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 나의 보석들아, 이것들이 너희들의 최종 면 들이야. 

 

2015.04.12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 나의 신부들아,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을때 너희들은 단지 석탄 덩어리에 

불과하였어. 하지만 나의 눈에는 너희들에게 드러나게 될 나의 영광에 대한 약속들로 무겁게 

짐을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어. 너희들이 지구에 있는 동안 너희들은 지구 깊은 곳에서 엄청난 

압력을 받았고, 그래서 언젠가 너희들이 나에게 올라올때, 내가 너희들의 정교한 아름다움의 

속성을 한가지도 놓치지 않고 가장 완벽하게 너희들의 면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에 갔을때 심지어 가장 낮은 영혼의 아름다움에도 감탄하는 이유야. 

그들은 오직 나만이 줄 수 있는 광채로 빛나고, 지구에서 너희들의 삶의 압력의 정도에 따라 

너희들은 빛나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 불평하지 말아라. 

이것은 기록되어있어.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8장18절)  

 

그러니 나의 신부들아, 너희들의 가치는 루비와 순금을 훨씬 뛰어넘어.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압력은 단지 너희들의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교환할때 즉시 천국에서 드러날 

새로운 광채를 창조하고 있는것일 뿐이야. 그 순간에 너희들이 왜 고통을 받아야 했으며 어떤 

비할데 없는 아름다움이 너희들이 안에서 일어났는지가 드러나게 될 거야. 

 

너희들 각각은 나의 소중한 보석이고, 나는 너희들의 영혼의 숨막히는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끌과 물레를 어디에 사용해서 불완전한것들을 갈고 닦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나는 지금 이때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아. 나는 너희들 모두가 절대로 끝날것 같아 보이지 

않는 시험들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 그것은 이 지구에서 너희들의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들에 나는 나의 눈으로 영원 속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너희들을 더 아름다움으로 장식하고 싶어.  

 

그리고 너희들이 이 시험들을 받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뿐만이아니야. 아직 나에게 그들의 

삶을 바치지 않은 너희들의 이웃들을 위해서도야. 나는 아무도 소멸하지 않기를 바라고 

누군가는 그들의 회심의 과정에서 나와 협력하기 위해 반드시 금식하고 기도해야해. 이 

고통은 너희들의 기도와 금식이야. 그 영혼이 나에게로 향해 돌아설때 구원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누군가는 반드시 그 십자가를 져야해.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나는 너희들의 삶에서 이러한 무거운 십자가들을 허용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십자가들을 준것은 너희들과 너희들의 이웃에 대한 사랑때문이라는 것을 



제발 이해해라. 시험을 인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 그 사람이 자신을 증명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야.   

 

너희들이 이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을때, 내가 너희들에게 더 무거운 시험들을 주었더라면 

하고 바랄 거야. 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틀을 알고 있고 나는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나의 은혜가 너희들을 강화시켜 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완전한 한계에 이르렀다고 느낄때 큰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돌아와 더 많은 힘을 구해라. 

결승선까지 이 경주를 하고, 내 안에 드러난 영광이 너희들의 안에도 있을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높은 부름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 만약 너희들이 내 안에서 너희자신을 내려놓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나와 함께 영광안에서 일어나게 될 거야.  

 

나는 너희들을 공격할 더 많은 시험들에 너희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다고 너희들에게 말해. 

하지만 그 어떤 무기도 너희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은 내 안에서 승리할 거야. 

강해져라, 용기를 가지고 너희들이 너희들의 임시의 집이라고 불러야하는 이 혼란의 휘장 

너머를 바라보아라. 나의 약속들을 고수하고 어떠한 식으로든 적들에게 땅을 내어주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안에서 준비하고 있는 각각의 면은 태초부터 너희들의 것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제서야 그것들이 완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라.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은혜의 밧줄을 단단히 잡고 놓치지 말아라. 시험들과 시련들은 일시적일뿐이며, 머지않아 

너희들은 너희들이 지구에 있는 마지막날에 내가 너희들을 통해 성취한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거야. 너희들이 믿음으로 서서 나에게 기댄다면 너희들과 내가 함께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아무것도 없어.  

 

소중한 신부들아, 이제 나의 축복을 받고 영광속에서 너희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 약속들을 

붙들어라. 그것은 가고 있어. 이 시험들은 최종적인 연마야. 그 약속들을 용감하게 

가지고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