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나타 샘과 성지: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 복되신 어머니와 성 요셉,
성 미카엘 대천사의 여러가지 축복
하느님 아버지의 축복
세 가지 축복 (Triple Blessing) – 세 가지 축복은 마음에는 깊은 평화를, 영혼에는 크나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육체적인 질병
들은 완화될 것입니다. 축복을 받은 후에는 평화를 누리게 되며, 옳고 그름을 좀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세 가지 축복은 거룩한 사랑
의 성지에서 무작위로 주어지며, 또한 축복된 기도 카드의 형태로도 세상에 배포되었습니다. “이 (기도 카드)는 나의 세 가지 축복을 전 세
계에 퍼뜨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에는 너희가 그것을 다른 이에게 전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하느님
아버지 / 2020 년 7 월 19 일)

•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 (Patriarchal Blessing) – 이 축복은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의 은사를 지니며, 영혼을
하느님 아버지의 부성적 성심 안으로, 또 신성한 뜻과의 일치 안으로 더욱 깊이 이끕니다.

•

빛의 축복 (Blessing of Light) – 이 축복은 영혼에게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깨우침을 줍니다.

•

계시된 축복 (Apocalyptic Blessing) – 이 축복은 이제까지 삶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변화에 대비해 영혼을 준비시
킵니다. 또한 모든 면에서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는 갈망을 마음속에 심어주면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 축복은 영혼들에게 변화와 역경을 평화로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식을 줍니다.

부성적 사랑 (Paternal Love) – 영혼들은 성지를 방문할 때 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 축복은 평화를 주며, 영혼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성적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하느님의 정의(심판)를 완화시킵니다. 부성적 사랑의 축복은 연옥 영혼들에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 2007 년 7 월 24 일)
부성적 기쁨 (Paternal Joy) – 이 축복은 열린 마음으로 성지에 있는 하느님 아버지의 경당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집
니다. 이 축복은 영혼들에게 삶의 십자가를 포함한 큰 어려움들 가운데서 평화를 줍니다. 이 축복은 한 번 받으면 영혼의 남은 인생 동안 지
속됩니다. 부성적 기쁨의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축복
분별의 인장 (Seal of Discernment) – 이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이 성지에 오는 모든 이의 이마에 새겨지는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인장으로서 자신의 영혼 상태를 분별하는 것을 도와주고 세상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분별의 인장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되신 성심(성부, 성자, 성령과 티 없으신 마리아)의 완전한 축복 (Complete Blessing of the United HeartsFather, Son, Holy Spirit and Immaculate Mary) – 이 축복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내재적인 사랑으로 가득 채우
는 은총과 회심을 장려하는 큰 은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되신 성심의 축복’, ‘거룩한 사랑의 축복’, ‘신성한 사랑의 축복’, 복
되신 어머니의 ‘특별한 축복’, 그리고 복되신 어머니의 ‘모성적인 사랑의 축복’의 모든 은총을 내포합니다. 하나되신 성심의 완전한 축복은
개인이나 단체에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사람들에게 자주 전하십시오.
하나되신 성심의 축복 (Blessing of the United Hearts) – 이 축복은 영적, 육체적 치유의 특별한 은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축
복은 성모님과 영적으로 일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전해집니다. 이 축복은 사탄을 저지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과 세
상에 있는 악을 드러냅니다. 이 축복은 이것을 받는 이들을 예수 마리아의 하나되신 성심에 대한 신심으로 이끕니다. 하나되신 성심의 축
복은 개인이나 단체에 전할 수 있습니다.
신성한 사랑의 축복 (Blessing of Divine Love) – 이 축복은 역경중에는 힘을 북돋아주고, 시련중에는 인내를 주며, 예수님께서 우
리에게 바라시는 더욱 깊은 덕을 쌓게 해 주고,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가져다 줍니다. 신성한 사랑의 축복은 개인이나 단체에 전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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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축복 (Blessing of Truth) – 이 축복은 진리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한 영혼으로 하여금 자기 인식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 안으로 들어가는 영적 여정을 하게 합니다. 이 축복은 세속 및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누가 하느님의 눈에 드
는 사람이며 우리가 지지해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혼란을 없애줍니다. 영혼은 선과 악을 좀 더 쉽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축복은
남은 신자들(Remnant Faithful)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지는데, 악이 선으로, 선이 악으로 보여지는 시대가 이미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축복은 열린 마음으로 성지에 오는 이들에게 주어지며,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복되신 어머니의 축복
거룩한 사랑의 축복 (Blessing of Holy Love) – 이 축복은 우리가 거룩한 사랑의 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거룩한 사랑
의 축복은 개인이나 단체에 전할 수 있습니다.
복되신 어머니의 특별한 축복 (Special Blessing) – 이 축복은 이것을 받는 이의 마음과 우리 모후의 티 없으신 성심 사이에 특별
한 유대가 형성되게 합니다.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영혼의 마음이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에 마음을 열고 이 메시지들을 받아
들여야만 합니다. 이 특별한 축복은 개인이나 단체에 전할 수 있습니다.
복되신 어머니의 모성적 사랑의 축복 (Blessing of Motherly Love) – 우리의 모후께서 이 축복은 거룩한 사랑의 축복이며 우리
가 이 (거룩한 사랑의) 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은 개인이나 단체에 전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세례 (Baptism of Truth) – “진리의 세례는 이것을 받는 이의 마음이 사랑의 불꽃인 내 성심 안에 잠기게 함으로써 우리의 하
나된 성심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한다.” (복되신 어머니 / 2009 년 9 월 28 일) 진리의 세례는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진리의 세례는 단체에도 전할 수 있지만 그 단체에 속한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각각 전
해 달라고 천사들에게 청해야만 합니다. (복되신 어머니 / 2009 년 10 월 17 일)

성 요셉의 축복
성 요셉의 수양 아버지의 축복 (St. Joseph’s Fatherly Blessing) – 이 축복은 영혼을 더욱 어린아이같이 만들어 주는 은총을 지
니고 있습니다. 성 요셉의 수양 아버지의 축복은 개인에게 전할 수 있지만 단체에는 전할 수 없습니다.
마라나타 샘과 성지의 성 요셉 성지 (St. Joseph’s Shrine) – 성 요셉 성지를 방문하는 아버지들은 지혜와 신중함으로 기름부
음(anointing)을 받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들이 자신의 가정을 더 잘 돌보도록 도와줍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의 축복
성 미카엘 대천사의 기름부음 (Anointing of St. Michael) – “성 미카엘 대천사의 기름부음은 그것을 받는 이의 마음을 예리한
진리의 빛으로 꿰뚫어 그 영혼이 회개하도록 준비시킨다.” (복되신 어머니 / 2009 년 9 월 28 일) 성 미카엘 대천사의 기름부음은 개인
에게 전할 수 있지만 단체에는 전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 미카엘 대천사의 기름부음을 전할 때 이 기도도 함께 바치십시오:
‘신앙의 수호자이신 마리아여, 저를 도우러 오소서.’ (복되신 어머니의 요청 / 2006 년 4 월 29 일)
마라나타 샘과 성지의 성 미카엘 대천사의 성지 (St. Michael’s Shrine) – 방황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성 미카엘 대천사의
성지에서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제들은 참된 신앙의 전통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위의 축복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방법:

“나는 당신에게 하나되신 성심의 완전한 축복을 전합니다.”
우리의 모후께서 알려주신 거룩함의 여정을 하면서 성지 곳곳에 위치한 각각의 소성지와 경당, 그리고 아퀴나스 센터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은총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마라나타 샘과 성지 – 성지 순례 안내서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순례
안내서는 아퀴나스 센터나 거룩한 사랑의 웹사이트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Rev. 7/2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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