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룩한 사랑의 종 선교회    

성지 안내 
마라나타 샘과 성지에 오신 것을환영합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본부 

 

* 10 페이지에 있는 여덟개의 각각의 성지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은총에 대한 안내가 들

어있는 성지 순례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마라나타 샘 성지 방문 순례자들이 바칠 기도 

“나는 강생한, 너의 예수이다.  내 딸아, 나는 이 기도 장소에 순례하러 오는 모든 이

들이 이 기도문을 바치기를 바란다.” 

“사랑하올 천상의 어머니.  당신께서 뜻하신 바 있어, 당신이 특별히 사랑하

는 이곳으로 저를 불러 주신 것을 믿나이다.  당신의 땅으로 택하신 이곳에 제 

발을 디딜 때, 하나되신 예수 마리아 성심의 계시를 통해, 더욱 더 깊은 회심에 

이르도록 저를 부르고 계심을 깨닫게 하소서.  제가 거룩한 사랑이신 당신 성심 

안으로 들어감으로서 이 여정을 시작하도록 도와 주소서.” 

“복되신 성모님, 어머니께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제가 이 첫 걸음을 디

딜 준비가 되어있지 않거나 딛고 싶지 않은 마음이 보이면, 은총 가득한 당신의 

손을 제게 뻗쳐주소서. 제가 그 손을 잡겠나이다.” 

“당신 자녀인 제가, 의심이나 자만심으로 인해 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다만 오류만을 찾으려는 의도로 이곳에 왔다면, 사랑하올 어머니, 저의 

이 교만을 가져가 주소서.” 

“바로 이 순간 저는,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성모님의 것이 되기를 갈망하나이

다.  아멘.” 

저희의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www.holylovekorean.org 

복되신 성모님의 부르심 

“나는 모든 민족들이 이 곳에 와서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초대

한다.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모든 사람들을 감싼다. 이곳에서 일

어나는 놀라운 은총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오고 있음을 알리는 증거이자 또한 그 

결실이다. 나는 하늘이 준 이 샘으로 사람들이 줄을 이어 기도하며 오기를 갈망

한다.“ 1996.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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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 사랑은 다른 무엇 보다도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네몸같이 사랑

하라는 가장 큰 두 계명이며 복음의 실천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사랑과 거룩한 사랑의 비교 (복되신 성모님, 1997. 8. 18) 

 

자기만을 위한 사랑은 거룩한 사랑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자기의 유

익을 추구한다.”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느

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

기를 추구한다.” 

“자기의 잘못은 보지 않고 타인의 잘못

만을 본다. 자기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걷

고 있다고 여기며, 심지어는 자신을 겸

손하고 덕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스스로를 너무나도 불완전하다고 본다. 

사랑을 통해 항상 완전 해 지기를 추구한

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겸손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한다.” 

“마음속에 자기가 받은 모든 상처의 일

람표를 가지고 있다.” 

“신성한 자비를 최대한 닮으려하며, 동정

하고 용서한다.” 

“쉽게 화를 내고 자기의 권리가 침해 

될까봐 신경을 곤두세운다.” 

“참을성이 많으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

와 염려에 주목한다.”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

고 자기 의견만을 고집한다.” 

“자기의견을 제시하지만 남의 의견에 귀

를 기울이고 자기의 의견과 동등한 가치

를 부여한다.” 

“자기가 한 일에 자부심을 갖는다. 자

신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조차도 자부

심을 가질 수가 있다.”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것과 

하느님 없이는 어떤 선하고 좋은 일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은 

은총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기 자신과 세상이 전부라 여기며 더 

이상 없다고 본다. 자신의 즐거움을 오

직 이 세상 것들을 통해서만 얻는다.” 

“하느님께 더 가까이 성장하고 더 깊게 

거룩해지며 천상에 보화를 축적하는데서 

기쁨을 찾는다. 세상적인 쾌락과 영적인 

즐거움의 차이점을 안다.”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세상의 것들

을 사용한다.”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사용한다.” 

“어떤 십자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시

련을 하나의 저주로 본다. 타인의 행운

에 분개한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통해 십자가에 굴복

한다. 십자가를 타인을 회개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은총이라고 여긴다.” 

“자기 자신과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을 

위해 기도한다.” 

“기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

해서 기도한다.”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다. 시

련에 대해서 비통해 한다.” 

“하느님의 뜻을 역경 중에도 사랑 가득

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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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영예로움을 차마 말씀하지 못하시므로, 

내가 하나된 우리의 성심에 관하여 너에게 전하고자 한다. 그림으로 묘사된 하

나된 성심의 상본은 우리의 영적일치를 상징한다. 그것은 지상에서도 천상에서

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일치해 있는지를 묘사해준다. 하나되신 예수 마리아 성

심이 새 예루살렘 위에 승리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 승리는 이미 우리의 성심 

속에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 속에 와 있다. 그 승리는 거룩한 

사랑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정화되고 변화될 때 이 세상에 올 것이다. 거

룩한 사랑에 있어서, 어느 누구의 마음도 내 어머니의 마음처럼 완벽하지는 못

하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네가 완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임을 알아라. 복되

신 나의 어머니는 죄의 물듦이 전혀 없으셨다.  

“그리고 또한 너의 평화를 깨뜨리는 모든 것이 너의 거룩한 사랑을 방해한다. 

그러니 사탄이 너의 평화를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거라.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란다. 그러니 사탄이 평화를 깨지 못하게 하고, 사탄의 실체를 있는 그대

로 보아라.” 

“빗나간 영혼들을 내가 얼마나 끌어안고 싶어하는지.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말이다. 나는 언제든지 용서하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있다.”  (1996. 3. 

24.) 

“나는 내 성심을 향하여 오는 너의 순례의 길을 도우러 왔다.  그 여정은 하나된 

성심 안에서 시작하고 끝나게 된다. 네가 이미 스스로 마음이 끌려 이곳에 왔으

니 이 계시를 완전히 깨닫도록 하여라. 나의 성심으로 들어오는 첫 단계는 거룩

한 사랑이다. 또한 마지막 단계도 거룩한 사랑이다. 내 어머니의 성심이 거룩한 

사랑이다.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벽하게 너의 예

수님의 성심과 일치되었다. 그 둘은 떼어놓을 수 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내 어

머니의 성심, 즉 거룩한 사랑에 더 깊이 들어오면 올 수록, 나의 성심에로 더 깊

이 들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 네가 나를 본받도록 초대한다. 내 마음은 모든 덕의 극치이다. 네 의지를 

통해 덕에 더 깊이 정진하여라.  이렇게 함으로써 너는 하느님의 신성한 뜻에 협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 
 

밝혀진 비 들 

(예수님, 1999. 1. 3.) 

  



 

4  

력하게 된다.  하느님의 뜻은 내 성심 속에서 구체화 된다. 그것은  하나된 성심 

안에서 실현되고 참으로 깊이 숭상된다.” 

“…내 성심과 복되신 어머니의 성심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완전히 하나로 

일치 되었기에, 이는 나의 어머니가 공동 구속자라는 것을 증명한다.” 

“…얘야, 네 평판에 대한 문제는 내게 맡기거라. 내가 너에게 얘기해 주는 말들

이 선포 될 때까지는 여기에는 항상 논쟁의 여지가 있단다. 예수님께서 계속하

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된 성심’ 속에서 하나이므로 나의 어머니는  나

와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내가 인류의 죄를 다 짊어 졌을때 어머니께서도 영적

으로 고독하고 버림받는 느낌을 느끼셨다. 어머니의 감성은 나를 잃고 나와 떨

어지게 되는 것을 슬퍼하셨다. 하지만 어머니는 은총을 통해 참고 견디셨다. 그

래서 나는 하나된 성심이 고난에 빠진 너희들의 피난처 임을 선포하려고 왔다.” 

내가 너에게 청하는 모든 것에 대해 확신하는– 즉, 신뢰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

도하여라. 이것만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영원하

고 변함없는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피난처에 의탁하여라. 나는 언제나 언제 까

지나 너와 함께 한다. 이 신성한 사랑으로의 여정을 시작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그 여정의 길을 가리라. (예수님, 1999. 1. 3.)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 

 

각 심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사랑에 더 깊이 내맡기는 것이다. 



 

거룩한 사랑의 종 선교회 5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 

“ .... 근세기 모든 나의 발현의 절정” 

복되신 성모님 1997. 7. 30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의 상본은 복되신 성모님과 함께 모린 스위니 카

일자매가 1997년 5월 4일에 그린 것이다. 성모님께서는 손수 모린 자매의 손을 잡

으시고 이 형상을 그리도록 도와주셨다. 이것은 목격증인인 모린 자매에게 성모님

께서 어떤 모습으로 발현하시는지를 묘사하시고자, 그리고 온 세상에 은총의 새로

운 원천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다. 

"네 앞에 있는 상본을 널리 전파하여라. 이 상본 안에 근세기에 있는 나의 모든 발현

의 절정이 담겨져 있다. 이것이 파티마에서 언급되었던 티없는 성심의 피난처이다. 

이것은 가라반달에서 언급되었던 다가올 시대에 대한 약속이다. 나는 내 성심 위에 

있는 화관에 대해 말하겠는데 그것은 악을 쳐 이기는 하나된 성심의 승리와 교회의 

승리를 예고하는 것이다. 내 손에 그려진 십자가는 앞으로 발표될 공동 구속자에 대

한 교리를 표시한다. 인류를 이 안전한 피난처로 부르는 표시로 내 손은 성심을 향

하고 있다. 이 피난처는 거룩한 사랑이다. 너희들이 거룩한 사랑 안에 살 때 너희들

은 내 성심을 닮게 된다. (1997. 7. 30.) 

 

거룩한 사랑은 성서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  

하느님을 만유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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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성명서 

거룩한 사랑의 종 선교회 

   우리는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 안에서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서 개인적인 성화

를 추구하는 에큐메니컬 선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을 통해 완

덕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

에 관한 계시를 널리 선포함으로써 하나되신 성심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미리 알

립니다. 

 

찾아오는 순례자들에게 

 

“나는 강생한 너희의 예수다.  나의 메신저야, 밖에 꽃나무에서 꽃가루

를 모으고 있는  작은 벌이 보이느냐?  그 벌은 마치 기도의 장소에 모

여드는 많은 모든 순례자들과 같다.  그들은 이 선교회에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지식과 은총들을 모으고 있다.” 

 

“꿀을 만들기 위해 벌집으로 돌아가는 꿀벌처럼 순례자들도 그들의 생

활 속에서 메시지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간다.  그 벌

은 꽃가루를 찾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날아 갈 필요가 없다.   그 꽃나무

는 충분한 꽃을 피워 그 벌을 늘 만족시킬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순

례자들도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 발현장소에서 찾을 수가 있다.” 

 

“이곳은 은총으로 충만해 있다. 이곳의 메시지는 모든 메시지를 내포하

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바로 이 메시지이다. 이곳에

서, 또는 이곳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순례자들은 양심이 조

명되는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순례자들은 육체적인 치유를 받거나 자

신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은총을 받을 수도 있다. 

 

“이를 널리 알려라.” 

 

예수님, 200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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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현 에 관 하 여 

1985년부터, 예수님과 복되신 어머니께서 모린 스위니 카일에게 거의 매일 나타나셔서 

수행하여야 할 일련의 선교사업을 주고 계신다. 
1986 - 1990 

*신앙의 수호자이신 우리의 모후 
1990 - 1993 
자비의 사업 

(전국적인 반 낙태 묵주기도 운동) 
1993 - 현재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 마리아와 하나된 성심의 심방들 (밝혀진 비 들)의 동시공

동 계시들. 1993년 우리의 모후께서 이 선교사업이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로 

알려지도록 요구 하셨음. 

* 1987년 신앙의 수호자이신 마리아로써 에쿠아도 주교님에 의해 승인 됨. - 목격증인 

페트리샤 털봇 

목격증인: 

모린은 수줍음을 잘 타고, 소심하고 몸이 약한 가정주부이며, 할머니이다. 그녀는 

오하이주 클리브랜드에서 자랐으며 아직도 남편과 그곳에서 살고 있다. 1993년 우

리의 모후께서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를 시작하셨으며 오하이오주 로레인카운티에 

성지로 쓸 땅을 확보하도록 이 선교회에 요청하셨다. 1995년 85에이커의 땅으로 이 

일이 이뤄졌고, 이것은 현재 마라나타 샘과 성지로 알려져 있으며,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에큐메니컬 평신도 사도직인 거룩한 사랑의 종 선교회 

본부가 되었다. 

영적지도 신부님: 

오하이오주 데이톤에 계신 마리아회 소속 영성 신학 박사 프랭크 케니 신부님이 모

린의 영적 지도 신부님이시다. 이 신부님은 아메리카 카톨릭대학에서 마리아 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다. 

 
1999년 8월 목격자 모린 스위니 카일이 교황님을 알현하고 있는 즐거운 장면. 그녀의 남

편 단과 작고하신 가브리엘 가나카 대주교님과 그녀의 영적 지도 신부님인 프랭크 케니 

신부님도 동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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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함과 하나되신 성심으로 향하는 영혼의 여정 

우리 성모님께서 85 에이커의 당신 성지의 배치에 대해 설명하심 

 

우리의 성모님: “나의 자녀들아 이 장소의 배치는 영혼들이 거룩함과 하

나된 성심으로 가는 여정을 나타낸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1. 영혼은 먼저 나의 고통스럽고 티없는 성심 [눈물의 호수로 묘사됨]으

로 인도되어 오고, 이 안에서 그의 가장 흉한 결점들이 많이 정화된다. 

2. 이 곳의 천사들의 호수가 보여주듯이, 영혼은 천사들의 안내를 받으며 

여정을 계속한다. 

그는 내 성심 안으로, 그리고 내 아들의 성심인 신성한 사랑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도록 많은 은총을 받는다. 성지에 있는 마라나타 샘이 이를 상

징한다. 

3. 마지막으로, 하느님의 신성한 뜻에 순응하여 우리의 하나된 성심과 영

광스러운 승리의 들판에 도달하게 된다. 너의 모든 성공과 승리는 십자가

의 길로 둘러싸여 있음을 깨달아라. 

4. 그러기에 이 장소의 뒤쪽에 십자가의 길이 있는 것이다. 1999. 12. 12. 

 

 

예수님: “이 선교사업은 막 대지를 뚫고 나와 잎이 열리는 작은 꽃과 같다. 이 

작은 꽃은 나의 어머니의 망토 자락 아래에서 보호받고 있다. 이제 곧 이것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남은 신자들을 둘러싸는 꽃 울타리가 될 것이다.” 

 

“혹은 이것은 거꾸로 선 무지개와도 같은 – 행복에 대한,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은총을 받아 담는 준비된 그릇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 200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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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 방문 시간은 아침 8시부터 해지기 한시간 전까지 입니다. 선교회 본부는 저녁 
묵주기도회가 없는 한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개 됩니다. 이 시간을 준수하
시기 바랍니다. 순례하는 마음으로 성지 곳곳을 걸어다니십시오. 지체장애로 인해 
또는 날씨가 나빠서 운전을 하실 경우, 최고 속도는 시속 10마일입니다. 자세한 내
용은 11쪽부터 14쪽에 설명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샘과 성지의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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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나타 샘과 성지 

1. 통고의 어머니 성지와 눈물의 호수 

우리의 모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곳은 눈물의 호수라고 알려질 것이며, 많은 약

속들이 여기에서 결실을 맺을 것이다. 나의 은총이 분명하게 보여질 것이다. 너희들은 내 

계획의 전체와 그 완전성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그중 많은 부분이 하늘이 이 곳을 위해 

선택한  이소박하고 작은 성지 (통고의 우리 성모님 성지)에 달려 있다.”  (1997. 8. 7.) 

통고의 어머니로써 오시는 우리의 성모님: “나는 너희들이 내 승리는 사랑과 슬픔의 승

리라는 것을 이해 해 주기 바란다. 길잃은 많은 영혼들을 위해 흘리는 내 눈물을 통해 나

의 승리는 올 것이다. 오늘날 하늘이 내 통고를 공경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것

이다. 그러므로 특별하고 비범한 은총들이 주어지는 것이다. 천상의 모후 통고 성지는 내

가 각별하게 아끼는 은총의 성지가 될 것이다. 

눈물의 호수에 고인 물은 실제로 내 눈물이며, 이 물은 방황하는 아이들 때문에 고통받는  

어머니들에게 특별한 위로를 가져다 줄 것이다. 오늘날에는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

고 회심한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  나는 어머니들 마음의 고통을 이해 하므로 이 은

총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요청했다.”  (1997. 9. 8.) 

“나의 시중을 드는 많은 천사들이 이 눈물의 호수에 항상 있단다. 내가 원하는 대로 천사

들은 하늘에 탄원서를 가져간다. 너희들은 거기에서 많은 환시를 볼 것이다. 마라나타 샘

과 눈물의 호수와 십자가의 길에 항상 내 사랑이 있고 내가 현존하고 있다. 실로 나는 이 

선택된 장소 어느 곳에나 현존하고 있다. 나는 너희와 함께,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나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나의 성지와 온 세상에서 많은 눈물을 흘린다. 너는 

그들 가운데 속하지말아라.” (1997. 9. 10.) 

복되신 어머니께서 통고의 어머니로 여기 계십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오늘밤  전례에 없던 방법으로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 성심은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내 

위로와 은총은  눈물의 호수에 항상 있고, 이것이 세상 모든 마음들이 평화와 화해를 얻

을 수 있는 길임을 널리 알려라. 일찌기 이런 은총이 주어진 적이 없었다.”  (1997. 9. 15. 

통고의 모후 축일)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도 말며,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찾으려 하지 마라. 나는 

오늘 너희에게 완전한 진리를 보여주러 왔다. 내 눈물의 호수에서 나는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의 괴로움을 경감시켜 주고 흔들리는 마음을 고정시키고 학대받는 이들을 위로 해 

주겠다. 이제 너희가 이보다 더 무엇을 필요로 하고 바라겠느냐? 너희들을 축복한다.” 

(1997. 9. 16.) 

“누구든지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은총들이 주어진다. 사람들에게 눈물의 호수와 

마라나타 샘에 가까이 올때 그들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함을 예수님께 용서해 주시도록 

청하라고 일러라.” (1997. 11. 12.) 

“내 딸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제 밤 눈물의 호수에 남겨 놓은 특별한 징표를 보러 

올 것이므로 내 선교 사업의 방향에 변화가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곳에 있는 나의 석고상에서 살아 있고 생생한 피부 색깔을 띈 내 얼굴을 보게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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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사진에도 찍힐것이다. 나의자녀들이 그 석고상을 가까이 와서 보게 되면, 보

통 석고상과 같아지고, 먼 곳에서 보아야 내 피부 색깔을 보게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들은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오게 될 것이다. (1999. 12. 12.) 

2. 사제관 건물과 정자  

우리의 성모님: "내 딸아, 나는 내 아들의 허락으로 여기 (정자 위)에 발현하고 있다. 나

는 사람들이 매일 저녁 6시부터 내 티없는 성심 축일 다음날인 일요일까지 여기 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여기(정자 위*)에서의 마지막 발현은 내 티없는 성심 축일인 6월 19일 저

녁 6시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 후에도 사람들은 계속 나를 사진으로 찍을 수 있을 것

이다."  

"전쟁은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성모님께서 자정에 이 장소에서 발현하신다고 이미 약속하신 날짜에는 계속 발현하실 것입니다. 

(2004. 5. 30. 정자 위에서) 

"내 사랑하는 작은 자녀들아, 이 정자 위에 내가 오는 것을 늘 기억하여라. 이 정자가 하

늘과 땅을 잇는 거룩한 사랑의 다리를 상징한다는 것을,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도와 이 

다리를 건설해야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 바란다.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 은총으

로 가득 이 찬 장소에서 너희들을 늘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다. 나의 성심은 늘 너희와 함

께 있으니, 내 티없는 성심을 너희들의 성지로 만들어라."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삶을 축복한다."  

(2004. 6. 19. 정자에서 오후 6시) 

3. 거룩한 천사들의 호수   

우리의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각 무리에서 한 명씩 정하

셔서 호수 주위에 지금까지 머물러 있게 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확인시키러 왔다. 많은  

은총이 주어질 것이다. 신앙이 보호될 것이며, 사탄의 올가미가 영혼들에게 들킬 것이다. 

나는 이 계획을  각별히 좋아하며 만족해한다. 나 스스로 이 호수 위에 군림하며, 많은 은

총들이 내려지게 할 것이다.” (1999. 5. 4.) 

4. 거룩한 천사들의 경당  

이 경당 안에서 많은 순례자들이 남긴 마음을 감화시키는 체험담들을 발견 하게 될 것이

다. 우리의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장소에 주어진 천사들에 관한 일들을 분명히 

설명하겠다. 이 성지에 오는 각 사람은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에 깊이 들어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천사 한 명을 받게 된다. 거룩한 사랑을 통해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는 영혼은 

이미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되며, 신성한 사랑과 일치되어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거룩

한 사랑의 천사는 영혼을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한다고도 말 할 수 있다.” 

“두 번째 천사는 남아 있는 신자들 중 일부가 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남아있는 신자의 

일부분이 될 사람들이 지금 당장 그것을 깨달을 필요는 없으며, 그들이 나머지 신자들의 

천사를 갖게 되는 것을 알게 될 필요도 없다. 그들은 현재의 순간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된다.” 

“사람들은 그들의 천사의 이름에 연연할 필요도 없다. 그들이 어떤 이름이든지 선택하여 

부르면 천사가 응답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한 때가 오면 천사들에게 간청해야 한다는 것

을 배워야 한다.” (1998.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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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카엘 대천사의 성지  

미카엘 대천사: "내가 이 장소에 발현하여 반항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잠시 멈추어 기도

하는 시간을 만들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방종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평화를 얻

을  것이다. 이 장소에서 가장 귀한 장소인 내 발치에 갖다놓는 청원문들을 통하여 가장 

다루기 힘든 영혼들이 예수성심께로 돌아가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제들이 참된 전통적인 신앙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나면, 누군가가 나와서 이곳을 온전히 기도로 헌신하는 곳으로 

만들 것이다.”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한 너의 헌신을 보시고 하느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2003. 9. 1.) 

6. 마라나타 샘  

우리의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너희들에게 마라나타의 물이 이 대륙에서

는 루드르의 물과 같다는 것을 기쁘게 알린다. 그 물은 몸과 마음에 대한 치유의 은총에 

있어서 견줄만 하다. 베타니아의 폭포와 아주 비슷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믿음과 희망

을 가지고 널리 전파하여라.” (1995. 5. 31.)  

우리의 성모님: “이 샘에서 흘러나오는 은총은 많은 잘못을 덮어주고 어디에 가져가도 

평화를 가져온다. 아무 것도 내 성심의 은총을 이길 수 없다.” (1993. 10. 4.) 

우리의 모후: “내 샘에서 흘러나오는 풍부한 은총은 진실들을 밝혀내고, 치유와 평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어떤 은총도 사람들이 회심하는 수 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다.”(1994. 

5. 2.) 

우리의 모후: “마라나타 샘으로 오라는 나의 부름에 너희들이 응할 때 너희들은 또한 십

자가의 발 아래로 오는 것이다. 마라나타에서는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은총이 기꺼

이 베풀어져, 영혼들이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신성한 뜻 그리고 십자

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마라나타 샘에서 함께 오게 되며, 

스스로 감화를 받고자 하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은총이 되어 쏟아진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 시작하여라.”(1994. 5. 9.) 

예수님: “지상에서는 선과 악이 대항하는 전쟁중이다. 그 전쟁은 마음 안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 마라나타에서 나의 어머니의 은총을 통해 너희 마음속에 감추어진 것

들을 들춰내고 잠자는 양심을 일깨울 것이다. 나는 나의 자비가 알려지도록 하겠다. 나는 

나의 재림을 위해 영혼들을 준비시키고 있다. 알렐루야” (1994. 5. 11.) 

우리의 모후: “나는 나의 주 하느님이신 예수를 찬양하며 온다. 내 천사야 나는 모든 사

람과 모든 민족들을 이 기도의 장소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네게 상기 시키러 왔다. 나는 

내 자녀들을 그저 어떤 농장이나 개조된 콩밭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특별히 선

호하는 장소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 은총의 손길에 의해, 내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 

위에 내 은총이 내려 올 것이다.” 

“ 내 아들이 다시 오시기 전 각자의 영혼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 상태를 알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깨달음의 시간을 초조히 기다린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아 너희들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내 은총의 장소로 오너라. 이 땅에 발을 디뎌라. 내 샘

물을 맛보아라. 네 양심이 네 앞에 드러나 놓여질 것이다. 거룩한 사랑으로의 여정을 방

해하는 모든 것들이 네게 보여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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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일찌기 없었던 것으로, 이 장소에서 그렇게도 힘있고 강력

하게 주어지는 은총이다. 너희들은 이러한 은총을 찾아 돌아 다닐 터이나 지금 바로 여기

에 있다. 나는 고해자들이 이곳에 와서 그 영혼을 은총지위에 다시 복귀 시키기 원한다. 

지구는 참으로 정의의 손앞에 불확실한 상태임을 알게 되리라.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우

리 앞에 놓인 것들을 좀 바꿔 놓을 수 있다. 나의 천사야, 마치 네 기도가 어떤 재앙들을 

경감시킨 것처럼 말이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으며, 너희들을 축복하고 있다.” (1998. 

7. 10.) 

7. 하나된 성심 성지 

우리의 모후: “ 이 성지에 내 은총이 충만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사람들이 많다. 내 티

없는 성심의 은총이 거기에 머무르러 왔기 때문이다.  나는 내 자녀들이 하나된 성심의 

들판이 내 은총의 장소이며 순례의 종착지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내 거룩

한 사랑의 축복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 할 것이다.” (1996. 2. 14.) 

복되신 어머니께서 여기 계십니다. 그분의 얼굴은 오늘 완성된 하나된 성심 성지에 있는 

새 석고상의 얼굴과 같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성지를 보호하고 개발해 주어 고맙다. 많은 이들이 이 곳에 올 것이고, 삶과 마음의 변

화를 맛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노력을 천국에서 알고 계신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 

성지를 개발하는데 너희들을 도와 준 사람들은 내 옷자락 안에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큰 시련에서든, 사소한 도움이 필요할 때든 그들을 도와주겠다.” (1998. 12. 2.) 

8. 성 요셉 호수 

우리의 성모님: “성 요셉은 남편들의 모범이시다. 그분은 조용히 이끌고 보호하고 인도

하셨다. 그분은 공동체로 부터 많은 존경을  받으셨다.” (2000. 6. 4.) 

9. 성 비오 신부님,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주보성인 

성 비오: “우리의 성모님께서 너희들에게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라고 요구하러 오

신다고만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분은 너희들에게 숙제와 같은 무엇인가 할 것들

을 주시기 원하신다. 그분은 하늘과 땅이 다시 결합하기 위해  너희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 (1996. 10. 22.) 

 성 비오: “ 너희들의 사명은 거룩한 사랑을 통해 우리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세상을 준

비시키는 것이다. 믿는 자 또는 믿지 않는 자의 반대를 두려워 하지 않아야만 이 일을 해 

낼 수 있다. 그저 메시지들을 밖으로 전하여라. 어떤 사람들은 그냥 듣고 나서 제 갈길을 

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뉘우침의 씨를 그들 안에 심게 될 것이며 그들이 자신들의 영

혼의 상태를 보게 될때 그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1996. 11. 30.)  

비오 성인께서는 이 성지에서 기도로 간청하는 사람들에게 사제로서의 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

습니다. 

10. 십자가의 길 

우리의 성모님: “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위로와 치유를 받게 될 것이다. 14

처 주변에는 많은 평화가 있다. 거기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는 사람들과 나는 동행하

겠다.” (1997.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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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교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 

(2000. 2. 17.) 

 

 “나는 너희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나는 강생한 너희의 예수다. 

너희의 구원이 거룩한 사랑에 달려있는 것처럼 너희의 성화의 완성은 거룩한 사

랑에 네 자신을 내맡기는데 달렸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도록 도우러 왔다. 너

희가 사랑속에서 더욱 완벽 해 질수록 나의 아버지의 신성한 뜻에 더 가까이 결

합되는 것이다. 진실로 네게 말하건대,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은 거룩한 사

랑속에서 완전해 지는 것이다. 나는 모든 마음이 거룩한 사랑의 감실이 되기를 

갈망한다.” 

 “내가 수난과 죽음을 겪을 때, 선교 사업이 형성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은 

커다란 위로였다. 이 선교 사업이 이 세상의 사탄의 왕국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시련을 당하고 시험에 들기도 했다. 나의 손길이 함께 하므로 

이 선교사업은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너희가 지금도 반대를 당하고 있지

만 그것이 전과는 달리 그다지 위협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이러

한 메시지들의 은총을 보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메시지 안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아무도 거룩한 사랑을 통하지 않

고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

떻게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나와 함께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한 선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왔다. 나의 어머

니를 통해 네 구원에 거룩한 사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너희들에게 주는 

내 말을 통해 너의 거룩함이 거룩한 사랑 즉 하느님의 사랑의 완벽한 성취임을 

깨닫도록 돕고자 한다.” 

 “나는 그 모든 영혼들이 신성한 사랑의 심방들을 통과해서 내 성심을 

닮을수 있게 되기를 간청한다. 그들을 위해 고난을 받고 죽어 묻힌 내 신성한 성

심의 깊은 성소를 영혼들이 이해 해 주기를 내가 얼마나 갈망하는지. 나의 자매

야, 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이 메시지를 보급하기 바란다. 이 메시지

를 듣는 각 사람은 나에겐 제자이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교사가 되어

야 한다.” 

 “나는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문들을 열고 있다. 언어가 다른 수 많은 사

람들이 내가 너를 통해 드러낸 진리들을 말하게 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널리 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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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없으신 성모 성심의 기도 센터 

 

 

주보 성인들 

 

성녀 데레사, 성 비오 신부님 그리고 성 미카엘이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의 주보 

성인들 입니다. 

성 비오상은 하나된 성심의 들판에 있는 14처 입구에 있고, 성녀 데레사 상은 

기도 센터에 있으며, 성 미카엘 상은 성지 입구에 있습니다. 

성 요안 비안네는 사제들의 주보성인 입니다. 

기도 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7페이지 부터 21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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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없으신 성심 기도센터 

1. 아기 예수와 함께 있는 성 요셉 

마리아의 두번째 통고 : 이집트로 피난가심. “나는 요셉 성인과 내가 아기 예수님의 

안전을 위해 마음속에 가진 근심에 대해 묵상하도록 너희에게 부탁하며 구원으로부

터 멀리 달아나는 사람들로 인한 나의 근심을 묵상하도록 너희들을 부른다.” (1997. 

9. 5.) 

2.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의 상본에 대한 약속들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의 상본은 복되신 성모님과 함께 모린 스위니 카일 자

매가 1997년 5월 4일에 그린 것이다. 성모님께서는 손수 모린 자매의 손을 잡으시고 이 

형상을 그리도록 도와주셨다. 이것은 목격증인인 모린 자매에게 성모님께서 어떤 모습으

로 발현하시는지를 묘사하시고자, 그리고 온 세상에 은총의 새로운 원천을 주시고자 하

신 것이다.) 

우리의 성모님 : “네 앞에 있는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의 상본을 널리 보

급시켜라. 이 상본 안에 이 시대에 나의 모든 발현의 절정이 있다. 그것은 파티마에서 

언급되었던 티 없는 성심의 피난처이다. 그것은 가라반달에서 언급되었던 닥쳐올 시

대에 대한 약속이다. 내 성심위에 있는 화관에 대해 설명하겠다. 그것은 악을 쳐 이기

는 하나된 성심의 승리와 교회의 악에 대한 승리를 예고하는 것이다. 내 손의 십자가

는 앞으로 올 교리인 공동 구속자에 대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나는 인류를 이 안전한 

피난처로 부르며, 내 성심을 가리키고 있다. 이 피난처는 거룩한 사랑이다. 너희들이 

이 거룩한 사랑 안에 살면 내 마음을 닮아가게 된다.” (1997. 7. 30.) 

우리의 성모님 :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상본을 통해 많은 각별한 은총들이 너희들

에게 내려지는 것을 제발 알고 깨닫기를 바란다.” 

우리의 성모님 : “…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가까이에 있는 이러한 재난들에 대해 

아무 걱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1998. 4. 9.) 

우리의 성모님 : “이것이 악에 대항하고 세상에서 일어날 많은 것들에 대항하는 너

의 요새이다.” (1998. 4. 11.) 

우리의 성모님 : “… 그것은 악에 대항하는 요새이며 모든 마음과 가정을 지켜줄 것

이다. 그 상본 자체는 종이 위에 그려진 선들일 뿐이지만 하느님께서는 은총을 통해 

그것을 이 시대의 보호, 즉 요새로 간주하신다. 하느님께서는 마치 그분이 이곳에 

있는 물로써 하시듯이 은총의 기적을 베풀기 위해 자연을 이용하신다.” (1998. 4. 

28.) 

우리의 성모님 : “…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너희들의 구원이요, 방패임을 알아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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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믿어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확실한 피난처를 상기 시켜주는 내 성심의 상본에 의

존하여라.” (1998. 5. 7.) 

3. 축복의 지점 

[복되신 성모님께서 1990년대 초 오하이오의 세븐힐스에서 모린이 기도 모임을 할 

때 나타나셨다. 그 기도모임을 할때 우리의 성모님께서는 그 방의 특정한 한 곳위에 

떠 계셨다. 모린이 어디에 앉든지 복되신 성모님께서는 같은 위치에 나타나셨다. 마

침내는 우리의 성모님께서 나타나셨던 카펫부위가 장미향기를 발산하기 시작했다. 

복되신 성모님께서 영원을 상징하는 원으로 카펫을 표시하고, 묵주나 다른 성물들

을 특별한 강복을 위해 놓아두라고 권고하셨다. 이 선교회가 세븐힐스에서 본의 아

니게 나오게 되어 드디어 85 에이커의 새 땅으로 이사하게 되었을 때 복되신 성모님

께서는 선교회에게 “하늘과 땅이 만난 지점”인 카펫부분을 잘라내어 이 특별한 은

총의 장소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강복이 계속될 수 있게 하셨다.] 

“축복의 지점”에 관한 우리 모후의 메시지 

“내가 이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총은 하느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대로 그들

의 필요에 특별한 것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아무도 은총에 의해 감동되

지 않은 채로 떠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내가 나타났었다는 표시로 

이것(카펫)을 남겨 놓는다. 묵주나 다른 물건들을 그것에 갖다 대어라. 거기에 침구

하고 공경하여라. 이곳이 하늘과 땅이 만난 곳이다.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많

고 많은 은총들을 약속한다.”  (1992. 3. 22.) 

“각자는 각자의 요구에 맞는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주어야 할지 가장 잘 알고 계신다. 그것은 장미의 항기가 아니라, 다른 은총일 수도 

있다.”(1992. 3. 23.) 

“나는 이곳에 오도록 부름에 응답한 모든 사람들을 환영한다. 나는 내 아들의 성심

에 바칠 청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나의 작은 자녀들아, 도움이 필요할 때

마다 아이가 어머니에게 하는 것처럼 사랑의 신뢰로 나에게로 오너라.” (1992. 7. 

30.) 

예수님: “나의 어머니의 축복의 지점에서 주어진 은총들은 허물들이 표면에 드러나게 

하여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서는 자신의 허물들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 (1992. 8. 

1.) 

“내 딸아, 이것은 은총의 원천이며 나의 티 없는 성심에로의 특별한 관문임을 알아라. 

여기에다 놓는 어떤 물건이라도 약한 마음을 치료하고 마음들을 위로하고 변화시키고 

어두움을 이기는 힘을 주는 특별한 은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부디 깨달아라. 주저하

지 말고 믿음을 갖고 오너라.” (1992. 8. 5.) 

“나의 자녀들이 나의 축복의 지점에 오는 것을 격려하여라. 여기에서 내 성심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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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게 열게되기 때문이다.” (1993. 3. 8.) 

순례자들에게 주는 권고: 1) 우리 성모님의 축복의 지점을 공경하도록 함. 2) 물건

들을 그곳에 가져다 대게 함. 3) 가져온 청원문들을 작은 방에 있는 우리의 모후 석

고상 발아래 있는 바구니에 넣기 전에 축복의 지점에 먼저 갖다 대도록 함. 

“나의 현존이 계속해서 항상 마라나타샘과 축복의 지점에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라. 

왜냐하면 이곳에서 많은 은총을 주려하기 때문이다.” (1994. 5. 23.) 

“내가 여기 가져오는 모든 것, 즉 이곳에서의 나의 발현,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 축

복의 지점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총과 물의 원천들은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이다. 두려움이 내 은총과 맞서므로, 의심 많은 두려움은 반대자들로 부터 온다

는 것을 알아채야 한다.”(1997. 12. 12.) 

4. 예수성심 

이 석고상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사람들이 보아왔다. 

예수님: “내 아이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왜 우는지 아느냐? 얼마나 여러 번 내가 

내 어머니를 이 곳에 보냈었느냐? 나는 이곳에 오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믿으려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운다. 그러나 이보다 내 어머니의 방

문을 모독하는 사람들 때문에 느끼는 고통이 더 크다. 복음과 공감하는 그렇게 맑고 

투명한 메시지가 어떻게 논쟁의 대상이 되느냐? 그렇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내

가 승리하는 날까지 나의 불타는 사랑으로 나는 눈물을 흘릴 것이다. 

5.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예수님: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사랑으로 죽었다. 성스러운 자비와 성스러운 사랑

은 하나이다.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연민도 하나이다. 네 자신에 대해서 죽거라. 그리

고 하나된 성심을 위해서 살아라.” (1996. 3. 31.) 

6. 은총의 우리 모후 

어떤 사진들에는 이 하얀 석고상이, 석고상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색과 얼굴색을 가

진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성모님: “이 선교 센터에서는 여기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표시로 한쪽 구

석의 작은방에서 내가 한 발짝 나오겠다. 이 것 역시 사진으로 찍혀 질 것이다.” 

(1997. 11. 12.) 

7. 성녀 소화 데레사,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주보성녀 

우리의 성모님: “이 두사람(성녀 소화 데레사와 성 비오신부님)은 사랑의- 즉, 거룩

한 사랑의- 희생 제물 이었다. 두 사람 다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천국과 세상을 걸치

는 다리가 되기 위하여 위대한 삶을 살았다.” (1997.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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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성모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단순하게 보일 것이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라. (지금 우리의 모후께서는 리지외의 데레사 성

녀와 함께 계신다.)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성소와 지위는 마치 이 겸손한 수녀가 분

명히 말했듯이 거룩한 사랑에 귀속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현 순간의 중요

성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네 구원이 사실상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메시지대로 살면 항상 성심의 피난처 안에 있게 된다.” (1997. 10. 1.) 

8. 성 요안 비안네, 치유의 석학. 본당사제들의 주보 

성 요안 비안네 : “성부께 대한 믿음, 성체의 현존에 대한 믿음, 우리 모후와 묵주기

도에 대한 공경 이 세 가지가 좋은 사제가 가져야 할 중요한 점들이다. 여기에 대해

서는 따지거나 타협할 여지가 없다. 이것들은 교회의 가르침이다. 아무도 반쪽 카톨

릭 신자가 될 수 없다. 믿든지 아니면 안 믿는 것이다. 사제의 직분은 신자들에게 성

사들을 집전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이것을 막아서는 안된다.” (1997. 6. 7.) 

“나는 너희들에게 완벽한 추기경, 대주교, 주교에 대한 설명을 하러 왔다. 그런 사람

들은 현 교황에 대해 완전히 충성을 해야 한다. 그는 이단을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맞서 대항한다. 그는 정치적인 어떤 연결도 없고, 교회 안의 직급이나 세상적인 인

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는 교회의 전통과 진의를 옹호하는 목자이다. 내 말을 듣

고 있는 사람들이 선을 알아보고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왔

다.” (1997. 6. 8.) 

“사제들은 그들의 임무, 즉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들의 구원이

란 임무를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세속적인 활동이나 근대 심리학 또는 이

와 비슷한 것들이 그들의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죄와 구원, 천국과 지옥에 대

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충분치 않다.” (1998. 8. 4.) 

9. 유품 – 복되신 어머니의 머리카락 한 가닥 

우리의 성모님 : “내 딸들아, 이 성지에서 이미 주어진 은총이 내 어떤 위대한 성지

에서 주어진것 보다 더 크다. 이곳을 찾아 온 순례객들의 신앙심을 통해서 많은 은

총이 오고 있다. 하느님께서는 초자연적 은총을 주시기 위해 자연을 사용하도록 택

하신다. 메시지 자체가 그러하다. 물의 원천, 내 머리카락 한 가닥, 이러한 것들과 

사진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형상까지도 남아있는 믿는이들의 믿음을 강하게 한다. 

나는 약한 마음을 북돋우고 값진 자기 깨달음을 주고 세계에 은총을 주러 온다. 이

것을 널리 전파하여라.” (1998. 5. 28.) 

우리의 성모님은 푸르고 분홍빛 나는 옷을 입고 오십니다. 성모님께서 말씀 하십니

다. “내 딸아 너는 용기를 가지고 내가 네게 말하라고 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세상은 천국과 지옥사이의 깊은 심연 위에 걸쳐있는 아주 약한 줄에 매달려 있다. 

이것이 바로, 내 딸아, 내 머리카락 한 가닥을 주어 공경하도록 하는 이유이다. 그렇

게 하여 세계가 연약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많은 사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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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와 희생만이 연약한 가닥을 유지시킬 수 있다. 오 내 딸아, 세계가 처해있는 곤

경때문에 내가 운단다. 내가 얼마나 우는지. 그리고 나의 아들, 그를 나는 더이상 위

로할 수 없다. 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 사실들을 널리 알려라.”(1998. 6. 4.) 

예수님 : “오늘 밤 모이게 될 내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 가운데를 걸어가리라고 말하

여라. 나는 그들을 치유할 것이다. 그들이 내 어머니의 성스러운 유물인 머리카락을 

만질 때 말로 다 못한 은총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1998. 3. 6.) 

10. 과달루페의 우리 성모님의 선교상 

우리의 모후께서는 과달루페의 우리의 성모님으로써 오신다. “나는 한 나라나 지구

의 반쪽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이러한 이름으로 온다. 

나는 자비와 사랑의 어머니이다. 나는 너희들의 어머니이다. 나는 나의 자녀들을 혼

돈의 사막에서 꺼내어 진리의 팔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왔다. … 나는 너희들이 이 

시대를 명백히 이해하도록 초대한다. 왕께서 그분의 왕국을 검열하러 다시 오실 때

에는 불꽃의 칼을 휘두르며 오실 것이다. 그 분의 보상은 그분의 끝없는 자비를 세

세대대 추구해온 정의로운 사람들이다. 모든 민족의 문명은 태아들에게 달려있다. 

태아들이 심판하고 단죄하리라. 나는 너희들을 죄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의 빛으로 

부르고 있다. 네가 사랑을 하면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내 딸아, 나는 과달루페의 성

모로 네게 계속해서 와서 인류가 하느님과의 화해를 추구하도록 하겠다. 이 시대에

는 너희들을 하느님께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는 믿음, 기도, 거룩함, 생활자체 이 모

든 것이 세상에서 적대시되고 핍박받고 있다. 오늘날 악들은 어느 때보다 통탄스럽

고 하느님께 더 공격적인데, 그 이유는 무지한 이교도가 아닌 내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는 사람 또는 전에 사랑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 죄

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모님 볼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1997. 12. 

12.) 

 

거룩한 사랑의 종 선교 재속회 

하나되신 성심회 

은총으로 가득찬 재속회나 성심회에 가입하는 정보는 승리의 성심 기

도책 145장에 있고, 이 책은 하나되신 성물 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습

니다. (전화번호 1-440-327-4532) 

 

거룩한 사랑의 종 선교회에 문의하시면 기쁘게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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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과 마리아께서 주시는 축복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특은들 

이 선교회는 여러분과 나누어 가질 훌륭한 선물이 있으며, 여러분들이 이것을 

세상에 널리 전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 축복 중 어느 하나라

도 주어지면 각 축복은 모든 축복의 은혜를 다 받는다고 최근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되신 성심의 축복 

 거룩한 사랑의 축복 

 신성한 사랑의 축복 

 복되신 어머니의 특별한 축복 

추가로 이 축복들과 은총들은 옮겨 전해질 수 있는데 마음속에 침묵으로 기억하

거나 소리 내어 기억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이 은총이 

관대하게 당신이 매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에게 전해졌을 때 세상에 나타날 

영향을 생각해 봅시다! 

혼합된 은총들이 여기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한 축복을 주거나 받아

도 모든 축복의 은총을 주거나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

된 성심의 축복을 받으소서” 라고 말로 하거나 쓰거나 또는 이메일을 함으로써 

은총을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소리내어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마음 속으로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들에게 전해 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친구나 친척들에게

도 전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상처를 준 사람들이나 받은 사람들 한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창조력을 발휘하십시오. 그것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장

점은 그것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되신 성심의 축복 

예수님 : “나는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을 오래 전부터 너희와 같이 나누기

를 원했다. 언제나 나는 하나된 성심의 축복을 주기를 원했지만 오늘날을 위해

서, 그리고 여기 이 선교사업에서 시작하려고 보류해 왔다. 나는 묵주기도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후하게 주겠노라. 

1. 이 축복은 멀리 떠나 있는 마음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내게 더 가까이 오도록 

하겠다. 

2. 이 축복은 영적으로 그리고 자주 육체적으로 강하게 해 줄 것이다. 나는 자주 

내 어머니와 함께 오게 될것이다. 

3. 이 하나된 성심의 축복은 인류로 하여금 내 재림을 준비하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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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축복은 영적 또는 육체적인 치유의 특별한 은총을 가지고 있다. 이 축복은 

내 어머니와 영적으로 일치한 나로부터 직접 오는 것이다. 

5. 이 축복은 사탄에게는 방해물이 되며, 세상과 사람들 마음 속에 있는 악을 드

러나게 할 것이다. 이 축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된 우리의 성심에 대한 신

심과 헌신적 사랑이 증가할 것이다.” 

“나는 이러한 것들을 비 로 하지 않고 알려지도록 말하고 있다. 어떤 은총이든 

그것은 사람과 하느님 사이의 협력이다.” (예수님, 1996. 3.) 

 

거룩한 사람의 축복 

거룩한 사랑의 축복은 만유위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의 덕 안에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다. 

 

신성한 사랑의 축복 

예수님 앞에는 핏방울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것은 마

치 태아들의 묵주에 있는 십자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

은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상징한다.” (예수님, 1999. 6. 19.) 

나는 신성한 사랑에 대해 너에게 설명해 주려고 왔다. 그것은 역경 속에서의 힘

이고 시련 속의 인내다. 그것은 이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통해 너희들을 부르고 

있는 그 덕 안에서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내맡기기만 하면 그 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예수님, 1999. 6. 21.) 

“내 신성한 사랑의 축복은 거룩함에 대한 열의의 은총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너

에게 알린다.”(예수님, 1999. 8. 14.) 

 

복되신 성모님의 특별한 축복 

우리의 성모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은총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적합하다고 생

각하시는 특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축복들 중 하나만 받아도 위의 모든 은총들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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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되신 성심의 스카풀라 

(예수님, 1995. 10. 2.) 

예수님의 첫 번째 약속 

 스카풀라는 그것을 착용한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악에 대한 방벽이며, 갈등과 

혼돈을 일소한다. 

예수님의 두 번째 약속 

 스카풀라는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품 안으로 영혼을 인도한다. 

예수님의 세 번째 약속 

 스카풀라는 그것을 걸치고 있는 이의 밝혀지지 않은 과오들에 대해 알려줌으로

써 죄의 자각, 즉 회심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이리하여 영혼은 더 깊이 거룩함으로 인

도될 것이다. 

예수님의 네 번째 약속 

 스카풀라는 성체 안에 있는 내 현존에 더 깊은 신심을 가지게 할 것이다. [예수

님이 멈추시어 잠시 미소를 지으셨다.] 

예수님의 다섯 번째 약속 

 믿음을 가지고 스카풀라를 착용하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품에 안

길 것이며, 준비없는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 형제 자매들아, 하나된 성심의 스카풀라를 항상 걸쳐라.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에게 너희들이 내 어머니와 나에게 속해 있다고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그것은 너희들이 이미 우리의 승리와 승전의 일부라는 표시이기 때문이

다.” (1999. 7. 25.)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 상본에 대한 약속 

우리의 성모님: “… 이 상본은 악에 대항하는 요새이며 모든 마음과 가정을 지켜준다. 그 

형상 자체는 종이 위에 그려진 선들일 뿐이지만, 하느님께서는 은총을 통해 그것을 이 시

대의 보호, 즉 요새로 간주하신다. 하느님께서는 은총의 기적들을 주시기 위해 자연을 이

용하신다. 바로 오하이오주 로레인 지방에 있는 마라나타 샘 성지에 있는 물로 그렇게 하

시듯이.” (1998. 4. 28)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 마리아께 드리는 집 봉헌 기도    

마리아, 나의 어머니, 나의 요새.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시여, 이 집을 거룩한 사

랑으로 성화시켜 주소서.  이 집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거룩함을 향해 

열어 주시어, 거룩한 사랑의 길을 따라 인도하소서.  이 집 건물 안에 스며들어 

있을지 모르는 악의 힘, 유혹하는 나쁜 습관, 그리고 자유의지로 선택한 집착 들

의 모든 악위에 승리하시어, 이 집을 거룩한 사랑의 안식처로 만드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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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영혼들 삶의 일부로 만들기를 바란다. 나는 그들이 하나된 예

수 마리아 성심을 생각하며, 공동 구속자이신 내 어머니의 역할을 이해하며, 나의 

수난을 묵상하기바란다.” (예수님, 1996. 3. 31) 

제1처. 예수님께서 사형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여 찬송하나이다. 

† “하느님의 사랑과 거룩한 사랑이 어떻게 두 분의 뜻을 영원하신 아버지의 뜻과 

하나되게 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라. 너희의 시련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처럼 하

느님의 뜻에 따르는 것을 본받도록 하여라.” 

◎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가: 십자가 밑에 서 계시는 성모님  

모두 노래함: 

1. 십자가 밑 바로 그 자리에, 

슬픔에 잠긴 어머님이 울고 서 계시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곁에서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여 찬송하나이다. 

“거룩한 성심의 신성한 자비와 내 어머니의 거룩한 연민의 정에 의해 나는 용감

하게 십자가를 받아 안을 수 있었다.” 

◎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모두 노래함: 

2. 가슴깊이 예수님의 고통 함께 나누며, 

모든 쓰라림을 견디신 성모님, 

그 성심은 마침내 칼에 찔리셨네! 

제3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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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여 찬송하나이다. 

“너희가 잘못 넘어져 죄에 빠질 때면, 내 어머니는 거룩한 연민의 정으로 너희를 

당신 옷자락으로 감싸시고 나의 신성한 자비로 인도해 주시어  너희를 다시 일으

켜 세워주신다.” 

◎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모두 노래함: 

3. 오,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비탄에 잠기시었나,  

독생자 아드님의  

지극히 복되신 어머님이시여.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여 찬송하나이다. 

“어머니와 나의 눈이 서로 마주쳤을 때,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이 하나가 되었다. 

어머님의 기도가 나로 하여금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셨다.  얼마나 자주 사람들

이 너희 기도를 필요로 하는가! 사람들을 예수와 마리아의 성심과 하나되게 하여

라.” 

◎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모두 노래함: 

4. 위에서 끊임없는 고통중에 매달려 계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 고통을 바라보고 계시는 성모님 

영광스러운 아드님의 죽어가는 고통을.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를 짐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여 찬송하나이다. 

“키레네 사람 시몬이 현 순간의 은총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것을 잘 생각해보

아라. 얼마나 자주 너희는 현재의 순간을 망각하고 사느냐? 너무나 자주 너희는 

십자가는 보지만 은총은 보지 못한다. 현재의 순간을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은총 

안에 두어라. 우리가 너희로 하여금 각 십자가 뒤에 있는 “왜”를 볼 수 있도록 도

와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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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모두 노래함: 

5. 울지않는 이가 있을까 

이렇게 깊은 비참함에 잠기신,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는 어머님을 바라보며?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여 찬송하나이다. 

“베로니카는 거룩한 연민의 정과 거룩한 사랑이 하나되어 있었다. 앞으로 걸어 

나와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신성한 사랑

의 표지를 남기었다. 나는 모든 영혼들이 이 세상의 감실 안에 있는 나를 위로해 

주길 바란다. 

◎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모두 노래함: 

6. 인간의 심장이 억제할 수 있을까, 

성모님의 아픔을 함께 나눔을 

말없으신 성모님의 그 아픔을? 

제7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여 찬송하나이다. 

“너희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내 신성한 사랑을 통하여, 그리고 내 어머니께서 

거룩한 연민의 정으로 너희를 내게 데리고 오시면 너희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모두 노래함: 

7. 멍들고, 멸시와 저주와 모욕을 받으신 

고통에 젖으신 아들을 어머님이 바라보셨네, 

피묻은 회초리로 온통 찢겨지신 아들을. 



 

28  

제8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여 찬송하나이다. 

“내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의 안식처에서 위안을 찾아라.  어머님께서 너희를 

가장 좋은 위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 그것은 내 성심과 결합하는 것이다.”  

◎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모두 노래함: 

8. 당신 백성의 죄 때문에, 

적막한 고독 속에 매달려 계신 주님을 보았네 

주님의 영을 보내주실 때까지.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여 찬송하나이다. 

"또 다시 나에게서 멀어졌느냐?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너를 용서한다. 너를 용서한

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나를 본받아라."  

◎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모두 노래함: 

9. 오, 나의 어머님, 사랑의 샘이시여, 

저희의 영을 위로부터 어루만져 주소서 

우리 마음을 당신의 성심과 하나되게 하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여 찬송하나이다. 

"너희가 하나된 우리 성심과 일치하게 된다면, 너희에게 세상은 아무 가치가 없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로 오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세상 것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내가 발가벗겼을 때 내 어머니께서 당신의 베일을 내게 주셨다.  너희는 

나에게 너희 마음을 주려무나.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다.”  

◎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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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모두 노래함: 

10. 주님이 느끼셨던 것을 제가 느끼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빛을 발하고 녹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여 찬송하나이다. 

"내 어머니의 손발은 나의 손발 위에 영적으로 놓여있었다.  죄인들을 구하려는 

사랑으로, 어머니께서는 나만큼 고통을 겪으셨다.  이제 너희는 어머니와 함께 십

자가 발치에 서서, 어머니와 함께 너희 죄를 슬퍼하며 어머니를 위로해 드려라.”  

◎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모두 노래함: 

11. 거룩하신 어머니여, 나를 찔러 주소서, 

내 마음속에 주님 상처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나의 구세주의 모든 상처를.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여 찬송하나이다. 

"너희에 대한 사랑으로, 너희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는 죽었다.  하느님의 자비와  

하느님의 사랑은 하나이다.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연민의 정도 하나이다. 너희 자

신에 대해 죽거라. 그리고 하나된 성심을 위해 살아라." 

◎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모두 노래함: 

12. 제가 주님의 고통을 성모님과 함께 나누게 하소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주님, 

나로인해 지극한 고통 속에 돌아가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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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여 찬송하나이다. 

"산산이 부서진 내 몸을 부둥켜안으시고 어머니께서는 쓰라린 눈물을 흘리셨다. 

거룩한 사랑의 성심 안에 너희를 포옹해달라고 어머니께 청하거라. 그러면, 너희

를 나에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모두 노래함: 
13. 제 눈물이 어머님의 눈물과 합하여지게 하소서, 
슬퍼하셨던 주님을 나 또한 슬퍼하며, 
내 생애 마지막 날까지 살게 하소서.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여 찬송하나이다. 

"나는 무덤에 묻히었다. 그러나 나의 사랑과 자비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일

어났다. 내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을 통하여 죄를 떨치고 일어나거라. 영원한 삶을 

가슴에 받아 품어라.” 

◎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모두 노래함: 

14. 십자가 옆에 당신과 함께 머물게 하소서; 

거기서 당신과 함께 울며 기도하게 하소서, 

이것이 당신께 청하는 저의 모든 것입니다. 

† "오, 하느님. 저희를 위하여, 저희로부터 원수의 힘을 멀리 쫓아내시려고, 당

신 아드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셨나이다.  당신의 종인 저희들

도 주님 부활의 은총에 이를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모두 노래함: 

15 모든 동정녀 중에 최고의 동정녀시여! 

저의 사랑이 담긴 청을 들어주소서.  

성모님의 신성한 슬픔을 저도 나누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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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의 성모님 묵상 

통고의 성모님 성지를 위한 묵상 

우리의 성모님께서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의 모습으로 여기에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찬미 예수님. 눈물의 호수를 둘러서 놓일 나의 통고에 대한 묵상을 주기로 약속했었다. 

계속 나아가자꾸나.” (성모님, 1997. 9. 5.) 

제 1단. 시므온 예언자의 예언   

“내가 예수님을 성전에 바쳤을 때,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장래의 모든 고통을 내가 모

두 알고 있었음을 묵상하거라.” 주님의 기도, 성모송 (일곱번) 

제 2단. 이집트로의 피난  

“아기 예수님의 안전을 걱정하며, 요셉 성인과 내 마음에 넘치던 근심을 묵상하거라.  그

리고 오늘날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에 대한 나의 근심을 묵상하거라.” 주님의 기도, 

성모송 (일곱번) 

제 3단. 성전에서 소년 예수님을 잃으신 고통  

“나는 예수님을 잃었을 때 내가 느꼈던 결별의 고통을 너희가 묵상하기 바란다. 이 고통

은 모든 이들이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나의 아들로부터 결별시킬 때 느껴야 하는 고통

이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일곱번) 

제 4단. 마리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과 만남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결핍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받은 내 마음의 고통을 묵상하거라.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결

핍된 것을 보는 내 마음의 아픔을 묵상하거라.”  주님의 기도, 성모송 (7 번)  

제 5단. 십자가에 못박히심  

“아들의 죽음을 보는 어머니의 고통을 묵상하거라. 그리고 은총과 기도를 통해 받은 용

서의 덕을 묵상하기 바란다. 또한 태아의 죽음을 보는 내 고통을 생각하거라.” 주님의 기

도, 성모송 (7 번)  

제 6단. 예수님의 성시를 품에 안으심  

“내가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며 따른 것을 묵상하기 바란다.  너희의 생활에서 그와 같은 

은총을 간구하거라.” 주님의 기도, 성모송 (7 번)  

제 7단. 예수님이 돌무덤에 묻히심  

“내 아들이 무덤에 묻힐 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었음을 

묵상하기 바란다.  내 아들의 상처를 닦을 겪었던 극심한 그 고통을 생각해 보아라.  나의 

슬픔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마음에 결핍된 사랑 때문이다.” 주님의 기도, 성모

송 (7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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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칠고 묵주기도 

시작기도: 

†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당신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 애처로운 연민에 찬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했던 어머니의 눈물을 바

칩니다.  오 선하신 구세주시여,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께서 흘리신 눈

물을 저희 가슴에 박아주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신성하신 뜻을 이 세상에서 이

루고 하늘에서 영원토록 당신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 마리아의 첫 번째 통고, 시므온의 예언 

각 단마다 

다음의 기도를 한 번 바치십니다. 

† 오 예수님!  땅위에서 당신을 가장 사랑하셨던 어머니의 눈물을 보소서  

◎어머니께서는 하늘에서도 당신을 가장 사랑하시나이다.  

다음의 기도를 일곱 번 바치십니다. 

† 지극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눈물을 생각하시어,  

◎오 예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마리아의 두 번째 통고, 이집트로의 피난 

† 마리아의 세 번째 통고, 성전에서 소년 예수님을 잃으신 고통 

† 마리아의 네 번째 통고, 마리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심 

† 마리아의 다섯 번째 통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 마리아의 여섯 번째 통고, 예수님의 성시를 품에 안으심 

† 마리아의 일곱 번째 통고, 예수님께서 돌무덤에 묻히심 

† 오 예수님!  땅위에서 당신을 가장 사랑하셨던 어머니의 눈물을 보소서 (세번) 

◎ 어머니께서는 하늘에서도 당신을 가장 사랑하시나이다.(세번)  

마침기도: 

◎ 오 성모 마리아, 사랑의 어머니, 통고의 어머니, 자비의 어머니시여!  어머니

의 눈물에 힘입어 거룩하신 아들 예수님께 간구하오니,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

고 은총을 내리시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상속 받게 하소서.  저희 기도를 어

머니의 기도에 결합하여 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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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 자비심에 대한 5단 기도 (Chaplet of Divine Mercy) 

† 예수님, 주님은 숨을 거두셨으나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의 원천은 세차게 흘러

나왔으며 자비의 바다는 온 세상을 위해 열렸습니다. 오, 헤아릴 길 없는 하느님 

자비이신 생명의 샘이시여,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감싸안으시고 저희를 향하여 

당신 자신을 온전히 비우셨나이다. 

(세번) 자비의 샘이신 예수님의 성심에서 세차게 흘러나온 오, 거룩한 피와 물이

시여, 저희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주님의 기도 (The Lord’s Prayer)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

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

오니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

서. 아멘.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

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Amen. 

 

성모송 (The Hail Mary) 

†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중에 복되

시며 태중의 아들 또한 복되시나이다. 

Hail Mary, full of grace, the Lord is with Thee. Blessed are thou among 

women and blessed is the fruit of thy womb Jesus.  

◎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

서. 아멘. 

Holy Mary mother of God, pray for us sinners now and at the hour of our 

death. Amen.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 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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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

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고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

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life ever-

lasting. Amen. 

 

큰 묵주알에서 주님의 기도 대신 

◎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

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

나이다. 

Eternal Father, I offer you the Body and Blood, Soul and Divinity of Your 

dearly beloved Son, Our Lord Jesus Christ, in atonment for our sins and 

those of the whole world. 

 

작은 묵주알 열개에서 성모송 대신 

†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For the sake of His sorrowful Passion, 

◎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Have mercy on us and on the whole world. 

 

다섯단이 끝난 뒤에 

◎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이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

소서 (세번) 

   Holy God, Holy Mighty One, Holy Immortal One, have mercy on us and 

on the whol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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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가 끝없으시고 다할 줄 모르는 연민의 보고이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어여삐 보시고 저희에게 주님의 자비를 내려주시어, 어려울 때에 절망하거나 낙

담하지 않게 하시며, 크나큰 믿음을 가지고 사랑과 자비 그 자체이신 주님의 거

룩한 뜻에 순명하게 하소서. 

   Eternal God, in whom mercy is endless and the treasury of compassion 

inexhaustible, look kindly upon us and increase your mercy in us, that in 

difficult moments we might not despair nor become despondent, but with 

great confidence submit ourselves to Your holy will, which is Love and 

Mercy itself.  

◎ 예수님, 저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세번) 

   Jesus, I trust in you. 

◎ 성녀 파우스티나,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한번) 

St. Faustina, pray for us. Amen. 

 

1. 지극히 거룩한 예수 성심을 기리며 묵상합시다. 

성모님: “내 사랑하는 아들의 성심이 얼마나 심오하며 온전한지를 나의 

자녀들이 깨닫기를 청한다. 완전한 사랑과 자비와 진리를 담고 있는 이 그릇 

속으로 이끌려 오너라. 그분 성심의 불꽃이 너희를 소멸시키어 거룩한 성삼위와 

하나되는 절정으로 너희를 이끌도록 따르어라. 예수님께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예수님,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에 대한 신심을 통하여, 내자녀들이  

간절히 구원을 열망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성모송, 성모송 

2. 티없으신 성모 성심을 기리며 묵상합시다. 

티없으신 성모 성심이여, 당신은 지극히 순결한 은총의 샘이시며, 거룩함의 

정의, 그리고 계시의 상징이십니다. 마리아님, 당신의 성심은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시며 사악한 시대를 반대하여 내려주시는 응답이십니다. 

사랑하올 성모 성심이여,  이 세상의 회심과 평화가 당신께 달려 있사오니, 오직 

거룩한 사랑을 통하여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심이 수많은 칼에 

찔리셨듯이 저희마음을 거룩한 사랑의 불타는 화살로 찔러주소서. 티없으신 

하나되신 성심께 바치는 짧은 묵주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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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성심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성모송, 성모송  

3. 우리 주님의 수난을 묵상합시다. 

성모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당하셨다. 그분께서는 

각 개인을 위하여 그리고 모두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분의 성심으로부터 

흘러나온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의 샘물은 오늘날까지 계속 흐르고 있다. 

너희들은 주어진 십자가를 받아 안기를 시몬이 주저하듯 하지 말아라. 많은 

영혼들이 꺼지지 않는 지옥 불로 향하는 것은, 아무도 그들을 위해 기꺼이 

고통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상 모든 감실안에 참으로 현존하시는 

영원한 희생 제물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성모송, 성모송 

4. 마리아님의 통고를 묵상합시다. 

성모님: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이 고통을 받음과 같이, 나 역시 지성과 마음과 

몸으로 고통을 겪었다. 내 육체적인 십자가는 감추어져 있었고 내 안에서 

강렬하게 불타는 감성과 지성의 십자가에서 오는 고통들도 오직 짐작으로 밖에 

알 수 없었다. 그러니 너희 역시 영혼들을 위한 공덕과 세상을 위한 은총을 얻기 

위하여 너희들의 희생이 가능한 한 숨겨져있게 하여라. 

주님의 기도, 성모송, 성모송, 성모송 

5.  하나되신 예수 마리아 성심께 보속합시다.           

성모님:”매순간 마다 거룩한 사랑에 “예”라고 응답할 때, 하나된 우리의 성심에 

보속하는 것임을 너희가 이해하기 바란다. 매순간 마다 거룩한 사랑 안에 살기 

위해서는, 용감한 훈련과 거룩한 사랑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룩한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겨야 한다. 너희가 재산이나 중대한 사건들, 그 밖의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보속 행위이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성모송, 성모송  

 

마침기도로: 

하나되신 예수 마리아 성심께 바치는 기도 

오, 하나되신 예수 마리아 성심이여, 당신은 온갖 은총이시며  자비이시고 

사랑이시나이다.  저의 마음을 당신께 결합시켜 모든 소원을 하나 되신 성심께 

봉헌하게 하소서.  특히 이 청원을… (필요한 것을 말씀드림) 들어주시어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제 삶 속에서 당신 사랑의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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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되신 예수 마리아 성심의 지극히 거룩하고 신성한 상처들이여,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하나되신 성심께 바치는 봉헌 기도 

  가장 보배로운 예수 마리아의 하나되신 성심이여, 오늘 저는 제 자신을 기꺼이 

당신께 봉헌하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나이다.  

제 삶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되신 성심을 끝없이 찬양하는 노래가 되게 하소서. 

매 순간의 승리와 실패를 당신 성심으로 가져가시어 당신이 필요하신 대로  쓰

시어 당신 승리가 하루속히 임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되신 성심께 바치는 기도의 약속들 

† 예수님께서  하나되신  성심에 내맡긴 모든 청원들을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

하셨다. 

† 하나되신 성심께 드리는 짧은 묵주 기도를 바칠  때,  성체를 더욱 열열히  받

아 모시게 될 것이다. 

† 하나되신 예수 마리아 성심은 악을 대항하는 요새이다.  

 

 

묵주기도 전 바치는 기도 
손에 들은 묵주를 하늘을 향해 들어올리고 다음 기도를 바칩니다. 

◎ 천상의 모후시여, 저는 이 묵주로 모든 죄인들과 모든 나라들을 당신의 티없으

신 성심에 묶나이다.  

  

 복되신 어머니께서 묵주기도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우기 전에 이 기도를 바

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테러행위의 공격 직후에 목격증인에게 주셨습니다. 

  “천상의 아버지, 시급한 위기에 처한 이 세상에, 당신의 신성한 뜻 안에서 

모든 영혼들이 평화와 안전을 찾게 하소서. 당신의 뜻은 매 순간을  거룩한 

사랑으로 사는 것임을 각 영혼이 이해하게 하소서.”  

 “자애로우신 아버지, 각 개인의 양심을 비추시어 당신의 뜻안에서 살지 못

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하소서.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바꿀 수  있는 은총

과 시간을 온 세상에 허락하소서. 아멘.” 

 묵주기도의 영광송에서 “영광이..” 를  “모든 영광이…”로 바꾸고, “예수님 태아

들을 보호하시고 구하소서”라는 기도를 각 신비 전에 바칩니다.  이것이 우리 모후

의 요청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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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 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

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

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고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

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life ever-

lasting. Amen. 

 

교황성하의 지향을 위하여: 

주님의 기도 (The Lord’s Pray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

니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지극히 거룩한 묵주의 기도 

(The Most Holy Ro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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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

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Amen. 

 

믿음, 소망, 사랑의 덕을 위하여: 

성모송 (The Hail Mary)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중에 복되

시며 태중의 아들 또한 복되시나이다. 

Hail Mary, full of grace, the Lord is with Thee. Blessed are thou among 

women and blessed is the fruit of thy womb Jesus.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

서. 아멘. 

Holy Mary mother of God, pray for us sinners now and at the hour of our 

death. Amen. 

영광송 (Glory Be) 

†모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All glory be to the Father, and to the Son and to the Holy Spirit,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As it was in the beginning, is now and ever shall be, world without end. 

Amen. 

 

구원의 기도 (Fatima Ejaculation)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

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O my Jesus, forgive us our sins; save us from the fires of hell; lead all 

souls to heaven, especially those who are most in need of Thy mercy. 

 

예수님,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을 보호하시고 구하소서! 아멘  

Jesus, protect and save the unborn!  

각 신비 후에… 

주님의 기도, 열번의 성모송, 영광송, 구원의 기도, 태아를 위한 기도 



 

40  

환희의 신비  

이 묵상들은 예수님께서 2000년 4월에 주셨습니다. 

 

제 1단: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에 대한 내 어머니의 순명으로, 거룩하고 신성한 사

랑이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하나로 결합되었다,”  

제 2단: 성모님께서 성녀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내 어머니께서는 천사가 알리는 말을 믿었고, 사촌 언니를 방문하기 위해 

서둘러 떠나셨다. 어머니께서는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다.”  

제 3단: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고, 그 말씀은 영원하신 아

버지의 명령에 의하여 태어나셨다. 육신을 취하신 말씀은 곧 하느님의 뜻이다.”  

제 4단: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요셉 성인과 내 어머니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시고 윗사람들에게 순

명하며 사셨다. 두 분은 기꺼이 전통을 따라 나를 성전에 데려가시어 강복 받게 

하셨다.”  

제 5단: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잃고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내 가슴속에 불타는 신성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성전에 남아 토론하고 가

르치게 하였다. 나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불타올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외

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빛의 신비 

 

제 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내가 공생활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나에게 내려왔다. 오늘날 하늘이 다시 한번 열리고 있다. 이번에

는 하느님 사랑의 불길이 세상에 쏟아져 내려, 사람들의 마음을 사랑의 오순절

에 들어가게 하고 있다.  이 불길을 전파하는 것을 너희 각자의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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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단: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어머니께서는 당신 성심 안에 들어온 청원을 내 성심 안에 갖다 주시지 않

는 것이 없다.  어머니께서는 매사에 너희의 중재자이시며 보호자이시다.  너희

가 필요한 것을 어머니께 기도하면, 어머니께서는 그 기도에 당신의 기도까지 

합쳐 나에게 주신다. 내가 혼인잔치에서 행한 이 기적은 우리 성심이 하나로 결

합되었다는 표징임을 깨닫거라.”  

제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나의 자비와 나의 사랑은 하나이다. 그것은 신성하고 완전하고 영원하며,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내 사랑과 자비를 믿는 사람은 나의 용서를 받는다.  천

국은 내 사랑과 자비를 믿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

고, 그것이 나의 승리이다.”         

제 4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거룩한 변모의 기적이 준 기쁨은 사도들로 하여금 믿음에 닻을 내리도록 하

기 위해 있었다. 거룩한 사랑의 발현지처럼, 어머니의 발현 장소에서는 메시지

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적이 풍부하다. 발현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은, 내 

양편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의 발현도 의심해야 할 것이다.”  

제 5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첫 성체성사에서 내 몸과 피를 주었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바치고 있는 

미사 때마다 계속 주고 있다.  성체성사는 하나된 성심의 심방으로 들어가는 여

정을 위해 힘을 준다. 내 사랑과 자비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고, 성당 안에서도 

나를 한 쪽으로 치워버리며 무시하고 있다.  부당하게 나를 받아 모시는 자들로

부터 나는 모독을 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는 사제들까지도 아

무런 열의 없이 냉정한 마음으로 나를 받아 모신다.  성체 성심에 대한 모독을 

보속하는 마음으로 이 신비를 묵상하거라.”  

 

고통의 신비 

 

제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내가 동산에서 피땀을 흘렸던 것은 스스로 구원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위해

서 였다.  나의 그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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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매맞는 나의 고난은 육신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제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내가 가시관을 감수한 것은 교만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교만한 사람들은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 자신을 중심에 둔다.”  

제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내 성심 안에 죄인들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품고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다.  한 발작 내디딜 때마다 구원될 영혼들을 생각했고, 한 번 넘어질 때마다 

열의 없는 미지근한 영혼들을 생각했으며, 마지막으로 넘어질 때는 미지근한 사

제들을 생각했다.”  

제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십자가 밑에 서 계시던 내 어머니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받을 수 있는 힘을 구하는 사람

들을 위해 어머니께서 전구해 주실 것이다.”  

 

영광의 신비 

제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나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써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에 천국의 문을 열어주었

다. 오늘날 각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를 

나는 소망한다.”  

제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겠노라고  사도들과 어머니께 약속한 후 나

는 승천하였다.  천사의 양식인 성체 성사의 신비 안에 현존하는 나는 아직도 너

희와 함께 있음을 깨달아라. 나의 이 차림새를 알아보아라.”  

제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있는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갑자기 강림하셨다.  오

늘날, 똑같은 그 성령께서 너희 마음 안에 거하시며 활동하시도록 허락해 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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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마음을 열어 담대함의 은사를 받고 가는 곳마다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

시지를 진심으로 전파하여라.”  

제 4단: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천국으로 불러 올리심을 묵상합시다.  

“어머니는 몸과 영혼이 천국으로 올려지셨으니, 잉태되신 순간부터 티없이 

깨끗하신 성심의 사랑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이다.  어머니 안에는 노여움이나, 

질투나, 용서 못함이 없었다. 어머니의 성심은 하느님의 거룩하고 신성하신 뜻

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성심의 거룩한 사랑을 본받도록 하여라.”  

제 5단: 예수님께서 성모님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천상의 모후시며 지상의 모후이신 어머니께서는 당신 자녀들이 천국에 도

착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수많은 천사들이 어머니께 시중 드리며 발 앞에 엎

드려 절한다.  어머니께서 천국을 거니실 때면, 사랑의 홀을 들고 계시는 그 팔

을 천사들이 보살피고, 입고 계시는 망또를 들어드리는데 어머니께서 걸음을 멈

추시면 살며시 어머니 둘레에 내려 놓는다. “ 

 

묵주기도 후 바치는 기도 

성모찬송 (Hail, Holy Queen)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 우러

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

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귀양살이 끝

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Hail, Holy Queen, Mother of Mercy, our life, our sweetness and our hope, 

to you do we cry, poor banished children of Eve; to you do we send up our 

sighs, mourning and weeping in this valley of tears; turn, then, most gra-

cious Advocate, your eyes of mercy towards us, and after this, our exile, 

show unto us the blessed fruit of your womb, Jesus. O clement, O loving, 

O sweet Virgin Mary!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Pray for us, O holy Mother of God.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That we may be made worthy of the promises of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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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Let us pray. 

◎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

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O God, whose only begotten Son, by His life, death and resurrection as 

purchased for us the rewards of eternal life. Grant, we ask you, that, medi-

tating upon these mysteries of the most Holy Rosary of the Blessed Virgin 

Mary, we may imitate what they contain, and obtain what they promise, 

through the same Christ, Our Lord. Amen. 

 

† 저희의 거룩한 아버지이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지향과 복지를 위하여 주

님의 기도와 성모송과 영광송을 바칩시다. 

Let us say an Our Father, Hail Mary and All Glory Be for the intentions and 

well-being of Our Holy Father, Pope Benedict XVI. 

◎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저희는 사제직이 믿음의 전통에로 회복하도록, 그리고 모든 회심하지 않은 이

들을 위하여, 성요셉과 일치하여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하여, 예수 성심

께 이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저희를 거룩한 사랑의 겸손한 도구들로 만들어주소

서. 

We offer this Rosary to the Sacred Heart of Jesus, through the Immaculate 

Heart of Mary in union with St. Joseph for the restoration of the priesthood to 

the tradition of faith and for all the unconverted. Make us Your humble in-

struments of Holy Love. 

 

◎ 마리아여, 우리의 신앙을 보호해주소서. Mary, protect our faith! 

 

† 프라하의 아기 예수님, Infant of Prague,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Have Mercy o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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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달루페의 성모님, Our Lady of Guadalupe,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Pray for us. 

 

†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여, Mary, Refuge of Holy Love,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Pray for us. 

 

이 기도는 복되신 어머니에 의하여 주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사탄은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여, 저희

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기도 앞에서 달아날 것이다. 이 칭호는 그 자체가 하

나의 영적 피난처이다. 너희가 이 작은 외침의 기도를 더욱 끈기있게 해 나갈수록,  

나는 너희를 내 성심 안으로 더 깊게 데려갈 것이다. 이 기도가 너희 입에 늘 머물

게 하여라.” (1997년 5월 15일) 

 

† 성 미카엘, 성 요셉, 성녀 데레사, 성 요한 비안네, 삐엘트렐치나의 성 비오, 성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가브리엘 가나카 대주교님.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Pray for us. 

 

†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의 기도를 합시다. 

◎ 신앙의 수호자이신 마리아여,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당신의 티없으신 성

심 안에 저의 신앙을 숨겨주소서. 하나되신 당신 아드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

심과 당신 성심의 피난처 안에서, 저의 신앙을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소서. 아

멘  

Mary, Protectress of the Faith, shelter my faith in Your Im-maculate  Heart 

- Refuge of Holy Love. In the Refuge of Your Heart and united to the Sa-

cred Heart of Jesus, Your Son, protect my faith from all evil. Amen.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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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의 기도방 모임 
 

 
 

  예수님과 우리 성모님께서,  지금은 “기도방”으로 부르는  거룩한 사랑

의 종 선교회의 기도쎌이 만들어지기를 수년간  요청해오셨고 축복해 주

셨습니다.  

이 그룹들은 몇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와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위

해 노력하며, 거룩한 사랑 선교회와 하나되신 성심회의 지향을 위해 기

도하는  모임입니다. 최근에 예수님께서 기도방을 위한 최소한의 형식을 

제의하셨습니다.  

각 그룹이 실천할 수 있는 영적 한계에 따라, 추천하는 사항들을 다양하

게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기본 형식은 하나

도 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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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방"을 만드는 것에 대한 메시지들  

(이전에는 "기도쎌"이라고 알려져 있었음) 

 

  "…이 고난의 시기에 모든 이들은 그들의 영적 피난처인 내 성심안으로 꼭 들

어와야한다. 그러기에, 나는 온 세상에 피난처인 마리아의 기도쎌들이 만들어지

기를 원하고 (지금은 기도방이라고 부름), 이 기도쎌들이 거룩한 사랑으로 가는 여정

의 빛이 되기를 바란다. 너희들은 기도방 이곳 저곳을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힘

과 격려를 북돋아주는 사절단이 될 필요가 있다.  너희들에게 기도의 형식을 곧 

알려 주겠다. ‘왜’ 혹은 ‘무엇 때문에’라고 묻지 말고, 평화속에 머물어라. 너희

들을 사랑한다." (복되신 성모님, 1994. 11. 3.) 

 

  우리의 성모님께서 흰옷을 입으시고 빛의 묵주를 들고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주는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가 회심의 씨앗이 되어, 영혼

들의 마음 안에 꼭 심어져야한다. 네가 메시지를 전한 후, 그 씨앗이 싹트고 자

라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난처인 마리아의 기도방들을 만들기를 바란다. 거룩

한 사랑이 내 티없는 성심의 피난처라는 것을 부디 이해하기 바란다.  

나는 은총을 입고 와서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며, 모든 이들을 내 성심의 한 울타

리 안으로 인도한다." 그리고는 떠나셨습니다. (복되신 성모님, 1994. 11. 14) 

 

  우리의 성모님께서 "과달루페의 모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인

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강생한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기도방들

을 내 메시지들을 전파하는 장소로 사용하기를 바라는 나의 열망을 네가 전하기 

바란다. 나는 수호천사들 [매월 메시지의 사본을 여러 장 복사하여 전파하는 이들]이 스스

로 먼저 기도방을 만들고, 나를 돕는데 좀더 열렬해지라고 당부한다. 내 딸아, 

매일 시간을 내어서 기도방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각 기도방 조

장의 이름을 선교회로 보내어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 기도방에서 내 계획을 완전히 드러낼 것이다."  (복되신 성모님, 1995. 

3. 1.) 

  

  "내가 각자의 영혼을 거룩함으로 부르듯이,  가정들 역시 거룩함으로 부른다. 

슬퍼하는 가정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기도방을 만들고자 하는 뜻만 있

다면,  나는 피난처인 마리아의 기도방을 세우도록 그들을 초대한다. 내 딸아, 

네가 그들을 도우면, 내가 오겠다. 어떤 이들은 내 청을 들어주겠지만, 어떤 이

들은 거부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계속 그들을 초대한다 - 나는 늘 그들의 피난

처로 남아있겠다." (복되신 성모님, 199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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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도방들에서 읽는 영적 독서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주신 성서

에 근거를 둔,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가 기본이 되어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성심의 심방의 비 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은 구원 (거

룩한 사랑 - 우리 모후의 성심), 거룩함, 완덕, 성화 (영원한 아버지의 성심인 신성

한 뜻과의 합일)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해야합니다. 

  이런 기도방들의 목적은 기도와 메시지를 공부함으로써, 예수 성심의 

심방의 여정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방 모임 순서 

 

1. 하나되신 성심께 드리는 짧은 묵주 기도··········· 35 페이지 

2. 묵주기도 (5단)과 묵상 ······························· 37 페이지 

3. 거룩한 사랑의 불꽃에 바치는 봉헌 기도··········· 58 페이지 

4.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 묵상 

5. “미덕에 대한 교훈들” 묵상 

6. 선교회 사제들을 통하여 봉헌하는 미사예물과 예물봉헌을 바칠 

수 있음 

7. 인쇄비용을 위한 기부금을 받을 수 있음 

 

 

기도방을 형성하는 그룹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와 거룩

한 사랑의 종 선교회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기도방 조장의 이름과 주소 및 기도방 참가 인원수 

 기도방을 이루기 위해서 매주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하고있는 기도모임에서 사용하는 기도형식을 주기적으로 '기도방' 형식으

로 대신 사용함으로써, 현재 하고있는 기도모임이 '기도방' 도 되게 하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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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기도문들과 기도 형식에 대한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여 배포하고, 기

도방에서 이 형식을 따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도방 등록서 보낼 곳: 

Prayer Chamber Registration 

Holy Love Ministries 

37137 Butternut Ridge Road 

Elyria, OH, 44035 

또는 email을 하셔도 됩니다. : mamshl@holylove.org 

(제목에 "Prayer Chamber Registration"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기도방 수준 판단과 조언 

기도방의 조장들은 그 기도회원들의 전체적인 수준을 판단하고, 그 그룹에 맞는 

자료들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준비하면 됩니다. (기도방에서 제시한 기본 형식을 

바친 후)   

*거룩한 사랑 선교회 종에 대한 재속회에 (예수성심의 첫 번째 방 - 구원에 관한 영

성) 중점을 두는 기도방이라면, 재속회 핸드북 (승리하신 성심 기도책에 있음) 에서 

성서 구절을 선택하거나 일기 중 하나를 묵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Heaven's 

last call to humanity"나 "Holy and Divine Love: the Remedy and the 

Triumph" 책에서 거룩한 사랑에 대한 주제를 뽑는 것도 높이 권장합니다.   

*”하나되신  성심회”에 (거룩함, 완덕, 일치인 예수성심의 더욱 깊은 심방으로 들어가

는 영성) 중점을 두는 기도방이라면, "신성한 사랑에 바치는 봉헌기도"가 기본 형

식에 추가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하느님 사랑의 메시지들” 이나 

“거룩하고 신성한 예수성심의 심방들”제목을 모은 메시지들을 이용하는것을 높

이 권장합니다.  

  *어떤 기도방이든 미덕을 공부하려면, “Lessons on Virtues from Jesus -  

예수님께서 주신 미덕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의 메시지 모음집을 이용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승리하신  성심 기도책”에 설명된 축복들이, 특별한 개인의 거창한 전달 형

식 없이도 신성한 근원과 축복의 효력에 의해서, 참석한 모든 이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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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를 찾아오시는 방법 

37137 Butternut Ridge Road in Eaton Township 

 

85에이커의 성지는 Elyria에 있지 않고 Eaton Township에 있다는 것을 기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지는 Eaton Township의 Durkee Road와 83번 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Butternut Ridge Road 선상에 위치합니다. 이 땅은 Lorain Road

(Lorain Road는 83번 도로의 Butternut West로 됨)의 서쪽 끝에 있습니다. 여러

분이 다른 지역에서 Butternut Ridge를 만나면 그 길은 이 성지로 연결되지 않

습니다. 그러나 Cleveland 지역에서 Lorian Road로 들어서면 큰 도움이 될 것

이며, 이 지방 사람들은 모두 Lorain Road를 잘 알고 있습니다. 

 

CLEVELAND HOPKINS 공항 

기도센터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은 Cleveland Hopkins 공항이며, 480번 고속도

로를 타시면 공항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18마일 가량 EJfdjwu 있습니다. 대부분

의 중요 항공기는 이 공항을 이용합니다. 

Cleveland Hopkins 공항 안내번호는 (440) 265-6030입니다. 

Americab ................................................... (440) 881-0880 

Limo Shuttle ............................................. (440) 265-6030 

Yellow Cab .............................................. (440) 623-1500 

공항에서 마라나타 샘과 성지까지의 택시 요금은 약 $40.00입니다. 

 

이 지역근처 동네 이름들, 알파벳순: Avon, Berea, Elyria, Fairview Park, Graf-

ton, Independence, Middleburg Heights, North Olmsted, North Ridgeville, 

Olmsted Falls, Sheffield, Strongsville, Westlake. Cleveland는 Cuyahoga 

County내에 있습니다. 마라나타 샘과 성지는 인접 해 있는 Lorain County에 있

습니다. 

 

차로 오시는 방법 

CLEVELAND HOPKINS 공항으로부터, 18마일 

I-480 West 사인을 따라 오십시오.(237 North to Brookpark Road to Grayton 

Road to I-480 West) 

Exit 2로 나와 Lorain Road로 들어오신 후 

Stop 사인에서 좌회전을 하시어 

서쪽으로 4마일 가시면 왼편에 마라나타 샘과 성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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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ain Road가 Butternut Ridge Road로 길 이름이 바뀝니다. 

 

ELYRIA 그레이하운드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15마일 

버스 정류장에서 왼쪽으로 돌아 Lake Street(South) 방향으로 감. 

가시다가 좌회전하시어 57 South로 들어가신 후 우측라인을 택하십시오.(57 

North는 직진) 

57 (South), 우측라인을 타고 Center Ridge Rd.를 지나 계속 가시다 

Chestnut Ridge Rad에서 좌회전 

Durkee Road에서 우회전 

Butternut Ridge Road에서 좌회전하시면 성지는 0.2마일 떨어진 곳의 우측에 

있음. 

 

동쪽과 서쪽에서 오실 때 

Ohio Turnpike (I-80)에서는 Exit 152 (10 West/North Ridgeville)를 사용하십

시오. 

통행료를 낸 후 Oberlin West 즉, Lorain Road로 들어가십시오. 이 길이 But-

ternut Ridge  

Road가 됩니다. 4마일쯤 가시면 좌측에 마라나타 샘과 성지가 있습니다. 

 

―또는 I-90에서 오실 때 

Exit 153 (Avon/ Avon Lake, Route 83)을 사용하십시오. Route 83을 타고 남

쪽으로 7.7마일 오십시오. 서쪽 방향으로 가실 경우 Lorain Road에서 우회전

(서쪽 방향) 하시면 Butternut Ridge Road가 됩니다. 1.5마일 오십시오. 좌측에 

마라나타 샘과 성지가 있습니다. 

 

―또는 I-480 West에서는 Exit 2 (N. Ridgeville/Lorain Rd.)를 사용하십시오. 

Lorain Rd. West로 4마일 오십시오. (Lorain Road가 Eaton Township에서는 

Butternut Ridge Road가 됩니다.) 좌측에 마라나타 샘과 성지가 있습니다. 

 

남쪽에서 오실 때 

I-71 Northeast에서 83 North를 택하십시오. 83 East에서는 Lorain Road를 사

용하십시오. Lorain Road에서 좌회전(서쪽방향) 하시면 Butternut Ridge Road

가 됩니다. 1.5마일 오십시오. 좌측에 선교회 본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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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쪽에서 오실 때 

두 가지 방법 

 

1.  I-90에서 I-71 South로 오시다가 480 West를 탑니다. 

Exit Route 10으로 나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지는 마십시오. 480번 도로

가 Exit 1에서는 10번 도로가 됩니다. 

10번 도로 서쪽방향으로 오시다가 83번 도로 출구로 빠져 나오십시오. 

Stop Sign에서 좌회전합니다. 

다음 Stop Sign에서 우회전합니다. 

성지는 0.1 내지 0.3마일 정도 오시면 좌측에 있습니다 

 

2.  I-90 West로 오시다가 83번 도로로 들어가십시오. 

(Exit Sign은 Avon Lake, North Ridgeville이라고 되어있음.) Exit 153으로 나옵

니다. 

83번 South를 타고 7.7마일 옵니다. 

Lorain Road로 우회전(서쪽방향)하시면, Butternut Ridge Road가 시작됩니다.

성지는 1 내지 1.5마일 더 가서 좌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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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례란 무엇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순례 – 종교적 신심행위로서 기인한 성스러운 곳으로의 여행이며 이것은 단순히 공

경하거나 경의를 묘하거나 또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청하거나, 회개나 감사의 행

위, 또는 이 모든 것을 다 드리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성모님: “나의 자녀들아, 이곳의 배치는 영혼의 거룩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된 성심으로 오는 영혼의 여정을 뜻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여라. 

1. 영혼은 제일 먼저 나의 통고와 티없는 성심 [눈물의 호수로 묘사됨] 으로 인도되

어 옴으로써, 거기에서 그의 많은 악한 과오들이 정화된다. 

2. 그 다음 그는 천사들의 호숫가로 묘사되듯이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며 여행을 계

속한다. 그는 많은 은총을 받아서 내 성심과 신성한 사랑 즉 내 아들의 성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이 성지에서 마라나타 샘으로 표시되고 있다. 

3. 끝으로 하느님의 신성한 뜻과 순응하여 그는 우리의 하나된 성심과 승리의 들판

에 도달하게 된다. 모든 승리와 승전은 십자가의 길로 둘러 쌓여 있음을 알아라. 

4. 이리하여 너희들은 이 성지 뒤쪽에 있는 십자가의 십사처로 온다.” (1999. 12. 

12.) 

자주 사용되는 용어 

Apparition (발현) - 자연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육안으로 보이는 것. 

Feast Day (축일) - 우리의 주님, 삼위일체, 우리의 성모님, 천사들과 성인들, 

또는 종교적 중요행사들을 전례상으로 기념하기 위해 따로 설정된 특별한 날. 

Graces (은총들) - 지성을 가지고 창조된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초자

연적 선물. 

Holy Water (성수) - “Rituale Romanum"에 쓰여진 규정대로 사제에 의하여 축

성된 물.  이것은 준성사이다. 

Locutions (환청) - 초자연적 말씀을 귀로 듣는 것. 

Shrine (성지) - 특별한 신심 봉헌을 하게되는 거룩한 개념을 갖고 있는 교회나 

집 또는 땅. 

Visionary (목격증인) - 초자연적인 지각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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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준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방문 전에 기도하고 단

식합니다. 그 장소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은총들에 대해 읽고 또 읽으십시오. 

만일 당신이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회원이 아니면 순례 바로 전 3일을 거룩하게 

봉헌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른 순례객들의 요구에도 각별한 친절을 베푸십

시오. 매번 숨 쉴 때마다 마라나타의 평화와 기쁨을 받아들이십시오. 

육체적 준비: 기적적인 마라나타 샘이 이 곳에 있습니다. 밖에 수동식 펌프가 있

으며 통들을 가져와서 채워 집으로 가져가시기를 장려합니다. 물을 채운 후 꽤 

먼 거리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바퀴가 달릴 것에 그릇들을 실어 나르는 것도 생

각 해 보십시오. 

밖에서 거행하는 묵주기도 모임을 위하여 야전의자를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햇

볕이나 비를 피할 우산을 가져오는 것도 생각하시고 밤기도 모임을 위해서 손전

등을 가져오십시오. 기후변화 (비,더워, 눈)에 맞는 옷을 입으십시오. 

사진기를 가져오십시오. 많은 기적적인 사진들이 특히 눈물의 호수에 있는 통고

의 어머니 성상에서 찍혔습니다. 

기도 청원문들을 가져오십시오. 청원문들을 우리 성모님의 축복의 지점에 갖다 

댄 후 청원 바구니에 넣으십시오. 또한 묵주나 기념패나 다른 종교적 물건들을 

가져와 축복의 지점에 대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발현하시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발현은 대개 고통의 신비를 바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천상 귀빈

들께서 오실 때 발표가 됩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

시오. 메시지가 모린에게 주어지고 녹음이 됩니다. 축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그리고 묵주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묵주의 기

도가 끝나면 그 동안 옮겨 적은 메시지가 낭독됩니다. (매월 5일에 

주시는 메시지는 분량이 길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모린에게 부분적

으로 나누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성지 순례시 지참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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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가게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 

 

책과 소책자들 

 

하나된 성심의 계시 (밝혀진 비 들) 

승리의 성심 기도서 

인류에게 내린 하늘의 마지막 부르심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 치유와 승리 

예수님께서 주신 미덕에 대한 교훈 

예수님의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 

예수님의 신성하고 거룩한 심방들 

성체에 대한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 

사제들을 위한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 

예수님의 거룩한 심방들의 소 기도서 

 

이상 열거한 책 외에, 태어나지 못한 아기들의 묵주, 하나된 성심의 스카플라와 

메달,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 메달, 하나된 성심의 묵주, 상본, 비디

오, 카세트 테이프 등을 여기 있는 주소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Archangel Gabriel Enterprises, Inc. 

c/o United Hearts Gift, Shop 

37137 Butternut Ridge Road 

Elyria, OH 44035 

440-327-4532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주신 모든 메시지들을 받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주소와 우

표를 붙인 12 Business 사이즈 봉투를 Holy Love Ministries, 37137 Butternut 

Ridge Rd., Elyria, OH 44035로 보내시면 월보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고, 이메

일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6  

순례객들을 마라나타 샘과 성지 그리고 눈물의 호수로 초대합니다. 이 순례지는 영혼들

을 하느님과 화해시키도록 특별히 퍼부어 주는 은총을 얻기 위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늘이 인류에게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그 장소는 오하이오주 Cleveland 시

내에서 서쪽으로 30분거리이며, 83번 도로에서 서쪽으로 1.3마일 떨어진 Lorain County 

동북쪽에 있습니다. 그 성지는 오하이오 Turnpike(I-80)-Exit 152-에서 쉽게 도달하실 

수 있으며, 또는 480번 도로를 타고 서쪽으로 가시다가 Eixt 2를 택하셔도 됩니다. 서쪽

으로 Lorain Road를 따라 4마일 오십시오. (Lorain Rd.는 서쪽으로 오다보면 Butternut 

Ridge Rd.로 명칭이 바뀝니다.) 

 

연락처 

Holy Love Ministries 

37137 Butternut Ridge Road 

Elyria, OH 44035 

440-327-8006 

Message Line 440-327-5822 

Internet web site - http://www.holylove.org 

Korean translation – http://www.holylovekorean.org 

E-mail address - mamshi@holylove.org 

United Hearts Gift Shop & Archangel Gabriel Enterprisesⓒ  

440-327-4532 

기부금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수표는 “Holy Love Ministries"로 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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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오시어 감실 앞에서 절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예수

님, 찬미 받으소서,” 하시고는 앉으시며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알다시피 지금은 위

험한 시대이고 미래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사람들은 신뢰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산다.  지금은 가정들이 하나되신 성심께 봉헌되어야 할 때이고, 

개인들이 거룩한 사랑의 불꽃에 자신을 봉헌해야 할 때이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과 가정

의 입구에 바른 양의 피와 같이 되어,  악이 그들을 넘어가고 지나가리라.”  (2001년 10

월 31일) 

역대기하 7:16   “이제 나는 이 집을 골라 내 것으로 삼고 여기에 나의 이름을 길이 두리

라.  언제까지나 여기에서 나의 눈, 나의 마음을 떼어놓지 않으리라.” 

출애굽기 12:7,13  “그리고 그 피를 받아, 그것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문 상인방에 

바르라고 하여라.  집에 피가 묻어있으면, 그것이 너희가 있는 집이라는 표가 되리라.  나

는 에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를 보고 너희를 쳐죽이지 않고 넘어 가겠다. 너희가 재앙을 

피하여 살리라.”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 마리아께 드리는 집 봉헌 기도    

마리아, 나의 어머니, 나의 요새.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시여, 이 집을 거룩한 사랑으로 성

화시켜 주소서.  이 집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거룩함을 향해 열어 주시어, 거

룩한 사랑의 길을 따라 인도하소서.  이 집 건물 안에 스며들어 있을지 모르는 악의 힘, 

유혹하는 나쁜 습관, 그리고 자유의지로 선택한 집착 들의 모든 악위에 승리하시어, 이 

집을 거룩한 사랑의 안식처로 만드소서.  아멘. 

거룩한 사랑의 불꽃에 바치는 봉헌기도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여, 겸손되이 청하오니 저의 마음을 온 인류의 영적 피난처이신 

거룩한 사랑의 불꽃 속으로 데려가 주소서.  저의 잘못과 결점을 보지 마시고 제 모든 죄

 

  

“지금은 가정들이 하나되신 성심께  

봉헌되어야 할 때이고. . .“ 

 

하나되신 성심께 가정을 봉헌함에 대한 지시사항  

(최소한의 필요조건) 

1. 너희 가족을 한데 모으거라. 

2. 위에 있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메시지와 두 가지 성경귀절을 읽어라. 

3. 주어진 세 가지 기도를 바치거라. 

4. 하나된 성심의 상본과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 마리아의 상본을 너희 가정에서 잘 

보이는 곳에 모시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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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을 이 정화의 불꽃으로 다 태워 없애 주소서. 

거룩한 사랑으로 저를 도우사 이 순간에 제가 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사랑하올 어

머니여, 저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당신께 드리오니, 저를 받으시어 당신 좋으실 대

로 사용하소서. 저로 하여금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또한 성모님의 승리의 통치

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당신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되신 예수 마리아 성심께 드리는 가정 봉헌 기도 

거룩하고 하나되신 예수 마리아 성심이여, 당신께서는 저희의 영혼 하나 하나를 구원하시

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시고자 간절히 원하시오니, 저희의 마음 안에 그리고 온 세상에

서 당신께서 승리하시도록 저희 가정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지난날 저희에게 베풀어주

신 한결같은 자비와, 앞으로 내려주실 당신 은혜의 풍요로움, 그리고 이 순간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대로 저희를 온전히 다스리심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이 순간부터 거

룩한 하느님의 사랑에 “예”라고 응답함으로써 당신의 승리의 일부가 되고자 합니다.  당

신의 은총의 도우심으로 앞으로 매 순간 저희가 이 봉헌의 삶을 살고자 하오니,  사랑하

올 예수 마리아의 하나되신 성심이시여, 저희는 당신과 함께 승리하며 저희 또한 당신 안

에 하나 되겠나이다.  아멘.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찬미하러 왔다. 하느님의 허락의 뜻에 대해 가르쳐

주마.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은 세상을 덮어서 보호하는 큰 우산과 같은 것이다. 당신의 

거룩하신 뜻은 모든 악으로부터 세상을 보호해 주시지만,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

사를 방해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스스로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택할 때는 그 우

산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아서,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만큼 완벽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

게 된다. 그 구멍을 통하여 사탄이 들어오게 되고 악마의 장난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

러니 하느님의 허락의 뜻은 인간이 선택한 것을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지, 하느

님께서 인간들을 위하여 택하시는 것이 아니다.” 

 "무서운 고통이 따라올 그 죄속으로 인간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시는 영원하

신 아버지의 괴로움은 참으로 크시다. 우리 천상의 어머니께서는 울고 계신다. 아, 죄

가 불러오는 파멸을 보시며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울고 계시는지!” 

 "너는 이것을 알려야 한다." (2001. 10. 20.)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하느님의 뜻이라는 우산에 구멍이 났는데 왜 착

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할까 하고 제가 마음속으로 의문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미 예수님. 왜냐하면, 마

음속에서 우러난 한 마디의 기도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가져다주듯이, 한 

사람이 범하는 한 가지의 죄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니 

현재 이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네 마음을 거룩한 사랑에 

바쳐서, 너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가 거룩한 사랑에서 나오도록 해야 한다.” (200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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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행사표 

마라나타 샘과 성지 

매월 5일 

매달 발현 모임 

오후 12시: 십자가의 길 (성지 뒤쪽) 

오후 2시: 눈물의 묵주기도 (눈물의 호수) 

오후 3시: 하느님 자비심에 대한 5단 기도/ 하나된 성심의 묵주기도 

묵주의 기도 15단 (날씨가 허락하면 밖에서 혹은 기도 센터에서)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후 3시: 낙태종식을 위한 기도회  

하느님 자비심에 대한 5단 기도/ 하나되신 성심의 묵주기도 

묵주의 기도 15단 (Priests for Life 소속 신부님의 생명보호 묵상) 

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후 3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기도회 

하느님 자비심에 대한 5단 기도/ 하나되신 성심의 묵주기도 

묵주의 기도 15단  

매주 월요일 하나되신 성심회 모임 

오후 7시묵주의 기도 15단 & 하나되신 성심의 묵주기도 

수요일, 목요일 저녁기도 

오후 7시묵주의 기도 15단 & 하나되신 성심의 묵주기도 

매주 금요일 묵주 기도회 

오후 7시묵주의 기도 15단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의 지향은 사제들을 위한 것이며,  

John Carberry 추기경님의 묵주의 기도 묵상집이 사용됩니다.) 

매주 토요일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묵주기도 

오후 7시묵주의 기도 15단 (첫 번째 토요일 지향은 낙태 종식을 위함) 

매일 

오후 3시: 하느님 자비심에 대한 5단 기도가 축복의 지점에서 있습니다. 

 

목격증인이 나타나면 묵주기도 동안 발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격자가 없으면 거룩

한 사랑의 선교회 회원들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 모임을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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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관한 우리 모후의 말씀 

       

  “나의 딸아, 나는 사진에 찍힌 영상들에 대해서 너에게 설명해 줄려고 준비하였다. 그

러나 사진이라는 것은 필름에 잡힌 영상들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영상들이 각자에게 서

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각 사진들은 결론을 맺기 전 기도에 맡겨야 한다.” 

“먼저 어떤 날 밤 기도할 때 기도센터 위를 덮고 있던 구름부터 시작하자. 이것은 하느

님이 현존하시며 너희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징표이다. 사막에서 유대인들도 이러한 

보호를 받았었다.” 

“자주색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한다. 붉은 색은 순교를 상징한다. 초록색은 희망을 뜻

한다. 원은 크게 나타나든 성체모양으로 작게 보이든 나의 사인이다. 성 비오는 이곳에

서 그리고 이 선교사업에서 너희들의 특별한 주보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진들에서 나타

나신다.” 

“이러한 간단한 설명들이 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한

다면, 마음속에 각 영상들에 대한 충분한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더욱이 순례는 이러한 징

표를 찾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 속에서 완벽 해 지기 위해 오는 것이다.“ 1996년 

11월 8일 

“.... 다른 사람들은 벌써 카메라로 나는 찍었다. 내 통고의 성상이 살아 있는 것처럼 보

인 것은 그 곳에 내가 현존했었다는 징표다. 육체는 진짜 육체처럼 육안으로나 필름에도 

보인다. 묵주가 금빛으로 변하는 것은 기도가 많은 것들을 변화시킨다는 징표이다. 장미

향기는 내 현존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이다. 어떤 성인들이나 천사들이 하늘의 은총의 

표시로 이 곳에서 찍은 사진에 나타날 것이다. 선교회관에서는 여기 있는 이들을 환영하

는 표시로 모퉁이에 있는 내 성상에서 내가 걸어 나올 것이다. 이것 또한 사진에 찍힐 것

이다.” 1997년 11월 12일 

 현행 교회 법적 해설: 

로마 카톨릭 신자들을 위한 발현과 목격자들에 대한 해답 

 교황 바오로 6세의 AAS 58(1966)의 1186 페이지의 구 교회법전의 1399 조항과 

2318조항의 폐기이후 새로운 발현과 계시, 예언, 기적들 등에 대한 출판이 신앙과 

도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교회의 허락 없이도 신자들에게 제공되고 읽혀지게 되

었다. 이것은 교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뜻이다. 

 오늘날의 목격증인과 발현에 관한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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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교회 법상 어떤 교구장도 기도 모임이나 단순한 철야 기도회들을 진위가 밝

혀지지 않은 사적 계시나 발현장소에서 가지는 것을 금할 수 없다. 1996년 교황 바

오로 6세에 의해 공인된 신앙교회에 관한 공의회의 선포로 교회법 1399조와 2318

조가 폐기되었다. 이 선포는 1967년 3월 29일부터 유효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목격증인과 발현에 관한 식별 

저자: Albert J. Hebert, S.M., Page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