느 때에나 간격이 없는 기쁨의 세계를 만드시려 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하시던 이런 본연의 뜻은 근본적으로 끊어지고, 인간들은 원치 아니했던 사
탄을 하나님 대신 세워 놓고 그 사탄의 주관권내에 거하게 되었습니다.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며 하나님을 모
시는 생활을 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 대신 사탄을 중심삼고 그를 모시고 따르는 수모의 역사를 거듭하여 나오고 있다
는 것입니다.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삼고 찾아야 할 영광이 남아 있고, 사람을 중심삼고 사랑해야 할 뜻이 남아 있고, 사람
을 중심삼고 권고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서 지금까지 섭리해 나오고 계신데, 사탄은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
기 위한 싸움, 하나님의 사랑을 파괴하기 위한 싸움, 하늘의 생명을 파괴하기 위한 싸움, 오늘날 인간들을 자기의 수
중에 매어 놓고 이를 하나님편으로 넘겨 보내지 않으려는 싸움을 계속하여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사탄을 원망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세우셔야 하고, 사람을 세
우셔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중심삼고 사탄에게 항의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우셔야 하며, 하나님 대신 인간으로
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사탄 대해 항의할 수 있는 조건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탄이 전체
생명의 권한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은 이것도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이런 책임
이 하나님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창조 본연의 인간, 사탄 대하여 공격할 수 있는 하나의 주인공
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길이 없고, 사랑을 돌릴 길이 없으며, 생명을 돌릴 길이 없다는 것입니
다.

이 하나의 중심존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천년 동안 수고하시며 섭리를 하셨습니다.그래서 비로소 하
나님이 만민 앞에 찾고자 하셨던 하나의 신앙의 중심, 인간의 대표적인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
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셨던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1-167
예수님의 책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이었나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해야 했었습니다.그런데 여기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나 하면, 죄라는 것
이었습니다.

죄악은 만민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게 하고, 하
늘의 생명을 생명으로 느끼지 못하게 하여 영생의 중심을 세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그것은 무슨 연고인가.그것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혈통적인 죄와 자범적인 죄가 인간을 중심삼고 온 피조만물에까지 사무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수행해야 할 책임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기 전에 만민과 온 피조만물 가운데 사무쳐 있는
죄악의 뿌리를 뽑는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를 뿌리뽑기 위해 만민의 죄를 자기 일신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했던가. 그것은 인간들이 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
다.그리고 더군다나 인간들은 진리를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만민을 구하기 위해 오
셨는데, 그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의 조건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사람과 저 사람, 이 모임과
저 모임, 이 사회와 저 사회, 이 국가와 저 국가 사이에 하나의 철망같이 짜여 있는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죄를 자진하여 청산하기 전에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도 볼 수 없는 것
이며, 하나님의 생명도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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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인간들로 하여금 이 죄를 청산하도록 해오셨습니다.인간들이 이 죄를 청산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그에
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들로 하여금 이 죄를 청산하게 하신 것은, 인간들 스스로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
던 주인공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주인공을 하늘의 영광을 대신하여 섬길 수 있으며, 하늘의 사랑을 대신하여 섬길 수 있으며, 하늘
의 생명을 대신하여 섬길 수 있다면, 그런 우리가 된다면 하늘이 중심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연고로 이 세계가 종말이 될 때까지는 나와 예수님과 성신 사이에는 없애지 않으면 안 될 죄의 짐이 남
아 있습니다.이 죄의 짐은 개인을 중심삼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 하늘땅에 남아 있는데, 이세계 하늘 땅 전체의
죄짐을 맡을 수 있는 한 존재가 오신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쁜 소식이요 구원과 승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자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맡겼습니까?또 우리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맡겼습
니까?우리의 사회, 국가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맡겼습니까?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
를 맡겼습니까?아직까지 죄악의 미해탈권내에 남아 있는 성도가 이 땅 위에 몇명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1-168
일상의 신앙생활을 통해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여러분 자신들이 일상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의 죄를 몽땅 예수님께 맡겨 드리는
일입니다.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몽땅 예수님께 넘겨 드렸습니까?스스로 반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로’아버지
여!내게 남아 있는 죄는 내 스스로 풀 수 없사옵니다. 나의 죄를 아버님께 맡기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
위에 나와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직까지 죄의 짐이 남아 있고, 내 가정에 아직까지 죄의 짐이 남아 있고,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우리 세계, 하
늘 땅에 아직까지 죄로 인한 탄식의 요소가 남아 있다 할진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연장된다는 것입
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연장시키는 일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께’내 죄를 몽땅 맡으십시오’라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주여!내 죄를 맡으십시오’라
고 해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 몸을 합하고 예수의 마음 몸을 합하여 예수께 맡겨진 죄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예수의 손을 거치고 내 손을 거
쳐서 죄의 밑창까지 뚫고 나올 수 있는 혁명의 노정을 거치지 않으면, 성신을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여 죄를
완전히 청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죄를 맡겠다고 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인이신 하
나님을 잃어버렸고, 참부모님을 잃어버렸으며, 나를 지켜 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중심을 잃어버렸는데, 이 중
심존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죄를 맡고 난 후에는 하늘과 땅, 사탄이 예
수님 한분을 놓고 결판을 벌이게 되는 때를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자신의 죄를 전부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으
로서 간섭해 주고 싶어도 간섭해 주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1-169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박복자 중의 박복자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하겠습니다.이 세상을 찾아오신 예수의 심정을 알아야 하겠습니다.그 예수의 심정은
온 우주의 죄를 짊어지고 싶은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불쌍한 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하겠습니다.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와 같이 박복한 사람이 없었음을 여러분은 알아야 하겠습니
다. 찾기 위하여, 은사를 입히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건만, 어느누구 한 사람 예수의 소원을 알고’예수님은 나의 영원
한 이상이요, 불변의 주인이로소이다’라고 하면서 모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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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을 위해 오셨고, 국가를 위해 오셨고, 세계를 위해 오셨고, 하늘 땅을 위해 오셨지만 인류 앞에 세워진 예수 그리
스도는 말할 수 없이 박복한 사람 중의 박복한 사람이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하겠습니다.이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말씀과 움직이신 행동을 놓고’오 환영하옵니다’라고 하면서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이와 같이 인
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개인이 처한 환경은 말할 수 없이 불안한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한 인간으로서 그 느끼는 감성은 여러분과 같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그렇지만 자기 일신의 죄를 해
결하지 못하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전 인류의 과거와 미래의 죄를 책임지신 예수님은 수고로움도 잊으시고 외로
운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원망하는 개인 개인을 위로해 주는 입장에 서셨음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그리고
인류의 죄를 맡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인 수고와 고통, 서러움을 우리들이 위로해 드려야 하겠습니
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놓고 서러워해야 하겠습니다.서러워하는데는 어떤 이유로 서러워해야 되느냐 하면 이 서러
움이 직접 하늘에 사무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이 서러움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신입니다.

이에 우리들은 예수와 성신의 협조를 받아 우리의 죄를 벗어야 하겠습니다.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여 죄를 맡으
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민은 이 땅 위에서 풀리지 않고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성신은 우리의 죄를 하늘 앞에 사죄하는 일을 담당하고 계십니다.이
것은 인간이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역
사하시는 성신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실제 우리의 죄
를 맡아 수고하시는 분은 성신입니다. 성신은 우리를 위하여, 죄인같이 불쌍한 나의 신세를 대신하여 중간입장에서
수고하고 계심을 여러분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신의 수고는 어떤 수고인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수고는 우리의 죄를 맡으신 수고였고, 성신의 수고는 여
러분들이 울면 같이 우시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면 같이 달리신 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비를 넘
는 수고의 역사를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이것을 여러분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와 성신의 수고가 나를 중간에 놓고 하나가 되어 하늘이 요구하는 그 수고의 기준을
넘어서게 될 때에 땅위에서 우리가 저지른 죄가 모두 속죄되는 것입니다.

1-171
성신의 수고에 대한 인간의 책임
우리들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맞기 위하여 나만 수고한 줄 알았는데 나의 배후에서 나 이상 수고하신 성신이
계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인간들의 수고보다도 성신의 수고가 크기 때문에 이 성신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을 대신하고 인간들을 규합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그러한 한 날이 찾아지지 않으면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만
민의 주인공으로 서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들이 악을 대하여 나서게 될 때, 우리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성신이 대신 땅에서 수고하시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또 하늘 땅 어디에 가더라도 우리는 하늘의 원한을 벗어
날 도리가 없는 죄인들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죄를 깨달아서 이제 우리는 마음과 몸을 다 바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신의 수고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
스도의 수고의 도수를 채움으로써 그 수고의 짐을 벗겨 드려야 하겠습니다.이와 같이 나로 말미암아 성신의 수고가
끝이 나고 예수님의 수고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수고가 끝이 나야 우리를 위해 죄를 맡기에 수고하신 하늘의 복귀섭
리의 뜻이 종결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우리 자체들은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의 주인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 가셨습니다.예수님은 체(體)를 갖춘 하나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가셨습니다.여
러분이 영계를 통하여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일문일답할 수 있는 체를 갖고 계시기에,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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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고 감사드릴 수 있지만, 성신을 대해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
니다. 왜냐하면 성신은 체를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체를 쓴 하늘의 주인공으로, 피조세계의 중심으로 이 땅에 오셨었습니다.그런데 성신은 아직까지 체를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신의 수고에 대해 직접 위로해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이런 원한을 풀어 드리기 위해 2천
년의 수고의 역사를 경과하면서 신랑신부의 이념을 세웠던 것인데 이것을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랑 되신 천상의 예수 앞에 신부가 될 수 있는 지상의 실체 성신은 언제 이 땅에 나타날 것인가.

우리가 저지른 범죄는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의 고개를 넘게 한 것이 아니라 성신까지도 그러한 수고의 고개를 넘게
한 것입니다.그런데 내 한 자체를 통하여 그 수고의 원한을 해원하게 되면 그 기쁨과 영광을 예수님께는 돌려 드릴 수
있으되 성신께는 돌려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맡기면 먼저는 성신께서 우리의 죄를 맡으십니다.그런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으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청산을 받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이 일, 이런 사명을 아는 성도들이 나온
다면 성신의 감동의 역사는 그들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는데,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우리들은 예수님과 같
은 입장의 신랑격 주인공과 성신과 같은 입장의 신부격 주인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그래서 속죄의 은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그리고 성신과 예수님을 붙들고,’성신과 성자, 그리고 하나님이여!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그러한 여러분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2천년의 수고와 성신의 2천년의 수고는 이 땅 위에서 완
결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찌하여 세상죄를 담당하셨는고?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소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찾게 한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본연의 모습을 갖추게 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던 입장에서 사
탄을 지배할 수 있는 입장으로 옮겨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노정을 다 거친 후에 자유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173
사탄을 격멸하고 죄에서 자유로와지려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그런데 죄 자체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우리가
지은 죄를 조건으로 사탄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찾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죄를 벗는 것도 몸과 마음을 중심삼고 싸워야 하나, 자유를 찾으려면 사
탄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싸우게 될 때 내 일신만으로는 사탄을 격멸할 수 없습니다. 성신만으로도 사탄을 격멸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예수님만으로도 사탄을 격멸할 수 없고 하나님만으로도 사탄을 격멸할 수 없습니다.이렇게 말을 하면 어폐가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체만으로 사탄을 격멸할 수 있다면 어찌하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의 30여 평생과 십자
가의 희생이 필요했겠습니까?

이제 우리들이 사탄과의 싸움을 전개해야 하겠습니다.그리고 싸움을 전개하는 데는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가 하는 것
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우리는 먼저 성부 성자 성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 것을 알아
야 하겠습니다.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늘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하는 사실
을 망각하고 있습니다.그러면, 하늘을 위하여 싸우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사탄의 공세와 침범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개체가 복된 천리의 한 길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늘이 동원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
다.땅에도 동원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즉, 천상에는 하나님이 동원되어 있고, 예수가 동원되어 있고, 성
신이 동원되어 있으며, 지상에는 여러분이 모르고 있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많은 선각자들이 동원되어 있다는 것입니
다.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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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와 같이 수많은 분들이 천상과 지상에서 동원되어 여러분에게 자유를 부여하기 위해 싸움을 하
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보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자유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천상
에서 오랜 동안 하나님이 수고하고 계시고, 예수님과 성신이 수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그뿐만 아니라 천천만 성
도와 천군천사들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여러분은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또한 인간들이 구속되어
있는 어두운 환경을 수습하기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책임을 수행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도 안 되겠습
니다.

땅 위에서 천륜의 사명을 하며 수고하는 것이 저 나라에서는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진대는 하늘 앞에 체면
을 세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심판날이 다가오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예수의 수고와 같은 수고를 여러분에게 요구할 것입니다.성
신의 수고와 같은 수고를 요구할 것입니다.그리고 하나님의 수고와 같은 수고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
러분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선지성현들이 수고한 것과 같은 수고를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 하나가 편안하고, 나 하나가 안일하고, 나 하나가 즐겁다 하여 그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여러분이 이런 생활을 하면, 자기 일신에 미쳐지는 어려움은 모면할지 모르지만 수고의 역사를 해오신
성신과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천천만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은 피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자유를 찾고, 자유의 일신이 되고, 자기의 일신을 들어’아버지여!감사합니다’라고 하려면, 예
수님을 중심삼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천상에서 성신과 천천만 성도들은 자신들의 수고의 보답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려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의 원한은 땅 위의 만민이 해원해 드려야 하고, 예수의 목적은 땅위의 만민이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그리고 그 목
적을 땅 위에서 완결지어야 하는 동시에 하늘에서도 완결지어야 할 사명이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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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해방을 위해 수고한 분들에 대한 보답
예수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 할진대, 예수님이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
니다.그럴 수 있는 한 사람을 찾는 것이 하늘의 소망인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땅이 죄악되고 땅이 악하고 땅이 패역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고, 천륜의 심정을 통하고, 선지성현들의
심정을 통하고, 인류를 대신하여 사탄 앞에 당당히 나설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대해’너희들이 아무리
강폭할지라도, 너희들의 힘이 강하더라도 너희들에게 지지 않겠다’고 하면서 당당히 공격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자유의 심정을 갖추어 가지고 만물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이런 하나의 주인공이 나오지 않
으면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의 환경을 만들지 못한 연고로 하나님의 이념과 예수의 이념과 성신의 이념이 우리들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이념이 연결되지 않으면 천상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
광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자유로운 신앙을 함으로써 해방의 은사를 받은 자리에 서 있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영
원을 바라보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가.영광의 주를 통하여 기쁨과 자유의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
니기 때문입니다.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시간시간에 따라, 또 때에 따라 변하고, 몇
해를 넘기지 못하는 자신을 놓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이런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
의 생명과 여러분과는 관계가 먼 입장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체들이 귀하지만 여러분은 자기의 귀한 가치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귀한 가치를 인정하여 하나님
을 해방시켜 드리고, 하늘의 자유의 주인공을 세워 놓는 이 일을 땅 위에서 책임져야 하겠습니다.그런 하나의 주인공
이 나온다면, 그는 예수 앞에서 둘도 없는 특등신부가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때와 장소를 초월하여 싸움으로써 하나님의 내적인 사랑의 기준을 찾아 세워야 하겠습니다.그리고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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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무엇을 주려는 사랑의 마음을 영원을 중심삼고 느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또 그 참주인공을 대함에 있어서도
일시에만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한날의 자유와 한날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과
자유의 기준을 그 마음의 터 위에 확고히 해야 하겠습니다.여러분은 그 기준을 세워야만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
니다.이런 영생의 기준과 일방적인 환경이 아니라 사방적인 환경을 이루어야만 성신의 사랑이 미쳐지고, 성자의 사
랑이 미쳐지고, 성부의 사랑이 미쳐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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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이 세상죄를 담당하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들 자신의 죄를 맡으시고, 세상죄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
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주인공으로서, 자유의 주인공으
로서, 생명의 주인공으로서, 사랑의 주인공으로서, 화동의 중보자로서 여러분과 같이 영원을 표준하고 동고동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지상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이념을 이
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의해 창조이념이 이뤄지면 하나님이 친히’사탄을 이긴 영원한 승리자’라고 축
복하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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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도
사랑하는 아버님! 하늘이 이렇듯 간절한 심정을 선포하실 때 우리들이 거쳐야 할 관문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몰
랐었나이다.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마음문을 열어 예수님을 받아 들일 수 있게 해 주시고, 천상
에서 조롱거리가 되지 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상에서 사탄 앞에 나가는 무리가 되지 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하신 생명을 중심삼고, 사랑을 중
심삼고, 영광을 중심삼고, 내가 모실 수 있는 나의 주인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주인이요, 내가 노래할 수 있
는 나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쁨의 영광을 이 지상에서 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
나이다.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살펴 주시고, 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이들의 몸을 치시옵소서.

이들이 아버님께 힘을 소원할 때에는 힘을 주시고, 무한한 생명을 소원할 때에는 무한한 생명을 주시옵소서.이들이
무한한 싸움의 길을 걸어서 하늘이 걸어온 수고의 길이 이들의 일신에서 종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아진 당신의 자녀들을 세우시어서 하늘 정병의 대열에 세워 주시옵고, 하늘의 싸움터에서 사탄과의 싸움을 도맡을
수 있는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님!모든 것을 아시오니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음 마음으로 연결되고 천상의 인연이 이들
의 몸에까지 연결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부탁하면서, 주의 이름으로써 아뢰었사옵니다.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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