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의 이름은 등록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태어났을때 당신의 부모는 

출생신고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름은 다음과 같은 여러 곳에  등록됩니

다.

• 학교에 입학할때

• 취직할때

• 땅이나 집을 살때

• 자동차 보험을 들때

• 은행구좌를 열때

• 보급카드를 받을때

• 투표신분증을 받을때

• 집에 전기 신청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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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이 멸망하는 세상에 살기위해 수

많은 곳에 당신의 이름을 등록해야 한다면 

하늘나라는 어떨까요? 당신이 죽은 후에 부

패하지 않는 영원한 곳에 기쁨과 평화를 누

리며 살기위해서 위

해서는 당신의 이름

이 하늘나라에 바로 

지금 기록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반드

시 바로 지금 그곳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기 위

해서 무엇을 해야할까요? 당신의 이름이 기

록되기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

원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 읽습

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

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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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당신이 주 예수를 온 마음으로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당신은 그분의 자녀

가 될것입니다.  당

신이 받아야할 벌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죽

으신 분이 바로 그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기만 한것이 아니라 사흘만에 부활하시

고 영원히 사십니다.  만일 당신이 어릴때 

지은 죄부터 하나씩 고백하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의 기쁨과 평화로 당신

의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

녀가 된 자녀들을 향하여 그분께서는 “너

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20)”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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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용서함을 받고 주예수님을 믿는 자

들의 이름은 하늘나라에 기록됩니다.그뿐 아

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요한일서 3:9)” 라고 성경에 적혀있

는 것처럼 주 예수께서는 더이상 죄를 짓지 

않고 순결한 삶을 살수있게 은혜를 주십니

다. 또한 주예수께서는 당신의 죄뿐만 아니

라 병들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

읍니다.그러므로 그

분을 믿는 자들은 

불치의 병들로부

터도 완치됨을 받

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

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음후 심판

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0:15)”라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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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 기록합니다.그리스도의 보혈은 당신

의 죄를 없애고 용서함을 줍니다.  그분의 십

자가는 당신의 저주를 없애고 축복을 줍니

다.그분의 죽음은 당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

움을 없애시며 담대함을 

줍니다.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당신은 영

생을 또한 받으실 것입니

다.세상이 줄수 없는 평화

와 기쁨을 받고 죽음후 하늘나라에 들어가

는 특권을 받기위해 바로 오늘 주 예수님께 

오십시요. 주예수님을 믿으시며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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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사오며 당

신께 내 삶을 바칩니다. 당신의 거룩한 보

혈로 저의 모든 죄로부터 저를 깨끗게 하

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저를 당신의 자녀

로 받아주시고 제이름을 

바로 지금 기록하여 주

옵소서.  이제부터 저는 

당신의 자녀로 살겠습니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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