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MLC 의 활동 

 - 2019 년 생활 목표 

 인천 MLC 는 2018 년에 한국에서 개최한  

 제 7 차 총회의 도전과제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2019 년 생활 목표로 『세상안에서 마리아니스       

트영성을 깊게 살아내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행 계획으로 ‘세상안에서 마리아니스트 가족정신을 삶으로       

드러내기, 마리아와 맺은 봉헌의 삶을 위한 계속적인 양성, 마리아의 선교 사명에 

협조하기’를 정하여 각 공동체의 상황에 맞는 실천 사항을 정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  마리아니스트 양성 

⦁ 현재 12 명의 청원자들이 FMI 수도자들에게 봉헌을 위한 양성교육을 

   받고 있으며, 15 명의 관심자들이 청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마리아니스트 영성공부 및 심화하기 

⦁공동체 모임: 매월 1 회 교재연구와 나눔, 기도, 피정등 신앙생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마리아니스트 영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2019 년 연구교재 :에셈북스 출판 ‘보르도의 복자 샤미나드’) 

⦁영성의 심화: 좀더 깊은 마리아니스트 영성생활을 원하는 회원들을 위한 심                

화반으로 평일반, 주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월 2 회 모임) 

              (2019 년 연구교재 : 에셈북스출판 ‘예루살렘에서 서울까지, 한                 

마음 한뜻 마리아니스트공동체’ ) 

⦁기도 생활 : 매일의 삶에서 마리아니스트 봉헌기도와 세시기도를 바치며, 월                

례미사, 피정, 전례 안에서 마리아축일 지내며 마리아니스트 삶                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마리아니스트 가족과 협력하기 

⦁ 마리아니스트 가족과 연대하기: 마리아니스트 세계기도의 날, 가족캠프, 

성지순례, 피정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지순례에는 한국 방문 



중이었던 일본 FMI 수녀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연피정에는 

FMI 총장이신 프랑카 존타 수녀님께서 “아델수녀님의 영성”을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으며 함께 한국 방문하신 교육부장 끌로띨드 수녀님, 재정부장 이복순 

미카                 엘라수녀님을 환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타 공동체와 연대하기: 피정이나 성지순례, 야외나들이를 하거나 공동체                

축일미사에 서로 초대하고, 공동체장 및 삼부장모임을 통하여                회원들의 

활동 내용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 사도직 활동 

⦁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와 연대 : 인천교구내의 대학병원 환                

우들을 위하여 전례 봉사(매주), 인천교구내의 요양원 음악봉사                (월 

1 회)를 하고 있습니다. 

⦁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한국내의 마리아니스트 가족과 연대하기 :                  

FMI 청소년센터(주 1 회), SM 샤미나드요양원(월 1 회)에서 노력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 기타 : FMI 인도의 선교후원, 미혼모를 위한 쉼터와 다문화 가정 후원으로                

물질적 나눔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전 과제 

⦁ 젊은이 양성 : 젊은이들의 신앙의 무관심과 진로의 불확실성으로 지속적으               

로 마리아니스트로 현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도울 수 있는 계획 세워 실행하기 

⦁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사도직: 물질적인 가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하여 실행하기  

 

인천 MLC 를 소개할 수 있도록 지면을 할애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북미지역  

모든 회원이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의 도움으로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에 더욱 

다가 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FMI(한국,인천)와 성지순례 

  2019 년 5 월 5 일  

 

 

 

 

 

 

 

  아델, 원죄없으신 마리아, 아장 

  3 개 공동체의 성지순례 

 2019 년 6 월 23 일 

 

 

 

 

 

 

 

  영성심화 모임 피정 

  2019 년 8 월 24 일 ~25 일 

 

 

 

 

 

 

 

 

 

 

FMI 총장단 환영 행사 

2019 년 9 월 8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