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기도
사랑하올 천상 어머니

파티마의 성모, 평화의 모후님!

파티마의 히야친타와 프란치스코 두 성인과 하느님의 종 루치아 수녀님,
이 어린 목동들의 중재를 통하여, 여전히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작고 가련한 자녀인 저희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세상에 오직 평화를 얻도록 전구를 청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있는 모든 곳을 위해, 특히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증오와 폭력을 겪는 무고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소서.

어머니이신 당신의 사랑과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죄인들의 회심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전 세계를,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봉헌하나이다.
저희는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고,
작은 희생을 실천하며,

저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매월 첫 토요일에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을 기리며
미사를 봉헌하고자 하나이다.

평화의 모후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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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우리 모두가 피하고자 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시

상황입니다. ACN은 이전부터 우크라이나 교회를 지원해 왔으며, 이토록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우크라이나 교회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2022년 3월 6일 사순 제1주일 삼종기도 이후 “우크라이나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의 성모 마리아께 형제자매로서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ACN 또한 동참하며, 여러분께서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여 주실 것을 청합니다.
마틴 바르타 신부(ACN 본부 지도 신부)

평화를 위한 특별 기도 캠페인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파티마의 메시지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1984년 3월 25일 세계와 러시아를 성모 성심께 봉헌했습니다.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는 1917년 5월 13일 첫 번째 발현에서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라고 하셨으며, 같은 해 7월 13일 두 번째 발현에서는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의 종식을 위해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묵주기도 성월인 10월 13일, 세 번째 발현에서

성모님은 “나는 묵주기도의 여왕이다. 계속해서 묵주기도를 바쳐라!”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자녀이며, 하느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 마리아에게, 어머니의 보호에 맡기셨습니다.
천주의 성모님의 강력한 중재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ACN은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특별 기도 캠페인’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모든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하느님께 간청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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