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마치는 말
항상 겸손을 추구하라
제가 부탁하는 것은 꼭 겸손하게 지내십시오. 신령한 체험을한다고, 기적을 맛본다고 아니면
음성을 듣는다고 교만하면 사단이되고 맙니다. 경험으론 이런 신비한 체험들을 하시면서
교만하게되어 마귀의 자식이 되버린 그리스도인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교만은 여러종류의
교활함으로 들어옵니다 항상 주님께 나자신을 보여달라고 하시고 항상 매일 회개를 하는것에
힘쓰십시오. 내가 남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며 남의 죄들을 보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나는
이미 교만해진 것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섯다 하고 이만하면 되었다 하며 주님찾기를 쉬기
시작한다면 교만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병에서 낳았다고 이제는 잘산다고 이제는 큰문제가
넘어갔다하며 세상것을 즐기기를 시작하고 주님앞에 무릎꿇고 기도하지 않는 다면 교만해진것
입니다. 부유해 졌다고 돈과 명예를 추구하기 시작하면 교만해진것이고 더이상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입니다. 꼭 나 자신을 주님앞에서 겸손하게 낮추어 주님의 음성에 항상 귀
기울이세요. 교만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뿐아니라 주님께서 그런자를 많이 버리셨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마태복음 18:3-4) 꼭 주를 존경하고 주의 종들을 잘 섬기며
남편과 아내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만 찾으십시오
복음외에 것을 함께 찾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하나님도 찾으시면서 여자친구도 찾고 돈도 찾고
명예도 찾고 직장도 찾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것이
더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광야에서 생활하였지만 나중에는 거대한 부자가
되있었고 하인도 몇백명있는 거대한 사람이 되었을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열심히 찾으십시오 항상 성령충만함을 추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다른 것들은
다 더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친아버지로서 당신이 정말로 잘되고 안아주기를 원하며 혼자서 고생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오직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혼자서 모든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모든일을 아버지와 함께 성령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께서 바라는 것 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안에 달려가서 안기려고 하십시오. 절대 당신을 밀어내지 않으실겁니다. 오히려
입맞춤해주시고 끌어안아주시며 축복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것 입니다. 꼭 믿으세요,
어떤 것이라도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힘껏 문을 두드리십시오 문은
열립니다. 답은 꼭 찾아집니다. 주님도 만나실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