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월호을 발행하며 

 

제목: 과감한 결정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미 마리아니스트 평신도공동체 (MLC-NA)는 현재 법인화 과정에 있으며 그에 따라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획을 추진 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지금까지 

자원봉사자에게 많이 의존해 왔다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때로는 살기 바빠 신경 못쓰고, 자원 

봉사자들도 관심을 잃을 때도 있고, 계획한 것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에 MLC-NA 는 마리아니스트 가족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첫 직원을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리직을 맡게 된 사라 우드는 평의회를 지원하고, 커뮤니케이션과 소셜미디어 

분야에서 일관성과 품질을 높이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때마침 운영하기 

시작한 온라인 회원 데이터베이스도 관리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사람들이 

마리아니스트평신도에 대해 문의하거나 어느 평의회 위원이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 

알아볼 때 주요 연락책이 될 것입니다. 사라는 각 지역 공동체 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지역대표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평의회는 이런 많은 역할을 담당해줄 사라를 기쁘게 맞아들이며, 그와 함께 미국 전역에서 공동체간의 

연결을 돈독이 하고 또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체가 계획했던 일들을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사순 시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축복 받으시길 빕니다. 

 

성모님의 사명으로 하나되어 

북미 마리아니스트 평신도공동체 회장 

매트 던 

 

 

  



공동체 소식 

북미에서는, 마리아니스트 은사를 알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마리아니스트 성모방문 주 

공동체”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공동체는 52 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다수의 원년 멤버와 새로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년 멤버들은 대학생 때 교우회 회원이었습니다. 회원의 영적생활의 성장 

외에도, 이 공동체는 샤미나드 신부님 시대에 있었던 에타와 비슷한 방법으로 마리아니스트 가족에게 

봉사해온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회원들은 북미대륙 회의 소집, MLCNA 와 IO-MLC 창설, 그리고 

마리아니스트 가족이 해온 평화와 정의를 위한 노력에 깊이 참여해왔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마리아니스트 

가족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거나 맡아왔습니다. 기존 공동체에 가입하고 은사 안의 삶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보여 주면서, 회원들은 정주서원을 하고 공동체 “삶의 규칙”에 따라 살겠다는 약속을 통해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공동체는 1 년에 두 번의 피정을 진행하며 회원들은 가을피정을 통해 봉헌을 갱신합니다. 공동체는 현재 

교회와 세상에서 치유의 존재가 되는 방법을 파악하고, 평신도가 주도하는 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밑천”이 되는 보조금을 마련하고, 마리아니스트 가족 내에서 세대간 활동을 주도하고 지원하는 등 타인에 

대한 연민과 배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니스트 성모방문 주 공동체는 새로운 회원을 환영하며 

새로운 주 공동체 형성을 돕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