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 나는 이 천상의 사건을 위해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어…  

너희는 정말 가까워졌어! 

 

2015.03.29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제가 주님 앞에 앉아있을 때, 주님은 첫번째 순간부터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주님은 

하얀색 카네이션이 달린 하얀색 턱시도를 입으셨고 주님의 얼굴은 놀라울정도로 

분명하였어요! 제가 자세히 보았을때 주님은 기쁨으로 웃고 계셨어요. 오, 환희의 물결이 

저의 전체를 휩쓸었고 거의 무대에서 들어올려질 뻔했어요. 저희는 춤을 추고 있었고 이것이 

저희들의 결혼식 피로연인 것이 분명하였어요. 

 

저희는 ‘그분을 찬양해(Praise him)’의 찬양노래에 맞춰 춤을 추었고, 제가 주님께 노래를 

불러드릴때 주님도 저에게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주님의 눈은 온화함과 깊은 애정으로 

마음을 고정시켰고,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틀림이 었었지만 주님을 위한 저의 마음은요? 

저는 그 순간 저의 무릎이 약해져서 거의 서있을 수 없었어요. 지난 이틀동안 저는 휴거가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말했어요. 

주님, 제가 초조해지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 아니, 초조해지는 것이 아니야. 조심스러운 거야. 그래, 휴거가 여기에 있어. 나는 

지구와 너가 기대하였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해. 나의 때, 완전한 때에 모든 것이 

성취될 거야. 하지만 지금은 너와 나의 모든 신부들을 위한 영광의 휴식기간이 있을 거야. 

클레어, 나는 너를 데리고 갈 거야. 우리는 아버지의 보좌 바로 앞에서 결혼하고, 나와 함께 

풍족하게 영원히 살기위해 나의 집으로 너를 데리고 올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천상의 풍경으로 데려가 어린시절부터 너를 매료시킨 것들을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비밀을 배우게 될 거야. 나는 그것에 대답할 거야. 혜성과 별들 사이에서 

춤을 추고, 성운의 빛 아래에서 놀고 별들 사이에서 나를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과 더 많은 

것들이 너의 것이야 나의 비둘기야. 

 

(클레어) 그리고나서 음악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저희가 눈부시게 하얀 대성당의 제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제 손을 자신의 팔에 올려놓으시고 저를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여자를 저의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서약후에 주님은 저에게 아주 순수하고 부드러운 입맞춤을 하셨고 저희는 

돌아서서 그 통로를 내려갔고 저희가 하얀색 리무진을 타고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궁전으로 갈 때까지 색종이 조각, 쌀 그리고 비둘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궁전에 도착 

후 저희는 긴 나선형 계단을 올라 저희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희가 긴장을 풀기 시작할때 주님은 저의 손을 잡았고, 그때 천장이 사라지고 저희는 우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혹은 아주 부드럽게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었어요. 곧 저희는 우주에 있는 

빛의 영광을 탐험하고 있었어요. 색상들의 혼합이 매우 섬세하면서도 음영이 혼합된 무지개 

빛깔, 파스텔톤이었어요. 저희가 계속 위로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한 혜성을 잡으셔서 저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오직 야구공 크기에 불과하였지만 불꽃이 튀면서 불에 타고 있었어요.  

 

제가 혜성을 내려 놓았을 때, 그 혜성은 가고 있던 진로로 계속 이어서 갔어요. 혜성을 가지고 

노는 것은 놀라웠어요! 여전히 음악은 흘러나오고 있었고 저는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싶었지만 그곳에는 무대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생각하였어요. ‘오, 은하계와 성운 사이에서 

스케이트를 타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리고 갑자기 저희 앞에 얼음이 생겼고 저희는 

행성과 달 그리고 성운 사이에서 자유롭게 스케이트를 타고 있었어요. 오, 이러한 마술같은 

일을 제 삶에서 상상해본적이 없어요! 

 

(예수님) 그래, 나는 너를 집으로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고 너도 이 천상의 행사를 위해 나의 

신부들을 준비시킬 거야. 그리고 그들은 내가 그들의 위해 가지고 있는 기쁨들을 알면서 

그들의 기쁨과 기대는 솟아오를 거야. 그리고 너의 뱃속에서 느끼는 이 엄청난 기쁨은 곧 

너에게 올 영광의 전조에 불과해. 오 그래, 너의 발가락은 기쁨으로 움직이고, 너의 전체의 

존재는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생각으로 팽창해.  

 

그리고 너가 나에게 노래하고 내가 너에게 노래하면서 우리는 완벽한 듀엣으로 노래를 부를 

것이고, 우리의 목소리는 완벽한 조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완벽함으로 혼합될 

거야. 그래, 너는 나의 신부이고, 나는 그날을 매우 기대해! 나는 천국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내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힘들며, 너는 신성한 황홀경 안에서 천국으로 들려지게 될 것이고 

우리모두는 황홀하게 기뻐할 거야!  

 

(클레어) 오 주님, 이것은 동화같은 그 이상이에요.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것보다 그 이상이요.     

 

(예수님) 그래, 나도알아.  

 

(클레어) 주님은 저에게 입맞춤하셨고 저는 주님의 품안으로 사라졌고 주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예수님) 그래, 영원히 내것이야. 

 

나는 너희들 모두가 알기를 원해. 너희들을 매우 가까워졌어. 우리는 매우 가까워졌어.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에게 드러내지 않을 거야. 그러니 기다리고 

있어라. 꽉 붙잡아라. 다시 떨어지는 곳으로 돌아가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이시간에 있는 

바로 이곳에서 머물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