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ਘmਘ

고통의 성모님 성지

⎒䀅 ⭕∺ ㉊㑩ᴽ  ㈝㋅ ᯭ 䄵べ ᜡ㝹 ⎒䀅 ⭕∺ឥ 䀁ᭁ ềⶉ ⯚ⶕ㈁ ⶕ⛒ᾍ 㱞䀁ᴽ オ㊪
ゕ㊾⯡⭪べ᷽㉁⿵ᣙㆭ䀅ⳁᶑ⌅⯅㡅㶹Ồᵱᶍ㈝✱⛅䀲䀁ᴹᶁ㈁㈹⣭㠾㈥ ㅽ㈥
 ㆭ䀅 ㅙ㈁ ㅽ 䀲⭕  ⎒䀅 ⭕∺㈁ 㿥ⶉ㝁㈝ⶉ ⑱ᶁ㈁ 㠾㈥ ㅽ ㈥  䀁ᭁ ềⶉ ⯚ⶕ㈁
㠾㈥ ㅽ㈥ ㆭ䀅ㅙ㈁ㅽ䀲⭕ ㅙ㈁ᯭ㈁ゖ⭕␥㊭ⶅ䀁ᴽ❦┝䃽┝㼅ⶅᴽ⭱⌅ㅝ
⎒䀅⭕∺べᶩ䀅ゖ⭕゙㼅㈁⒍ㅙ㵢❭䀅ⰵᛅラᣙ㭩ᾚ㺕䀑䀒ᵱᶍ

ᆩ⸜ᥬၑ⊀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는 선교회와 성지

2018년 1월 - 6월
제5권 제1호

“어떤 진리도 거룩한 사랑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교의 일치를 지향하는 선교회와 성지
“어떤 진리도 거룩한 사랑을 반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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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Y LOVE MINISTRIES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37137 Butternut Ridge Rd.
North Ridgeville, Ohio 44039 USA
성 토마스 아퀴나스
중앙 시설:
440-327-8006
선교회 팩스:
440-327-8017
메시지 신청:
440-327-5822
기도 신청:
440-327-8039
기도 신청, 이-메일: prayers@holylove.org
선교회 연락:
mamshl@holylove.org
자원 봉사자:
volunteers@holylove.org
체험담 제출:
testimonies@holylove.org
웹사이트:
www.holylove.org;
www.holylovekorean.com
한국어 옮긴 이:
거룩한 사랑의 종 한인 선교회
Korean Missionary Servants of
Holy Love (KMSHL)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선교회는 에큐메니컬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 입니다. 이 에큐메니컬 선교회와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천국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을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으로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부르십니다.
거룩한 사랑은 사랑의 위대한 두 계명, 곧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은 아버지 하느님의 뜻, 복음 메시지의 실천,
십계명의 구현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은 시현 목격자 모린 스위니 카일
(Maureen Sweeney-Kyle)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시현(示
現 vision), 발현, 메시지들은 1985년에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 복되신 어머니, 많은 성인 성녀들께서 거의
매일 모린 자매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들은 사랑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지향하는 에큐메니컬
(공동 기도) 운동으로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의 메시지 인용구가 이 선교회의 목적과 중심점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 선교사업의 영향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하도록 즉,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마음이 회개하도록 하고,
많은 초자연적 은총이 충만하게 이곳에서 입증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이곳의 선교사업은 모든 세대와
나라와 이데올로기(ideologies 이념, 관념)의 회개를
가져오는 것이다.” (성모님, 2011년 9월 15일/자정 기도모임)
“이 선교회의 (기도의) 성지와 메시지들은 모든 사람들이
영감과 은총,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원천으로 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그렇게 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애정 어린 초대에 따르십시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 2012년 1월 20일)
“이 선교사업의 전체적이고 완전한 동기는 마음으로부터
거룩한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없애고, 그리하여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이 모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랑은 다양성에 빠진 마음을 다스릴
수는 없다. 온갖 종류의 관심사를 거룩한 사랑에 우선하여
두는 마음은 진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예수님, 2012
년 1월 17일) ■

우리는 모든 백성과 모든 종교를 환영합니다. 기도는 보편적 언어입니다.
여기에 순례오는 모두를 기도와 천국이 이 성지에서 제공하는 평화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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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성 종양
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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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요일에 난소암 3기에
있는 나의 사촌 애풀일 (April)
을 방문했습니다. 약간의 수프를
준비하고 한 병의 마라나타 샘 성수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는 축복을 빌고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그 성수를
골반 부분에 바르면서 기도하고 축복을
빌어 왔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오늘 의사가
두개의 종양이 줄어들었고 거의
사라젔으며 큰 종양은 조카가 수술을
받을 수 있을만큼 줄어서 그 종양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복되신 성모님, 모든 것을
감사하옵니다. 
S.M.
2018년 1월 10일

마라나타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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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ANGEL GABRIEL
GABRIEL ENTERPRISES
ENTERPRISES INC.
INC.
37137 Butternut
Butternut Ridge
Ridge Road
Road
North Ridgeville,
Ridgeville, OH
OH 44039
44039 USA
USA
ARCHANGEL
37137
North
Phone:
440-327-4532
E-mail:
customerservice@rosaryoftheunborn.com
To
order
online:
www.RosaryoftheUnborn.com
Phone: 440-327-4532 E-mail: customerservice@rosaryoftheunborn.com To order online: www.RosaryoftheUnborn.com

하느님의 자비 주일
오후 3시 기도 모임
(이 메시지는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자비심의 성화에서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미루는 버릇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 너희는 각 현 순간에 악을 우선하여 선을 선택해야
한다. 기억하고 있어라. 선택하지 않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다. 매 현 순간마다 너희가 내리는 결정들은 너희를
나에게 더 가까이 오게 하거나 더 멀리 떨어져 가게 한다.
너희의 모든 결정이 너희의 영원을 결정하기 위해 합쳐질
시간이 다가온다.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이 세상에서 그들의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사탄과 거래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도와 희생이 너무나 그와 같이 중요한 이유다. 이
지도자들은 사탄의 앞잡이들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 말한 것 즉, 사탄이 세상의
정치 문제를 지배한다는 것을 안다면 너희는 더 이상 미룰
여유가 없다. 서둘러 회개하여라. 세속의 재산은 생존의
일정한 측면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어떤
정해진 지역에서 사탄의 장악을 강화하기 위한 권력 기반으로
쓰이고 앞으로도 쓰일 것이다. 무기들만으로 너희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원수를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기도하여라:”
“영원하신 아버지, 당신 자녀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정의를 추구하는 중에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들 주위에 다가오고 있는 어둠의
길에 불을 밝히소서. 정직한 사람들이 부정직한
사람들을 넘어서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그들에게
그들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과 협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은총을 주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아멘.”

눈물의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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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너희에게 오는 것은 나의 재림을 위한 길을
개척하는 것이다. 물론 너희는 내 빛이 너희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을 정화할 것이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너희의 모든 두려움과 너희의 모든 의심을 내게
내맡겨라. 나는 사탄이 너희가 믿기를 바라는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를 너희에게 가져오기 위해 온다. 나를
신뢰하여라.”
“오늘 나는 늘 그렇듯이 모든 죄인을 나의 자비로운
성심의 거처 안으로 환영하기 위해 왔다. 지금은 나의 자비가
지상을 덮기를 노력하는 시대와 시간이다. 시간의 흐름은
믿을 수 없다. 시간이 흔히 내 아버지의 뜻에 반대하는
인류의 도덕적 방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짓되게 안심한다. 오늘 나는 너희가
여행하는 길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권고한다. 언젠가는
시간이 너희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나의 동정 어린 성심이 너희의 힘이다.”
“나는 신성한 자비, 너희의 모든 어려움을 완화하기를
원하는 동정심이 많은 너희의 예수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면
할수록 더욱더 나는 너희 삶에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뢰를 위해 기도하여라. 나는 오늘 너희의 청원을 나의
자비로운 성심으로 가져간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매 현
순간마다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신뢰하여라.”
“오늘 나는 나의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너희에게 베풀고 있다.” 

마라나타 샘

고통의 어머니 성지

신성한 사랑의
자매회
장미 의식
- 하나 되신 성심
채풀

흰색의 마돈나 성지

자정 기도모임

하나 되신 성심의 채플

성모님 축복 지점

거룩한 사랑 잡지

I5

⎔䀇⭗∼㈃㿧ⶋ㝃ⶋ⑳㡀㈧㎧ᯯᣛ㈧
2018년 5월 5일
성모님께서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로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나의 성심을 거룩한 피신처로 이름을 붙이셨다. 피신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피난 장소다. 그러므로, 영혼들은 나의 티없이 깨끗한 성심으로 오고 그
상황에서 그들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고 거룩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은총을 받아들이기로 되어 있다. 이 일의 성공은 너희의 신뢰하는 내맡김에 달려 있다.” 
2018년 5월 5일
성모님께서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로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나의 온 힘을 다해 내 모든 자녀들이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 칭호를 체득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싸움에 직면하여 힘이 된다. 사탄은 이 칭호 앞에서 달아난다. 그것은 영혼에게 목적의 명확성과
선 악의 대결에서 강한 인식을 준다. 나는 이 칭호 아래 내 성심에 청원하는 기회를 아무에게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도움을 받지 못한 채로 남겨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로서의
나에게 헌신적인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내 성심은 미래의 희망이다. 이 안에 마음과 세상의 평화의 열쇠가 있다. 만약 모든 마음이 거룩한
사랑을 추구하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너희 가운데서 사라질 것이다. 오늘 내 기도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부름이 세상에 널리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라.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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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되신 성심의 성지에서 – 오후 3시 기도 모임
(이 메시지는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심을 드러내시고 오시고
복되신 어머니께서 성심을 드러내시고 그분 뒤에
계십니다. 곧이어 갑자기 두 성심이 하나 되신
성심의 성상을 이루며 하나로 합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가 너희에게 엄숙히 말한다. 만약 이 성상이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게 된다면 세상은 이때까지 알려진 적이
없는 평화를 알 것이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여라.”
“아버지께서는 나를 하나 된 성심의 특사로서 세상에
파견하셨다.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계시는 진리의
승리와
새
예루살렘의
도래의 전조다. 그때에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며,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가올
일들에
대비해
너희를 준비시키기 위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시간이나
날짜를 알리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서의 너희의 인간성과 책임에 관해 경고하기 위해
온다.”
“나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날을 기쁜 희망으로
기다린다.”
“알다시피 세상이 끝나기 전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야
한다. 나는 시간이나 날짜는 모른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마음들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준비되는

것이다. 우리의 하나 된 성심에 일치하여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하여 너희 마음은 은총과 자비와
사랑에 개방된다. 너희가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
때 너희는 우리의 하나 된 성심 안에 있는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남은 자들을 위해 길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신중히 인도하신다. 모두가
남은 자들의 일부로 부름 받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적다. 남은 자들은 지리에 상관 없이 우리의 하나 된 성심
안에서 일치해야 한다. 일치로의 이 거룩한 부름은 거룩한
남은 자들의 일부로서 밝혀지는 내 부름을 강화시킨다.”
“내 남은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심판에서 내 앞에 섰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보수적인
관점이 영혼들을 인도하여
남은 자들을 증강시키도록
기도하여라. 이것은 우리의
하나 된 성심 안에서 중요한
청원이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준비시키기 위해
나를 보내신다.”
“오늘
나는
내
형제자매들 모두가 그들의
청원들을
우리의
하나
된
성심에
의탁하기를
초대한다. 너희의 필요와
욕구와 심지어 두려움까지도 우리에게 맡겨라. 우리는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 각 청원은 내 아버지의 지대한 뜻에 따라
응답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여라.”
“부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의 모든 지향을 위해 아버지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라.”
“우리는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거룩한 사랑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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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나타 샘과 성지의 아퀴나스 센터에 새로운 부가물은
순례객들을 거룩한 사랑의 역사에 대해 감탄하게 합니다.
본관 복도는 이제 시현 목격증인 모린 스위니 카일에게의
발현에 대한 다채로운 역사 연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벽에는 배경으로 아름다운 하늘의 벽화로 시각적으로
놀랄 만큼 아름답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역사가 그림으로
표현되고 광범위한 사진들과 시현 목격증인의 삽화,
그래픽 이미지와 가공품으로 완전하게 보여줍니다.
첫 화판은 1985년 1월에 모린에게 성모님의 첫 번째
발현을 상술합니다. 성모님은 미국 50개 주(州)의 각
(지도)모양의 성모송 알들로 만들어진 묵주를 들고 조용히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미국을 위해 그리고 후에 낙태
종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성모님의 호소였습니다. 1997년
7월에 성모님께서 그분의 첫 번째 발현 동안에 하셨던
것처럼 다시 모린에게 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50주들이 하느님의 정의를 나타내면서 불타는 더미로서
그분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그 뒤에 같은 해 10월에
성모님께서 낙태 종식을 도울 새로운 무기의 새로운 선견,
곧 태아를 위한 묵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묵주는
2001년에 생산을 시작했으며 이제 전 세계에서 기도가
바쳐집니다.
역사 연표는 그 시기가 향후 미래 성장을 대비하고 1985년
1일부터 2017년 8월에 걸칩니다. 수년 간에 천국에서 받은
메시지들의 주요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경우에 발현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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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회의 물리적 위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색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1985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메시지의
대다수를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부분을
1998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주셨으며, 그런
다음 아버지 하느님께서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매일 메시지들을
주기 시작하셨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입니다.
발현의 초기 이후로
많은 성인들과 천사들이
또한 많은 메시지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진
콜라주
(Collage 프랑스어)가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몇 년 동안 내내 찍혀진 기이한 사진들을 전시하면서
(선 교 회 에 관 한 ) 역 사 연 표 (연대표)의 거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끝에 가서 세 화판은
미래에 무엇을 입력해야 할 지를 위한
플레이스홀더(placeholder 표시자
배치)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화판은 각각 성 토마스 아퀴나스
(2001년 8월 30일) 와 예수님 (2012년
6월 2일 ) ,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님 (2017년 5월 5일) 에 의해
다른 경우에 주어진 동일한 인용구,
곧 “거룩한 사랑은 진리다” 가 들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역사 연표의
벽에 묘사된 역사는 활기차고
생기가 넘칩니다. 그것은 하나
되신 성심이 모린과 남편 단(Don)
에게, 지난 33년 동안 선교사업과
선교회를 지지해 온 모든 직원과
봉사자들에게, 전 세계에 미치는
거룩하고 신성한 메시지들의 열렬한
많은 추종자들에게, 수십만 명의
방문 순례자들에게 요청하는 모든
것에 모린의 ‘예’ (승락)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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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책자: ‘천국으로부터의 친밀한
메시지들 -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의
이야기’ 의 저자였습니다.

성모 마리아에 관한
저자이며 메주고리에
(Medjugorije)에서의
발현에 관한 강연자
웨인 와이블께서 2018
년 4월 21일에 80세의
나이로 사망하셨습니다.
웨인은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의 오랜 친구,
우리의 여러 행사에서의
강연자, 그리고 2016
년에 거룩한 사랑에

이 책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웨인이 저술한 이
책은 많은 마음들을 열 것이다.” (예수님,
2016년 5월 28일)
웨인이 거룩한 사랑의 성지에서
강의를 했을 때마다 성모님께서는 언제나
모린 스위니-카일을 포함한 특정한 시현
목격 증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에게
요청하셨다고 언급했습니다. 웨인께
우리는 이 여러 해에 당신의 애정 어린
지지에 감사합니다. 

웨인께서 2011년 9월 14일에 하나 되신
성심의 채플에서 강연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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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판매처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전체 8권 한 벌은
1993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의
천국의 메시지들을
포함합니다.
모든 가정은 성경과
이 책들의 한 벌을
갖추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www.RosaryoftheUnborn.com
ARCHANGEL GABRIEL ENTERPRISES INC.

Phone: 440-327-4532

Single Volume - $14.95

E-mail: customerservice@rosaryoftheunborn.com

8-Volume Set - $119.60

All prices subject to 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