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나무처럼 자라야 합니다.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
종하며, 기도를 충만히 매일하시고, 여기 어디든지 계시는 성령
님께 말을거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6.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
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전도에, 사람들을 사랑하는데에 힘을 써
야 합니다. 열매없는 나무는 베어버린다고 하였으니 성령의 열
매를 맺어야 합니다.  기도는 부르짖고 하는것이 열쇠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 아니라는것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회계없이 구원이라는 교회는 속히 떠나시고, 회개의 열매없는 
목자밑에 계시지 마세요. 마지막에는 이단이 많아져서 예수님께
서 하늘나라에 계신데에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의영이 임해서 
예수라고 하는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신
천지, 하나님의 교회(세계복음선교회), JMS, 은혜로교회 신옥, 
통일교 등등 또 돈과 사람수를 좋아하는 교회들 그리하여 회개
의 메세지가 없는 돈을 사랑하는 교회들에게서 떠나가십시요. 
또 교회의 형식만 있고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들, 카톨릭 교회
등 피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과 감화감동이 넘치고 올바르게 
살아야된다는 메세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교회를 가셔야 진짜
고 천국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올바른교회, 예수님을 인격
적으로 만나셔서 천국들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Youtube :   genoar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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