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의 메달
Medal of Salvation

이 메달은 ‘구원의 어머니’께서 시현자 ‘마리아 천주자비’에게 주신 지시를 따라 제작되었다.
메달에 적혀 있는 글자는 범세계적인 언어인 라틴어이다.

Numisma Salutis = 구원의 메달
Mater Salutis = 구원의 어머니
“적그리스도인 그자는 여러 언어로 말하겠지만, 라틴어는 한마디도 그 입술에서
나오지 않으리라.” 2013. 12. 9 예수님

천상 메시지: www.thewarningsecondcoming.com (영어)
www.internetgebetskreis.com/ko/ (한글)
구원의 메달 주문: www.salvido.com

이제부터는 내 아드님이 나에게 부여한 마지막 호칭으로 내가 지상에서
불리어질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기를 나는 원한다. 이 마지막 선교사업에서
나는 언제나 구원의 어머니로 언급될 것이다. 나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한쪽
면에는 태양을 내 머리 뒤에 그리고 가시관으로 엮어진 열두 개의 별들을 내
머리 위에 쓰고 있는 메달이 주조되어야 한다. 메달의 반대쪽 면에는, 양
쪽으로 엇갈린 두 개의 구원의 검들과 함께 내 아드님의 성심을 그리고
싶구나. 구원의 검들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질 것이다. 첫번 째 검은 짐승을
퇴치할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할 권한을 받았다. 다른 검은 가장
마음이 굳어버린 죄인들의 마음을 꿰뚫을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검이 될 것이다…
나의 구원의 메달은 그것을 착용하는 이들에게 회개의 은총을 가져다 줄
것이며 내 아들의 자비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메달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심에 마음을 여는 모든 영혼들을
회개시킬 것이다…
모든 연령과 모든 문화와 모든 종파에 속하는 이들이 구원의 메달을 꼭 받아야
한다; 하느님의 자비에 의해 내가 너희에게 가져다주는 이 마지막 메달은
수십억의 영혼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리니, 구원의 메달 선물을
거부하지 말아라; 이 메달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이며 많은 기적들이 메달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니, 이 메달을 거부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구원의 메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구원의 메달이 약속해주는 다른
은총들과 함께 너희는 적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항하여 보호를 받게 되리라…
구원의 메달—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욱 강력한 힘을 지닌—이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대한 너희의 방어 수단이 되리라…
구원의 메달은 수십억의 영혼들을 회개시킬 것이다…

‘구원의 메달’은 나의 아들께서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에 대해 갖고 계신
크나큰 사랑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천국으로부터의 특별한
선물이다.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의 지시에 의해 나에게 주어진 그 권능을
통해, 이 메달은 수십억의 영혼들을 구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는 가능한
일인데, 왜냐하면 어떤 영혼이 열린 마음으로 이 메달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로 인하여 회개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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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의 메달을 받는 모든 이들은 이 “십자군기도 (115) 회개의 은사를 위하여” 를 바쳐야만 한다.
“오, 구원의 어머니, 어머니의 구원의 눈물로 제 영혼을 덮어 주소서.
제가 의심을 품지 않게 하소서. 당신 아드님의 현존을 느끼도록 제 마음을 들어 올려 주소서.
저에게 평화와 위로를 주시고, 제가 진심으로 회개하도록 빌어 주소서.
제가 진리를 수용하고 마음을 열어, 당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