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나타 샘
♥ “내 샘물에서 넘쳐흐를 은총은 진실을 드러내고 치유하며,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회개하게 되는 것보다 더 큰 은총은 없을 것이다.”
(우리의 모후 – 1994년 5월 2일)
♥ “나는 마리나타 샘물은 이 대륙에서 루드르 샘물과 같다는 사실을 오늘 너희에게
기쁜 마음으로 알린다. 마라나타 샘물과 루드르 샘물은 육체와 영혼을 치유하는
은총에 있어서 유사하다.” (우리의 모후 – 1995년 5월 31일)
♥ “나는 마라나타 샘에 계속해서 머물며 온 인류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이곳에서 내게 오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위안을 줄 것이다. 내
아드님이 허락하셨듯이 바로 이곳에서 나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또 (그들에게) 너희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특별한 은총을
부어줄 것이다. 내 자녀들에게 이 샘에서 모든 청원을 내게 의탁하라고 전하여라.” (우리의 모후 – 1996년 8월 18일)
♥ “내 천사야, 나는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이 기도 성지로 불러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너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기 위해 왔다. 나는 내
자녀들을 어떤 농장이나 한때 콩밭이었던 벌판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특별히 아끼는 장소로 부르는 것이다. 내 초대에 응답하는
이들은 은총을 통한 나의 돌봄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아드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각 영혼은 하느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 깨달음의 시간을 초조히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는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내가 아끼는 이곳으로
오너라. 이곳에 발을 내디뎌라. 나의 샘물을 맛보아라. 너희의 양심이 너희 앞에 숨김없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너희의 거룩한
사랑의 여정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너희 앞에 드러날 것이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는 일찍이 베풀어진 적이 없었던, 바로 이 장소에서 베푸는
강력한 은혜다. 너희는 이런 은총을 찾아 돌아다니지만, 그것은 바로 지금, 이곳에 있다.” (우리의 모후 – 1998년 7월 10일)
♥ “마라나타 샘으로 와서 이 치유의 물이 너희를 깨끗이 씻어주게 하여라.” (예수님 – 2004 년 8 월 20 일)
♥ “마라나타 샘에서 너희는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줄 천사 한 명을 추가로 얻게 될 것이다.”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
– 2016 년 3 월 13 일)
♥ “마라나타 샘물에서 각 영혼에게 배정된 천사는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에게 ‘거룩한 사랑’의 평화를 가져다 주려고 애쓴다. 천사는 그
영혼이 가진 신앙이나 신념, 또는 그것의 충만함이나 부족함에 상관없이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가 영혼의 마음 속에서 활발히 살아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주려고 노력한다.” (거룩한 천사들의 모후이신 마리아 – 2009 년 8 월 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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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성지에서 가져간 물이나 물건 들에는 평화의 영이 깃들어 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 2006 년 9 월 21 일)
♥ “이 성지를 방문하는 이들 중에 육체적, 영적 혹은 감정적인 치유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육체적 십자가가
있는 이들이 이 샘을 방문하면, 그 십자가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사랑으로 잘 짊어질 수 있게 되는 은총을 받습니다. 이것
또한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치유인 것입니다.”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 2006 년 9 월 30 일)
♥ "너희는 보호를 위해 마라나타 샘물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복되신 어머니 – 2013 년 11 월 8 일)
♥ “루르드에서 내가 주었던 물과 똑같은 물인 이곳의 내 샘으로 오너라. 그러면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또 보속을 새로이 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줄 것이며, 기도하도록 너희를 고무할 것이다.” (복되신 어머니 – 2014 년 2 월 11 일)
♥ “나는 루르드에서는 보속을 요청했지만 이곳 성지에서는 보속과 기도와 희생을 요청한다. 나는 이곳에서도 샘물을 준다. 이것은 (미국이
위치해 있는) 지구의 북반구(北半球)의 루르드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프랑스에 있는 루르드의 샘물만큼 강력하고 기적적인 샘물이다.”
(루르드의 성모님 – 2016 년 2 월 11 일)
♥ “누구든지 마라나타 샘물로 자신을 축복하면 그 즉시 무수히 많은 천사들에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 – 2017 년 3 월 16 일)

어떤 물이든 이 성지의 물로 성호를 그을 때 바치는 기도문
"사랑하올 예수님, 제가 이 물로 제 자신을 축복할 때, 천상에서 제게 주고자 하시는 은총에 제 마음을 열어
주소서. 제게 용기와 겸손을 주시어, 제 영혼을 진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소서. 당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저를 치유하소서. 아멘."
“이 물을 이렇게 사용하기 전에 사제의 축성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천국은 이 장소에서, 그리고 이 물을 통해
많은 은총을 베푼다.” (예수님 – 2008 년 1 월 18 일)

♥ “마라나타 샘과 이곳 성지 호수들의 평범한 물은 천상의 은총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많은 육체적 장애를 치유해
주었다.”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 – 2017 년 4 월 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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