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도우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          
(예수)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를 주셨으니 이는 그(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자
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라. (요한복음 3:16)
 이 곤고한 자가 부르
짖으매 여호와(예수)께
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34:6)
 그(예수)가 그의 말씀
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
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
시는도다 (시편 107:20)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예수)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사야 66:13)
 너는 나(예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4:21)
 너희는 여호와(예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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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
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 14:6)
 인자(예수)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
원하려 함이니라 (누가 19:10)
 영접하는 자 곧 그(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
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 1:12)
 우리가 다 그(예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
혜 위에 은혜러라 (요한 1:16)
 그(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
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
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이사야 53:5)
 나(예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 10:11)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 4:17)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
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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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 내(예수)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 6:37)
 그가 나(예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
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시편 91:14)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예
수)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
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 14: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
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23)
 우리가 아직 연약
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
스도께서 경건하지 않
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
도다 (로마서 5:6)
 주예수 그리스도께
서는 2000년전 이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모
든사람들에게 선한일을 행하시고 온갖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죽은자 가운데
서 일어나시고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어
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바
로 오늘 그분께 오는 모든사람들에게 선한일을 
행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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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합시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 병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저
에게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저에
게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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