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퇴치를 위한
기적의 메달 보호 기
도문

전염병 시대의 놀라운 보호
1832년 기적이 메달이 만들어 지는 동
안에 2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
한 콜레라 전염병이 파리를 강타했습니다.
그해 6월, “자비의 딸들”은 최초로 나온
2000개의 기적을 메달을 나눠주시 시작했
는데, 특히 병원을 가득 채운 전염된 환자
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치유자들이 증가
했고, 또한 콜레라에 특별한 보호와 정서
적 고통에서 치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압
도적이였습니다. 그래서 파리 사람들은 그
메달을 “기적의” 메달이라 부르기 시작
했습니다.
전염병이 도는 시대에 마리
아 안에서 특별한 피난처를 구
하세요!
신뢰를 가지고 이 복된 메달
을 착용하시고, 전염병 퇴치하
기위해 보호처로서 나눠주시
고, 가능하다면 이미 감염된 사
람들에게도 이 메달을 나눠 주
세요.

특별한 필요가 있을 시 기도문
하자 없으신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여, 성부의
사랑스런 딸이요, 성자의 모친이자 거룩하신 성
신의 정배이시여! 기적의 메달 계시(啓示)를 통
하여, 당신은 모든 은총의 중재자로서 당신 자
신을 보여주셨나이다. 주께서 모든 우리의 어려
움이 있을 때 당신을 우리의 모친, 중재자 그리
고 조력자으로서 주심을, 마음을 다하여 천주께
감시드리나이다. 신뢰를 가지고 몸과 영혼과 특
히 이 특별한 요청 가운데 나 당신 안에 피난처
를 구하나이다.
당신께서 나를 향해 모성의 팔을 내밀 때, 당신
은 기적의 메달을 제게 주셨나이다. 당신의 어머
니같은 손은 천국에 계신 당신과 당신의 천주성
자에 다가가기 위해 제게 필요한 시간과 영원을
위한 모든 은총을 제게 주시나이다. 나, 의심하
지 아니하고 내 팔을 당신께 들어 올려 모든 은
총을 받고자 하나이다. 또한 당신께서 이미 제게
주신 모든 은총에 감사드리나이다. 모든 은총을
충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그 은총에
간절하 협력하도록 도와 주소서. 아멘.

오, 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여, 당신께 의
탁하는 우리를 위해 빌으소서.

우리 후원자이신 당신께 다가가니,
오, 거룩하신 천주의 모친이여!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청원을 저버리지
마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항상 우리를 구하소서.
오, 영광과 복되신 동정녀여!
우리의 귀부인, 우리의 중재자, 우리의 옹호자이
시여!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께 우리를 전달하소서.
당신의 아들 앞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소서. 아멘.
(3세기)

이 복된 기적의 메달을
받으라, 그리고 하자없
으신 동정녀에 신뢰를
가지라.
www.militia-immaculatae.info/en/
Produktkategorie/miraculous-med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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