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최초인간의 이름은 아담 이었습니
다. 그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사단을 순종했
습니다. 그것이 이세상에 어떻게 죄와 사망이

마호메트교(회교), 불교 등: 그들중 어느
누구도 무덤에서
나왔거나 부활한자는 없습니다.
그는 죽음에서 일어나셨습
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의 지도자로 이세상
에 오신것이 아닙니다.

각 종교 지도자들은 죽었고 아직도 죽어있
습니다!. 유교,

죽이고 파멸 시키려고 왔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패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께서 이 세상에 오신것은 당신에게
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를 원하십니다!

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자
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래와 같이 기도를 하시
기 바랍니다. 간구하십시요.

입
들어오게된것입니다.
니다. 인류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인간을 하
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을때 사망을 가져왔습니
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
리스도를 당신의 죄 댓가를 치르기위해 이 세상
으로 보내셨습니다. 죄는 당신의 삶을 패배로
이끌고 상실하게 하고 실패하게 합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 부터 분리되게 합니다. 하나
님께서 그의 아들을 분리됨을 회복하시기위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달리시어- 매맞
으시고 못박히시고-죽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한번의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최고의 희생
재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인류의
죄댓가를 치르기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는 그
의 생명의 피를 십자 가위에서 당신의 죄댓가를
위해 흘리셨습니다. 그의 피는 거룩한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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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승리하는가? 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
시거나 무료 책자들을
원하시면 아래의 주소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사단의
손에서 당신을 돌려받기 위해
충분한 댓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보혈을 믿는것을 볼때 만족하십니다.
지금 당신은 패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당
신은 –매일 또 영원히- 승리할수가 있습니
다!.
당신을 삶에서 실패하게하는 죄에서 돌이키십
시요.
. 지
금 그리스도께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요.
당신의 생에에 그분이 들어오시기를 성경에말

그는 완벽한 하나님이셨고 완벽한사람이었습
니다. 성령의 기적을 통하여 동정녀에게서 출
생하엿습니다. 그의 피는 아담의 죄의 후손인
지상의 아버지의 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
님 아버지로부터 오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상실하
거나 낭비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승리
는
. 당신은 어떻게 매
일…영원히 승리할수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
습니다.
사탄, 마귀 (실제로 존재한는 자) 는 당신
을 하나님께로부터 훔쳐서

“패배”는 “상실 “하거나 “낭비” 한다는 의
미입니다. “패배”의 반대는 “승리”입니다. 올
림픽게임의 목표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
것은 인생의 경기: 큰 경기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