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이땅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실수

니다 오직 모든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있습니다. 장난이나 거짓말이 아니고 저는 젊은 나이에 찾고

자들을 구원하려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죄값을 치를수 없습니다.

찾아서 만나고 천국과지옥, 예수님 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미 우리는 너무많은 죄를 지었고, 아무리 구제를 하여도, 돈으

어떻게 만나는방법, 천국가는 길을 설명해 주고자 합니다. 성경책

로 사람을 구해도, 아무리 올바르게 살으려고 노력해도, 계속해

은 우리가 영,육, 혼 이 있다고 말합니다. 몸이 늙으면 영이 몸에서

서 죄를 짓는 이 죄성을 씻어버릴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떠나게 되있습니다. 영이 몸에서 떠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꼐서

인 예수님께서 이땅에 오셔서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모

당신이 행한대로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세상에 모든 법을

두를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1. 하나님의 아

만드셨고 또 우리 마음에 양심의 법을 만들어 써놓으셨습니다. 우

들인 예수님께서 우리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그

리가 무엇을 훔쳤거나 거짓말을 할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

가 올바른자였기 때문에 다시 부활시켜 하나님의 오른팔에 앉혀

쁜짓을 하는것을 우리자신이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거짓

놓았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2. 당신이 지은 모

말하면 거짓말쟁이고, 훔치면 도둑이고,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만

든 죄를 회개하시고 더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합

하여도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자라서 불의한자로 평가합니다. 누

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되시면, 5분 10분동안 겸손히 성령님께

구든지 부모님을 존경하지않고,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물어보시면서 옛 죄생각떠오르는 대로 회개하시면 됩니다. 3.

않고, 마음에 악을 품고, 누구를 미워하거나 증오해도 혼으로 살인

회개의 증거로 물로 침례를 받고 나의 죄로찌든 옛사람이 더이

자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법적으로 형벌을 받게 되어, 그 영이

상 살아서는 안된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4. 하나님을 찾고 찾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나님께

서 성령님을 달라고 하여 성령세례를 하나님에게 직접 받으셔야

서는 거룩하신 자이기때문에 죄가 있는자와 동행할수없고 또 올바

합니다. 성령이 계시니 자꾸 말을 거시고 인도해달라고,

른 심판으로서 죄지은자를 법대로 심판, 벌해야만 합니다. 그렇나

도와달라고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고 기도하세요 어느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기의 죄없는 아들 예

정말 오십니다. (참고로 저는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하면서

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박아 그 피값으로 지옥행인 불쌍한

셀폰끄고 그한달동안 술먹는친구들과 단절하고 구하여 받았습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대신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

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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