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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과 기도

샤미나드 신부님처럼,
마리아와 함께 하는 새로운 세상을 위한 예언자들

묵상
샤미나드 신부님께서는 그 당시에 교회의 마지막 시기는 “ 마리아의 시대” 가
될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셨습니다. 그 분 이후, 마리아의 사도적 역할은
마리아의 영적 모성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샤미나드 신부님께서는 거룩한 동정녀의 갈망은 그리스도 이후 모든 자녀들을
언제나 당신의 ‘ 사랑으로 낳는 것’ 이었다는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된 마리아께서는 모든 자녀들을 단지 예수 그리스도
같은 단 하나의 자식으로 낳으셨습니다. (L.III. 728)
신부님께서는 마리아니스트 가족의 미래 사도직 안에서 마리아께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예언과 예수께서 돌아가시며 유언으로 우리에게 마리아를 남겨주신
것에(요한 19, 26) 영감을 받아, 샤미나드 신부님께서는 마리아회를 창설하실
때 랄란느 신부에게 “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여, 여인(마리아)의 발뒤꿈치에
겸손하게 머뭅시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원죄없으신 잉태의 장엄한 예식으로 기념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이브이고 살아있는 이들의 어머니인 이 특은을 받으신 여인을
기념할 것입니다.
창세기의 예언을 들읍시다. (창세 3, 15)
‘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여기서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마리아가 그 어머니인 신비체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샤미나드 신부님께서는 우리에게 ‘ 마리아의 시대를 살자’ 고 그리고

‘ 마리아께는 모든 형태의 악에 대항할 그분의 투쟁을 도와줄 사도들이
필요하다.’ 고 우리를 환기시키십니다. ‘ 동정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지도아래, 그분의 첫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형성되게 맡겨드리며 좋은 성과를 확신합시다.’
샤미나드 신부님께서는 오늘도 거듭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 그리스도화”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와의 일치는 우리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입니다.
이 닮음(그리스도와의 일치)은 우리의 인격 전체에 확장될 때까지 우리 안에
깊어 질 수 있습니다.
샤미나드 신부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해를 맞아 우리가 참된 마리아의 사도가
되고, 마리아의 사명을 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신부님의
중재를 청합시다.

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은총을 통해 그 분들 곁에 계시는 마리아의 현존과 함께 한다.
2) 12월 8일 미사 독서중 하나를 다시 읽는다.
•

창세기 3, 9-15. 20.

•

에페소서 1, 3-6. 11-12

•

루가 1, 26-38

☞ 마리아와 함께 그 말씀들을 묵상한다.
☞ 마리아의 성소와 사명의 빛으로 그 내용을 관상한다.
☞ 악의 승리자로서 하느님의 창조물을 영예롭게 하시고 모든 인간을
명예롭게 하신 “ 지극히 거룩하신 분” 이신, 마리아께서 보신 것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느님께 청한다.
☞ 뱀의 머리를 짓밟는 마리아의 모습을 관상한다.
☞ 다른 이들과 함께 기도한다면 약간의 침묵기도의 시간을 가진 후 기도의
열매를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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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정녀 마리아께 기도하기
o 묵주기도 10단 (나누고 싶은 지향과 함께)
o 성모 호칭 기도
4) 복자 기욤-죠셉 샤미나드께 기도하기

복자 샤미나드 신부님 , (기도마다 부르기)
-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질만능과 권력에 대한 갈증, 부정의가 만연한
이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해방자이시라는 당신의 확고한 신앙을
본받게 저희를 가르치소서.
- 오늘날 세상의 현실과 직면하며 다른 이들에 대한 무관심속에 살지
않게 저희를 가르치소서
- 당신으로부터 오는 보물을 받을 줄 알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게

저희를 가르치소서
- 저희가 그럴만한 자격이라곤 전혀 없이 오직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사랑 덕분에
불렸고, 세례를 받았고, 파견된 사람들임을 인식하게 저희를 가르치소서
- 당신의 용기를 본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리아니스트로서
존재하는 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당신의 용기를 본받게 저희를

가르치소서

- 예수님의 제자와 마리아의 자녀로서의 저희의 신원의식을 표명하게

저희를

가르치소서
- 당신의 선교사다운 창조 능력을 저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모든 곳에
소식을 전파할 기회들을 만들어내고 그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쁜

영감을 얻게

저희를 가르치소서
- 전체 교회와 함께 복음화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 저희를 가르치소서
- 교회의 사명을 위해 저희의 인력과 시간을 너그럽게 제공할 줄 알게 저희를
가르치소서
- 정의의 실현과 신앙의 발전이 가장 필요한 곳에 현존하게 저희를 가르치소서
- (그 밖의 개인지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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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기도 (원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축일 미사 본기도)
주님, 당신은 이미 당신 아들의 죽음에서 오는 은총을 통해 모든 죄의 물듦에서 벗어나
예비된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녀를 통하여 당신 아들의 거룩한 성소를
마련하셨나이다. 저희가 이 지극히 깨끗하신 어머니의 중재를 통해 깨끗해진 당신께
이르게 하시고 또한 모든 악에서 구하소서.
(자료제공 : 콩고 보카의 마리아회 M. R. 수사)

IL CARAVAGGIO (카라바조) – Madonna con serpente – 1606, Galleria Borghese, Roma

2011‐12

묵상과 기도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