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9. 휴거 후에 남겨질 사람들을 위한 나의 조언…  

기도하고 오직 나 만을 신뢰해라. 

 

2015.05.09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사랑하는 주님, 오늘 밤에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예수님)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나의 개입 없이 또는 나의 완전한 통제 없이 너희들이 

너희들 자신에게 제공할 수 있거나 돌볼 수 있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상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방어하고 제공할 수 있다고 너희들의 육체를 신뢰할때, 너희들은 

너희자신을 실패하게 만들어. 갈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 

빈털털이로 환난 속을 걷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모든 길에서 충분하게 제공받을 

거야.  

 

영혼이 나에게 그들의 모든 신뢰를 나에게 둘때, 나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어. 자신이 제공하고 생존하는 것보다 나의 일을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에게 더해질 거야.  

 

너희들의 불안과 혼란은 악마들이 너희들을 체질하여 지치게 만들고,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적들의 품으로 성급하게 움직이게 만들어. 하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나는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어. 너희들의 

신실함은 너희들의 보호막이고 커버야.  

 

나에 대한 지식의 부족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자신의 필요를 그들 자신이 

충족시키도록 뛰어들게 만들어. 너희들이 나를 안다면, 너희들은 내가 이미 탈출구와 함께 

약과 음식을 준비해 놓았고 너희들이 적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덮어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클레어, 이것은 휴거후에 남겨질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야.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동안 대부분에 그들을 준비시킬 거야.  

 

(클레어) 저의 마음은 오늘 제가 본 옐로우스톤의 지진차트에 떠내려가 있었어요. 

지진차트에는 선 모양이 아닌 색깔이 있는 막대모양이었고 니비루(행성)가 이러한 지구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그들은 이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래,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들은 그 정보를 대중들에게 제공하기 

보다는 그들의 유전적인 코드에 맞지 않는 인류의 일부를 쓸어버릴 재앙적인 상황을 

기대하고 있어.  

 

하지만 내사랑아,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 너희들의 초점은 반드시 

사랑과 미덕, 신뢰 그리고 내가 제공할 수 있다는 나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있어야해. 이러한 

중심이되는 태도들 없이 그들은 성공할 수 없어.  

 

나의 보호는 너희들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고, 나의 보호는 야생의 괴물들을 쫓아낼 수 있고, 

나의 보호는 너희들의 아래에 있는 땅을 열어 너희들을 구할 수 있고, 나의 보호는 아무것도 

없을 때 물과 음식을 제공할 수 있어. 나는 영혼들을 나의 왕국으로 모으는 것이 의제인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이기적이지 않고 베풀고 인도하는 

사람들,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나는 초자연적으로 보호하고 

제공할 거야.  

 

나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너희들에게 보낼 거야. 그들의 영원은 양팔저울에 

매달려있고, 만약 너희들의 그들의 영원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나는 너희들을 커버할 거야. 

영혼들은 혼란과 두려움에 시달리며 뭐가 뭔지 알지 못할 것이고, 지구에서의 시련들은 

가혹할 거야. 그들은 초자연적인 은혜외에는 그들을 진정시킬 수 없을정도로 완전히 

방향감각을 상실할 거야. 치유의 은혜, 그들에게 손을 얹고 나의 평화가 그들에게 내려오기를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치유로 부름을 받은 너희들에게 말해. 나는 너희들 안에 살고 있어. 너희들의 손을 

다치거나 혹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얹고, 나의 손이 움직여 너희들의 마음에서 나와 

너희들의 손을 통해서 그 영혼에게 간다고 상상해라. 그럼 내가 나머지를 할 거야. 너희들이 

믿어야할 것은 오직 내가 너희들 안에 산다는 거야. 이것은 가장 극적인 질병조차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단 한가지 필요사항이야.  

 

성령님으로 세례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노래해라. 너희들은 나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통해 완전한 기도를해. 너희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너희들을 낙담시키지 못하게 해라. 악마들은 너희들이 이 강력한 선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하기 위해 자의식적이고, 불안정하며 정보가 부족한 영혼들을 이용할 

거야.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제 그 어느때보다도 방언으로 

기도해야해. 나는 내가 사람이든지, 괴물이든지, 심지어 너희들 자신이든지 너희들을 

진정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기도를 너희들이 하는 동안에 너희 다른 

사람들 중 일부에게 그 해석을 줄 거야.  

 



초자연적인 지혜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정말 많은 여러가지 적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대적할 

거야. 만약 너희들이 기도를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나는 그것들에 대해 경고할 거야. 

너희들은 삶 그 자체보다 나와 함께하는 양질의 기도시간이 더 필요해. 너희들의 공동체에서 

아무도 기도 없이는 있을 수 없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들의 공동체에서 약한 

연결고리가 될 거야. 그들은 너희들을 배신할 것이고 압력을 받았을때 잘못된 선택을 할 

거야.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해야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더 나아. 즉, 너희들이 그들을 나에게 데려오기 위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인정하지 않거나 나의 기준에 따라 살기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떠나게 내버려둬라. 그들은 너희들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오직 

문제만 일으킬 거야. 

 

마지막으로 향해가고, 상황이 가장 혼란스러워질때, 너희들은 자신의 이해나 계획에 기대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기대야 할 거야. 나는 적절한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영감을 줄 거야. 심지어 너희들에 꿈에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지시할 거야. 

사건들의 끝으로 다가갈 수록 더 혼란스러워지고 너희들이 구원받기전까지의 시간이 더 

짧아질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라. 힘, 용기, 지혜, 연민, 그리고 평화를 위해 기도해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에 의해서이고, 육체는 아무 소용이 없으며, 모든 

것이 나만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 달려있어.  

 

너희들은 사람들이 완전히 주저앉고, 더 이상 대처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거야. 

그들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그만둘 거야. 이 사람들을 위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하고 연민을 느끼는 것일 뿐이야. 나의 은혜가 그들을 데리고 갈 거야. 

그들은 병든 사람과 장애인들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너희들의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돌보아라. 그들에게 조바심을 내거나 그들을 버리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들의 구원의 은혜가 

될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들을 돌보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돌볼 거야.  

 

하지만 만약 너희들이 누군가를 반드시 남겨놓고 가야한다면, 그들에게 충분한 음식과 물을 

주고, 내가 그들을 돌보고 나의 자비로운 손에 그들이 맡겨지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죄책감에 빠지지 말아라. 너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였고 이제 나의 차례야. 또한 

너희들은 너희들의 극한의 한계까지 시험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의 그 한계에 도달하였을때 

나에게로 돌아와서 말해라.. “주님, 저를 대신해서 해주세요, 저는 저의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럼 나는 너희들에게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줄 거야. 나의 능력이 너희들의 약함 가운데서 

완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고 너희들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나의 기회야. 

 

이제 모든 이해와 용기와 인내를 뛰어넘는 평화로 너희들을 축복해. 결승선까지 이 경주를 

해라. 곧 내가 돌아와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 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