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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 년 도쿄에서 SM 회원들이 작은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아직 세속적 정책의 영향 

하에 있었고 바깥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활동은 (“거류지”라는 외국인 정착지로 불리는) 아주 

작은 지역으로 제한되었습니다.   

1924 년 샤미나드의 집 (수도원)이 건립되었고 

선교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49년 FMI의 두 분이 도쿄 교외에서 선교활동과 수도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으로 시작해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마침내 고등학교까지 성장했고 

선교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제 2차대전 이후, 일본에 재속회 (AM) 지부를 설립하려는 노력이  헌신적인 

구성원 중심으로 있어왔고 이제 이러한 움직임이 세계로 퍼져 나가 여러 언어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니스트 가족의 네 지부에서 재속회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나라는 몇 없습니다. 일본은 그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일본에서 MLC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했으며, 이제 

4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덟 공동체가 활동 중이며 도쿄와 

다른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마리아니스트 나무”는 네 지부, SM, FMI, AM, 및 MLC의 역할과 일치를 

보여줍니다. 각 지부는 마리아니스트 임무에 대한 각자의 계획에 따라 

활동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를 알아보고 최선의 

노력으로 충족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MLC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일본 대표 히라타 키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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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과 함께: 마스크와 “마리아니스트 카드” 

 

희망적이기는 하지만 코로나 사태에 직면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어린이들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MLC로서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2020년 상반기 목표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활동이 주목을 받았는 데, 개인과 그룹 

별로 마스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스크는 만든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마스크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코로나가 곧 사라지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랬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코카 학원 초등학교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아이들과 함께 자주 했던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활동은 5 년 동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MLC 회원 중 몇 분은 

11 월이  되면 도쿄에 있는 코카 학원 

초등학교의 샤미나드회 회원들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학생들과 묵주, 책 등, 

여러 가지를 만드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했던 활동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마리아니스트 카드” 만들기였습니다.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0 개의 작은 백지카드를 준비하면, 학생들이 

샤미나드 신부님과 아델 바츠 드 뜨랑켈레옹 수녀님에 대한 일화를 카드에 

그립니다. 동시에 선생님들과 MLC 회원들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학생들은 이야기를 읽어주면 그림과 이야기를 일치시키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두 분에 대해 더욱 잘 알아가게 됩니다. 그림을 그린 후 카드를 가지고 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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