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성: 마리아니스트 삶의 중심 

 

마리아니스트 평신도 공동체(MLC) 국제기구의 북미, 아시아, 호주, 

아일랜드 지역 책임자인 마르시타 라일리 회장님으로부터 전 세계 

MLC 에게 매우 중요하고 또한 원칙적인 주제인 양성에 대한 짧은 

글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MLC 의 삶에 있어 양성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양성은 여러 MLC지도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양성교육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은 이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업을 

마련하고 있으며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 북미 MLC에서는 한 해 동안 지속되는 

“(하느님의 뜻에 대한) 분별”의 기간을 도입했습니다. 현재 전염병으로 인해 직접 만날 수는 

없는 가운데에서도, 북미지도자들은 Zoom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원격으로 

조정하면서 이 사업을 마련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재조명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힘차게 전진하여 미래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양성교육에 매우 적합합니다. 국제기구는 이 대담한 사업에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또한, 전 세계, 특히 캐나다, 프랑스 (La Madeleine), 스페인 (La casa de María), 그리고 

아마도 라틴 아메리카, 한국, 인도, 일본과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교육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보통 공동으로 진행되며, 마리아니스트 가족의 공통된 공유 

사명이며, 각 지부는 각자의 능력과 삶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이를 구현합니다. 

왜 양성일까요? 양성은 마리아니스트 가족과 MLC 의 삶과 성장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마리아니스트가 되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적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샤미나드 신부님과 아델수녀님의 영성에 

충실하고 평신도 또는 마리아니스트 평신도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니스트 가족 내에서 자신의 소명을 더 잘 이해하고 완전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2018년 8월 대한민국에서 열린 제 7회 세계총회에서는 향후 4 년 동안 도전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정했습니다. 양성이라는 주제는 당연히 앞으로의 도전과제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런 과제에 대한 도전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더욱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입니다. 

마르시타 회장님이 저의 첫 회보를 발표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제목은 “변화됨과 변화함 - 

마리아니스트 평신도 공동체의 양성” 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이 회보를 통해 

여러분과 저의 성찰과 직관을 겸손하게 나마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노하우나 조언을 

드리자는 것은 아니며,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풍부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계시던 그 나라에 딱히 정해진 사업은 없습니다. 이제 곧 받으시게 될 

회보는 영광스러운 양성의 장소로서 하느님의 말씀, 공동체, 성모님,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는 은사의 풍요로움과 설립자들이 양성에 대해 가졌던 신념을 

보여줄 것입니다. 초기 및 지속적인 양성, 영적 동반 및 내면 생활의 보살핌을 통해 끊임없이 

갱신되는 마리아니스트 가족의 삶에 대한 선택을 제안하며 또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사명에 

대해 더 강하고 의식적으로 매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의 빛을 전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 더욱 열정적이고 더욱 연대하며 더 

고민하는 선교의 길로 나아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 나은 마리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 까? 생각해보기 위함입니다. 

2021년에는 여러분 모두 멋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리아니스트 가족으로 살며, 

마리아니스트 가족에 대해 알아가며 그 안에서 봉사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