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결된 공동체 

코로나 대유행과 관련하여 사람들 사이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움에 떨고 있고 불안해하고 경제적 안전성에 대해 확신이 

없고, 슬퍼하며, 사랑하는 이를 잃고 눈물을 흘리며, 또한 성체를 모시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삶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갈망합니다. 

정상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정상이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생기지 않을 까 싶습니다.  

이 시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격리라는 것은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람은 서로 의존하며 삽니다. 가까운 파트너, 공동체, 동료, 또는 낯선 사람이라도,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국이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남이 그리울 때, 복자 샤미나드 신부님, 복자 아델 수녀님, 그리고 마리-테레즈의 

삶과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망명한 사람의 삶과 편지 쓰기, 어려운 시기에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 연락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신과 더 큰 그 

무엇의 일부라는 것을 알 듯이, 우리 공동체도 그렇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는 종종 샤미나드 신부님이 교우회 내에서 하위그룹을 가졌던 것과 같이 공동체의 

공동체로 되어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공동체들은 자율적이지만, 서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더 큰 마리아니스트 가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도 연결되어 있나요? 

회원들이 지역 마리아니스트 가족 평의회에 참여하나요?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으로 다른 

공동체와 함께 모이나요? 여러분과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원봉사를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다 광범위한 평신도 활동을 지원했나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길 기대하며, 거리 상으로 가깝고 먼 것에 상관없이 

마리아니스트 가족 내 다른 이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방법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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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연결 

성모방문 마리아니스트 주 공동체 

(Visitation Marianist State 

Community) 회원은 미국 전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주말 피정을 

위해 매년 두 번 모이며, 피정과 피정 

사이에는 개별적으로 편지나 통신매체 

등을 통해 만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이번 여름에 열리는 2020년 

평신도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어서, 

2020년 봄 피정은 취소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컸기 때문에, 공동체는 온라인 공동체 회의를 계획했습니다. 

세 시간 동안 지속된 회의를 통해 회원들은 서로 소식을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팟캐스트를 

듣고 주제에 대해 함께 고찰하고, 심지어는 모두가 먹는 시간도 할애했습니다. 서로 

교류하는 동안 많은 은총이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온라인 모임에 매우 만족해, 향후에도 

온라인 회의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