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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호를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너희와 너희 가족의 각 개인에 대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이 특별한 기도는 천주 성부께서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의 보호를 위해 

마리아 천주자비 예언자에게2012년 2

월 20일에 347 번 메시지를 통해 

주신 선물임. 

살아 계신 하느님의 인호

지금 일어나 나의 인호 즉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를 받아라. 내 인호를 인정하고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게끔 이 십자군기도(33)를 바쳐라.

오, 저의 하느님, 사랑하는 아버지시여, 저는 아버지의 신성한 보호의 인호를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받사옵나이다. 아버지의 신성이 저의 몸과 영혼을 영원히 에워싸나이다. 저는 

겸손히 감사드리며 머리 숙여 경배하고, 저의 깊은 사랑과 충성을 사랑하는 아버지이신 

당신께 바치나이다. 이 특별한 인호로써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청하오며, 저는 저의 생명을 다 바쳐 영원토록 아버지께 봉사하겠나이다. 저는 인자하신 

아버지이신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자애로우신 아버지시여, 저는 이러한 시대에 아버지께 

위로를 드리나이다. 세상의 죄에 대한 보속과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저는 

아버지의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아버지께 바쳐 드리나이다. 

아멘.

내 자녀들아, 두려워 말고 가거라. 각 개인을 사랑으로 창조한 너희들의 사랑하는 아버지인 

나에게 의탁하라. 나는 각각의 영혼을 알고 있으며, 너희들을 꿰뚫어 보고 있다. 너희 중 

어떤 자라도 다른 사람보다 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한명의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부탁하건데 나의 신적  자비의 

기도를 계속하여 매일 바쳐라. 이 정화가 왜 필요한지 언젠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사랑하는 천상 아버지

지존하신 하느님



        ise now and accept My Seal, the Seal of the Living God. Recite this Crusade                       
       Prayer (33) to acknowledge My Seal and accept it with love, joy and gratitude.

O My God, My Loving Father, I accept with love and gratitude Your Divine Seal of Protection.
Your Divinity encompasses my body and soul for eternity.  I bow in humble thanksgiving and 
offer my deep love and loyalty to You my Beloved Father.  I beg You to protect me and my loved 
ones with this special Seal and I pledge my life to Your service forever and ever.  I love You 
Dear Father. I console You in these times Dear Father. I offer You the Body, Blood, Soul and 
Divinity of  Your dearly beloved Son In atonement for the sins of the world and for the salvation 
of all Your children. Amen.

Go, My children and do not fear. Trust in Me, Your beloved Father, who lovingly created each of 
you. I know every single soul, every part of you is known to Me.  Not one of you is loved less than 
the other. Because of this I do not want to lose one soul. Not one.
Please continue to pray My Divine Mercy Chaplet every day. One day, you will understand why 
this purification is needed.

Your Loving Father In Heaven

God the Most High

All who accept this Seal will be offered 

protection for each and every one of you 

and your families during the period in 

the lead up to the Second Coming of Christ.

This special prayer is a Gift from God the 
Father given to prophet Maria Divine 
Mercy for the protection of all God's 
Children. It is message 347, received 
February 20,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