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금요일 마그니피캇은 샤미나 신부님의 탄생 250주년 기념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금요일 마그니피캇은 금요일마다 마그니피캇 기도문을 읽으며 마리아 수도
회 신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통로였을 뿐만 아니라, 마그니피캇 기도문대로 살아가기
위한 정의로운 일들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마리아 수도회 신도들을 인도해 주었습
니다. 샤미나 신부님의 삶은 그를 따르는 많은 이들에게 시대별 암시와 신호들을 읽을
수 있게 영감을 주었고, 또 믿음과 정의가 필요한 곳에 응답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내년에는, 여러분은 매달, 우리 마리아 수도회의 전통과 유산에 대해 들을 것입니다. 또
한, 세계 곳곳에서 마리아 수도회의 정의를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비록 자세한 글은
없지만, 그 노력들을 담고 있는 사진을 매달 실을 예정입니다.
마리아 수도회의 공식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스페인어를 제외한 그 밖의 언어
를 사용하는 신도들을 위해서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로 된 마그니피
캇 기도문의 인쇄를 시작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매달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www.Marianist.org  에 가
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신: 만약 여러분이 금요일 마그니피캇을 직접 받지 못하고 있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
릭하시면 정기적으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기쁜 희망의 공동체 건설하기 !

세계 MLC 회장  Isabella R. Moyer

“새로운 세계의 선교사!”이셨던 복자 윌리암 요셉 샤미나드 신부님은 프랑스 혁명 이

후 격동의 세계 속에서 새로운 모습의 선교사 이셨습니다. 아델 드 바츠 드 뜨랑켈레옹,

마리 테레스 드 라무루스와 함께 그 분은 교회를 위해 상호 공동의 지도력과 책임감의 모

델을 제시하셨습니다. 샤미나드 신부님은 남자, 여자,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등 모든 사

람들의 재능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세속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 사회에서 종교적 무관심에 직면하고 있

습니다.  또한 소중한 생명의 고귀함을 무시하는 폭력의 공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모든 남녀의 천부적 존엄성과 인권을 거부하는 빈부의 큰 격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간의 제도와 지도력의 구조적 모순에서 오는 죄악으로부터 고통을 받

고 있습니다.

만약 복자 샤미나드 신부님께서 우리 시대에 태어났다면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마

200년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제안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쁨으로 가득 찬

크리스챤 공동체의 건설과 모든 이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성인들의 모습으로, 부숴지고 상

처받은 우리 세계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입니다. 복자 샤미나드 신부님은 과거의 분노와

그가 사랑했던 교회와 당신을 파괴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을 품는 데에 당신

의 에너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다양한 계급과 직업을 가진 남녀 여러 공동

체 안에서 그 당시 영혼의 일치를 이루는 교회를 재건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이들 공동체

들은 성모님 주위에 모여, 성모님에 의해 양육되고, 성모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는 것을 자

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챤의 삶 속에서 양성, 지원, 자양분을 제공했으며, 진

정한 가족 정신을 가지고 전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오늘날 복자 샤미나드 신부님의 메시지는 역사적 시간을 초월하여 다양한 문화의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 없는 성장 속에서 증거되고 있으며, 우

리 세계적인 마리아니스트 가족간에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복자 샤미나

드 신부님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세상 속에서 선교사가 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