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미나드의 해
2011 년 6 월
담당: 라틴 아메리카 MLC
주제: “새로운 세상에서의 선교사 윌리암 요셉 샤미나드”
이번 달의 세부적인 일정들
·

2011 년 6 월 2 일: 주님의 승천: Luke 24:46-51

·

2011 년 6 월 12 일: 성령강림절 : Jn 20:19-23

다락방(최후의 만찬장소)에서의 시간
6 월 2 일- 12 일(매일)

성령께 드리는 로베나
“마리아와 제자들, 예루살렘의 첫 번째 공동체”
아래의 슬로건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오시는 성령을 무한한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청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망또의 보호아래 있으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현존
안에 둡니다. 우리는 또한, 창설자 복자 윌리암 요셉 샤미나드 신부님의 탄생 250 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올해를 기념하며 성령께 기원합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우리의 열망하는
마음들, 개인적인 인내심 그리고 일원으로서의 노력들과 기도와 희생의 하는 동안의 충돌
안에 은총의 충만함을 쏟아 부어주실 것이고, 이것은 평신도와 봉헌된 마리아니스트로서의
서약과 사랑을 새롭게 하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A) 매일의 시작기도:
주님, 저희의 삶의 순간에서,
저희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일치된,
새로운 성령강림의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는 마리아와 함께 협력한다는 것을 믿으며,
마리아께서 풍성한 결실을 만들었던 같은 성령 안에
저희 자신이 함께 있으며,
저희의 삶, 또한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며,
저희가 어디에 보내지든지 저희는 생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오, 물이신 성령이여,
저희를 정화시키시고 저희의 삶이 풍성하게 하소서.
오, 불이신 성령이여, 저희에게 선교사의 열정을 다시 일깨워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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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바람이신 성령이여, 저희에게 활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저희를 들어올려주소서.
오, 기름이신 성령이여,
저희에게 기름을 바름으로써
저희는 가난과 고통에서 해방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이여, 저희를 새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창설자 복자 윌리암 요셉 샤미나드께서 하신 것처럼,
저희를 새로운 마리아니스트 성령강림으로 일으켜 주시고,
선교로 나아가도록 하소서. 아멘.

찬가

(각 지역 및 장소의 특수성에 따라서)

기둥의 성모여, 저희에게 신앙 안에서의 견고함과 희망 안에서의 확신 그리고 사랑
안에서의 항구함을 주소서.

B) 성령의 청원기도
오 주님, 당신의 첫 번째 제자들처럼 저희도 모여, 한번 더 성령께 간청합니다. 저희는
예수님 부활의 확신이 저희에게 주는 기쁨과 열망을 담아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참다운 선교사로서의 당신의 제자가 되는데 필요한 견고함과 일곱 개의 선물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셨던 당신의 무한한 자비를 간청합니다.
저희에게 보내주신 일곱 가지의 선물들.
효성의 성령,
지식의 성령,
통달(분별)의 성령,
슬기(지혜)의 성령,
의견의 성령,
하느님의 두려움의 성령,
굳센 의지(인내)의 성령.

(일곱 개의 초에 불을 켠다)

C) 성령의 짧은 찬가

모두:

성령이여 오소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기도 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내려오소서.

혼자:

성령이여 오소서!!

모두:

성령이여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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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청원기도 찬가
모두:

성령이여 오소서!!

D)
오 주님, 당신의 일곱 개의 선물들이 저희에게 자비의 열정적인 정열을 불어 넣어 주시고,
자식으로서의 의무가 저희의 가장 약하고 가난한 형제자매들에게로 향하도록 저희의
서약을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할 것을 다시 선언하며 당신에게 청합니다.
오 성령이여, 삶의 증여자시고 저희의 변호자시여, 신앙의 단단한 바위 위에 서 있는 이
기둥의 이미지로 보이는 마리아께서는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고 마리아여,
당신의 아드님의 첫 번째 걸음을 협조하셨던 것처럼, 또한 예수그리스도의 깊은 이해
안으로 저희를 이끌어주소서.

E)

혼자:

오, 성령이여 내려 오소서!!

모두:

오, 성령이여 내려오소서!!
오, 성령이여 내려오소서!!
오, 성령이여 내려오소서!!

침묵 중에, 오직 선물인 일곱 개의 촛불에 불이 켜져 있다.

마지막 날, 잠시 동안 성체 조배를 한다.
주님의 기도를 드린다.
사제들이 우리에게 강복을 준다.
성령을 부르는 찬가로 마친다.(각 장소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원죄 없으신 동정 마리아를 통하여
모든 곳에서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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