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 사랑 & 곧 마감될 너희들의 기록들을 위해 많은 선을 행하여라.  
 

2015.05.05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 나의 신부들아, 너희들의 주변을 둘러보고 정의가 필요한 곳을 보아라. 음식, 약, 

공과금, 자동차 수리비, 진료비가 부족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라.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는 노인들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너희들의 주변을 둘러보고 그들을 도와라. 

너희들의 필요하지 않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 그 자동차를 주어라. 너희들은 없어도 지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옷, 가구, 부엌물건, 필수품들이 있어?   

 

너희들의 모든 주변에는 궁핍한 사람들이 있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처럼 되어 긍핍한 

사람들에게 선을 뿌려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 시간을 

최대한 사용해라. 너희들이 더 이상 선을 행할 수 없게 되는 때가 올 거야. 너희들이 어떻게 

베풀었는지에 대한 너희들의 통계는 그 때가 되면 멈추게 될 거야. 지구에서 너희들의 기록은 

영원히 마감될 거야. 여기 지구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을 잘 사용하고,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너희들의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예상해라. 너희들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 

도와줄 수도 있게 될 대화들에 너희들의 귀를 열어두어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지구에서의 너희들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  

 

이것은 너희들이 나에 대한 너희들의 사랑을 보여주는 위대한 방법이야. 내가 배고플때 

너희들은 나를 먹였고, 내가 외로울때, 너희들은 나를 방문하였고, 나에게 차를 태워다줄 

사람이 없을 때, 너희들이 나를 태워다주었고, 내가 약이 부족할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약을 사주었어. 보여? 나는 바로 이 사람들을 너희들 앞에 두어 나에 대한 사랑과 너희들의 

자선을 시험하였어. 나라면 했었을 일을 너희들이 하는지 보고 싶어. 너희들에게는 약간의 

자원이 있어. 필요한 것은 오직 다른 사람들의 곤경에 대한 인식과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뿐이야.  

 

자선은 많은 죄들을 덮어. 이 삶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깊이 숨겨왔던 너희들 자신에 대한 

죄들이 있어. 하지만 너희들의 사랑으로 그 죄들은 영원히 지워질 거야. 아니, 이것은 정의의 

행동이 아니라 사랑의 복음이야. 이것은 베풀고 부족한 것을 덮는 거야. 이것은 행동하는 

나의 마음이고, 내가 너희들의 입장에 있었다면 했을 일을 너희들이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얼마나 클지. 나는 너희들에게 그것을 기대해. 나는 너희들에게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제공해. 나는 너희들이 너희들의 즐거움에 돈을 쓸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절박한 

사람들에게 돈을 쓸 것인지를 보고 싶어.  

 

너희들의 전체의 삶은 너희들이 나에게 속해있는지, 천국에 속해있는지 알아보는 

시험이었어. 너희들중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미치지 못했어. 

하지만 너희들은 너희들의 잘못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어. 



너희들은 회개하였고, 돌아왔고, 이제는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원했던 것을 하고 있어. 

너희들의 잘못들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거야.  

 

너희들 중 일부는 너희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어. 

너희들은 가난한 과부의 정성어린 헌금의 보상을 받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오직 너희들에게 

넘치는 자원만을 베풀었어. 천국에서의 너희들의 기록은 오히려 짧고 부족할 거야. 몇몇은 

시간만큼의 돈이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기위해 너희들의 길을 나섰어. 이것에도 

보상이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이기심과 무관심을 만회할 

기회들을 내가 제공하고 있다는 거야. 이 시간을 잘 사용해라. 이것은 나의 신부들을 위한 

자비의 준비야.  

 

나의 신부들아, 잘 들어라, 나는 너희들에게 없는 것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고, 너희들이 

가진 것과 그것을 어떻게 나누는가에 따라 심판해. 너희들이 만든 케잌을 굶주린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것과 같은 단순한 일이 나의 눈에는 큰 가치가 있어.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진 

낯선 사람의 자동차 연료를 얻기위해 그 사람을 태워다 주는 것은 큰 가치가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전화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큰 가치가 있어. 아이들과 함께 식료품을 

들고가는 어머니를 도와주는 것도 큰 가치가 있어. 이것들이 나에게는 많은 것을 의미하는 

작은 일들이야. 이러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특정한 부드러운 마음을 보여줘. 

이 작은 사랑의 행동을에 나는 크게 보상할 거야.  

 

잘하는 중에 지치지 말아라. 심지어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해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희 나라의 죄로 인해 곧 끔찍한 사건들과 심판이 저희 나라에 닥칠 

거에요.. 당신은 예수님을 아시나요?” 이것도 매우 중요해. 그들이 이 말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나누는 것이 중요해.  

 

너희들 주변에 곤경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고통을 덜어줄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을때 너희들이 기도하는것도 큰 가치가 있어. 이것은 중요한 일들이고,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진 작은 일들이야. 너희들이 그들의 상황에 동일시되어 한 

일들은 매우 중요해.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축복으로 너희들을 이 세상에 풀어놓아: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다른 사람들의 희망과 꿈들에 눈을 크게 뜨고 너희들의 길을 가라. 

나는 너희들의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소리없는 간청에 너희들의 귀를 열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기쁘게 그 도움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밤 너희들에게 전해줘. 

너희들의 이웃을 너희들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위해 지금 나아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