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대의 징표 

 

먼저 Covid-19라는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는 마리아니스트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

한다.  

심각한 감염병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2년 가까운 긴 시간은 우리의 일상, 

사고, 그리고 굳건하다고 믿어 온 신앙까지, 모든 것을 흔들고 있다.  

나약한 사람들은 질문한다.  

‘하느님께서 계시다면 왜 세상을 이렇게 질병과 가난과 혼란 속에 있게 하냐고….’ 

하느님께서 대답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내지 않았느냐고.’ 

샤미나드 신부는 이러한 시대의 징표에 민감하지 않으셨던가? 

우리의 창립자 샤미나드 신부와 아델 수녀는 말한다. ‘시대의 징표’에 민감하라고, 

하느님께서 원하는 것을 찾으라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찾아 일하라고’  

이것이야 말로 마리아의 선교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다.  

긴 시간의 위기 속에서 창립자 샤미나드 신부의 시대 안으로 들어가 보며 ‘하느

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는지, 무엇이 유용한지’를 깊이 생각하게 한다.  

“장애물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움 없이 변화는 없습니다. 인내로울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습니

다.” 

“단순성을 갖고 하느님을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골치 아픈 일에 당황하지 말고 하느님을 기쁘게 하고 평화를 유지하십시오.” 



시대의 징표를 읽은 샤미나드 신부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마리아니스트 영성은  

지금의 어려운 시기에 진정으로 꽃을 피울 수 있는 보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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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는 마리아니스트 - 

열려 있는 공동체, 매력적인 공동체 만들기 4년차 

 

2020년 길게 중단되었던 미사는 2021년 다시 시작되었다. 마리아니스트 센터라는 

공간 안에 20명 ~ 30명이라는 제한된 인원으로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공동체의 

만남 속에서 안부를 묻고 소식을 나누며 활력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미사만 허락되는 방역 단계였기 때문에 매주 공동체 별로 해오던 공동체 영성 

나눔이나 다른 활동들은 할 수 없었다. 긴 휴식은 우리를 목마르게 했다. 각 

공동체별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몇몇 공동체들은 화상으로 

또는 한국의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생각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화상으로 

각공동체장과 공동체 3부장들이 만나 Covid-19시대에 어떻게 공동체를 잘 

이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을 하는 자체 만으로도 마리아니스트 가족의 

연대를 갖게 했다. 어느 공동체는 개개인의 환경 실천 운동을 통하여, 어느 



공동체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도를 통하여, 어떤 공동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기부를 통하여 시대의 징표에 민감하고자 했다.  

5월 성모의 달 성모님께 이 어려

운 시기에서 읽을 수 있었던 5개

의 지향으로 묵주기도와 촛불, 꽃

을 봉헌하였고, 평화를 위협받고 

있는 미얀마, Corona-19의 심각한 

위험을 겪고 있는 인도의 마리아

니스트를 위한 기도와 도움을 봉

헌하였다. 

미얀마는 지원 루트가 없어서 예

수회를 통하여 양곤과 비고 지역의 각 가정에 식재료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보내

졌고(약 $ 870), 인도를 위한 후원금은 미국 SM관구를 통해서 보내질 것이

다.($8,000)  

시대의 징표를 읽은 샤미나드 신부의 삶의 방

법이 우리를 기쁨과 평화 속에 살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