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 지금이 아니면 절대로. 나의 신부들아! 너희들의 충성은 어디로 간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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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 너희들은 기도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의지가 있어?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고, 팔고, 기념할 거야?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너희들은 어디에 있을 거야? 방주 안에 있을 

거야? 아니면 고층 빌딩에서 세상을 위해 헌신하고 있을 거야? 

 

너희들의 충성은 어디에 있어? 나에게 있어? 너에게 있어? 아니면 세상과 사탄에게 있어?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어디 있어? 은행에 있어? 너희들의 가족? 친구? 아니면 나? 

너희들의 충성이 어디 있어 나의 신부들아? 홍수가 갑자기 너희들에게 닥칠 때 너희들은 

어디있을 거야? 

 

나는 너희들이 지금 결정을 내리라고 부르고 있어. 나는 눈물로 나의 신부들을 부르고 있어. 

제발 나와 함께 나의 사랑의 방주로 들어가자. 그곳에서 너희들은 내가 고통받는 것을 발견할 

것이고, 그곳에서 나의 보호를 찾을 거야. 그래 나는 고통을 받고 있고, 악이 더이상 없을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고통을 받을 거야. 그래, 나는 이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때문에 나를 

버리고 다시 한 번 자신을 팔기위해 쇼핑몰에 간 나의 신부들을 위해 울어. 

 

이것은 간단한 메시지야. 복잡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너희들의 동행이 필요하고, 

너희들의 위로가 필요하고, 너희들에게 다정하게 안겨지고 사랑받고 싶고, 너희들의 

달콤함의 연고를 나의 눈에 발라주는 것이 필요해. 순수한 너희들의 목소리는 나를 잠으로 

이끌어 내가 반드시 매일 보고 들어야 하는 것에서 멀어지게해.   

 

나의 신부들아, 제발 이 거룩한 계절에 세상과 함께하는 너희들의 길을 버리고 나에게 와라. 

비밀의 공간으로, 나의 사랑의 방주로. 나의 상처들을 돌봐주고 나와의 약혼에 관심이 없고 

차가운 마음으로 떠나가버린 사람들을 내가 잊게 만들어줘.  

 

나의 신부들이 나를 잠깐 바라보는 것도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 너희들은 전혀 

몰라. 너희들이 왕의 생일잔치에 춤을 추기위해 무도회장에 있다고 상상해봐. 모두가 눈에 

띄고 주목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아름다움으로 입구에서부터 무대로 행진해. 모든 사람들은 

무대에서 다음 사람과 춤을 추기위해 기다리고 있어. 힘, 지위, 부 그리고 명예를 위한 그 춤은 

절대로 끝나지 않았어.   

 

그러다 갑자기 팡파르가 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입구를 향하여 돌아보았고, 왕이 무도회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걸어 들어왔어.  

팡파르가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음악이 멈추고 왕을 인정하는 것이 짜증이 났어. 그들은 

순간의 정욕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고 이 순간을 멈추게 하여 많이 화가 났어. 그리고 그들의 



온 세상의 주권자인 왕이 장엄한 복장으로 그들 앞에 섰어. 왕이 무도회장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무도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읽었어. 

 

그때 무도회장 구석에 춤을 추지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 그녀는 화려함과 영예에 관심 

없었고, 춤에도 관심이 없었어. 그녀는 왕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것보다도 더 

바라지 않았어. 그녀의 영혼의 아름다움에 놀라고,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너무 다르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끼며 왕은 기쁨으로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세우고 그녀의 손을 

그의 팔에 두면서 선언하였어.. “나의 여왕이 될 합당한 사람을 찾았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믿을 수가 없어 입이 벌어지고 침묵이 감돌았어.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야! 옷차림을 봐, 그리고 그녀의 집안은 왕족도 아니잖아?” 

 

나의 신부들아, 내가 너희들을 볼 때 내가 무엇을 봐야 했니?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에 무엇이 

있어? 너희들에게 사야할 많은 쇼핑리스트가 있고 쇼핑을 하러 가는데 늦어서 쇼핑몰을 

가는것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것에 대해 인내심이 없어? 아니면 너희들의 

왕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이 감정과 함께 압도되어질거야? 후자의 신부들이 바로 

내가 찾고 있는 신부들이야. 그들은 나와 너무 사랑에 빠져서 쇼핑할 시간이 없고 관심도 

없고 오직 나와 함께 하고 싶어해. 그들은 그들의 친구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것 보다 

나의 고통스러운 잔을 함께 마셔. 

 

나는 너희들의 세상과의 약혼에 대한 슬픔으로 덮여 여기에 있어.. 그래, 나는 너희들의 

세상이라고 말해. 왜냐하면 나의 세상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너희들에게 너무 

갑자기 닥쳐 피할 수 없을 일에 대해 슬퍼하고 있어. 나는 나의 신부들을 찾았어. 쇼핑몰, 

식당, 무도회장에 찾아갔고, 그들이 다른 남자들과 시시덕거리며 음행을 하고 사탄이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 제공한 더러운 것들을 즐기고 있었어. 

 

이제 나는 그들은 부르고, 찾고, 간청하는 것에 지쳤어. 나는 정말 매우 지쳤어.  

만약 너희들이 돌아오려고 한다면 빨리 돌아오는 것이 좋을 거야. 시간이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았어. 나의 신부들아 지금이 아니면 절대로.. 지금이 아니면 절대로.. 지금이 아니면 

절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