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변화를 만드는 나의 입맞춤을 받고 치료되어라. 

 

2014.10.31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주님은 저희에게 입맞춤하고 싶어하시고 함께 춤을 추고 싶어하시고, 천국의 

아름다움을 저희들과 함께 탐험하고 싶어하세요. 주님은 입맞춤을 받는 것을 좋아하세요. 

주님께서 주님의 신부들에게 바라는 순수한 마음의 교환이요. 주님은 영혼으로 저희에게 

입맞춤을 하실거에요. 왜냐하면 저희 모두는 주님의 신부들이 될 주님께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육체적인 것은 없어요.  

 

(예수님) 나의 입맞춤들은 단순한 진흙 그릇이었던 너희들을 신성한 사랑의 황금 그릇으로 

변화시키고, 너희들을 위한 사랑의 변화에 흠뻑 적셔. 나는 상처와 흉터, 그리고 한 때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배신당하고 영원히 잃어버린 너희들의 텅 빈 곳을 치유해. 

너희들의 영혼에 깊은 고통의 갈라진 틈으로 나는 기쁨의 기름을 부어. 나는 너희들이 성취할 

수 있고 생명수로 가득 넘치는 곳으로 너희들을 데려가. 그래서 너희들이 만나는 모든 목마른 

영혼들도 그 생명수를 깊이 마실 수 있도록. 하지만 너희가 만약 나를 피하고, 핑계거리를 

만들고, 악마들이 우리와의 관계를 방해하려고 시도한 거짓말에 속는다면 내가 이야기했던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혼으로 괴로워하는 친구가 있어? 

 

이 고통의 갈라진 틈들은 나의 안식처로 들어와 기쁨과 행복함의 기름을 얻기 위해 찾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나를 찾는다면 나의 사랑으로 모두 치유되어질 수 있어. 

 

너희들은 암으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슬퍼하고 있어? 이 

갈라진 틈들도 치유될 수 있고, 이해와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어. 그래서 이 향유를 다른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부어 줄 수 있어. 

 

너희들의 실패나 성취되지 않은 꿈들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실망했어? 그리고 목적이 없는 

절망적인 미래에 직면하고 있어? 

 

내 옆에 함께 앉아라. 너희들의 희망을 나의 사랑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해줘. 이 어둡고 

외로운 곳에 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줘. 그럼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올게. 

나는 너희들을 깨끗한 샘물이 있는 생명의 목초지로 인도하고 너희들의 모든 선물들과 

재능들과 꿈들이 너희들을 통해 일하는 나의 강력한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너희들의 꿈의 

목적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야.  

 



나는 진실로 이야기해. 너무 깊은 상처는 없고, 너무나도 불가능한 꿈은 없고, 달성할 수 없는 

삶은 없어. 나는 너희들을 충만한 삶으로 인도할 것이고, 너희가 창조되어진 목적의 일들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을 넘어서 너희들의 삶을 성취하게 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나는 너희들의 변함없는 동반자가 될 거야. 너희들은 절대로 

다시는 혼자라고 느끼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만을 위해 만든 가장 완벽한 장소로 너희들이 나의 품으로 올라올 때 불꽃놀이가 

시작될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너희들이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일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