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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암 요셉 샤미나드
성소의 깨달음

샤미나드 신부는 그의 인생을 통하여, 그의 완전한 헌신과
거룩함을 통하여, 그리고 많은 모든 종류의 성소들을 포함하여 사람들
안에서 위대한 열정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의 몇 가지 주목할만한 결과들을 살펴봅시다.

1795 년- 공포의 박해 이후 보르도에서
박해가 좀 완화된 후에, 샤미나드 신부는 개인적으로 도시의 젊은이들의 상황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심러(Simler) 신부는 여기에서 어떻게 그의 활동들이 있었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많은 인원에
이르게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는 좀 나은 시대가 왔을 때, 샤미나드 신부는 최소한 미래의
사도직에 유능한 협력을 할 수 있는 엘리트 젊은이들을 준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성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마음들을 위한 뛰어난
달란트가 주어졌고, 그는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지역의 중심과 그 시간들에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시기에
분리된 모임들에서, 그는 위험한 그들의 신앙과 드러난 그들의 품행들을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신앙과 드러내게 된 그들의 위험한 품행들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도직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래에 그들이 맡게 되기를 원하는 역할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데니 죠프레(Denys Joffre), 그는 보르도 전체 교구가 나중에 ‘Gaillan 의 거룩한
사제’라는 이름으로 생각했고, 진정으로 샤미나드 신부를 존경했습니다.

데니스(Denys)는 그의 느낌들을 그의 신부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저의 마음속에서 찾고 있었던 사제를
찾았습니다. 그는 성인이고, 그는 저의 안내자이고, 그는 저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결정은 어느 때 보다 확고부동합니다. 저는 내가 원하는 만큼 빨리 사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매일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저는 저녁을 제외하고는 이 성인을 보러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낮과 밤에 저를 곧 보호하게 될 것이고 제가 그의 첫 번째 제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희망이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같은 시간에, 우리는 그의 주변에 있는 같은 마음가짐으로 영감을 받게 된 다른 젊은이들을 찾았습니다.
Raymond Amis 은 그들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사제가 되었고, Gironde 에 있는 Hourtin 의
사제로서 선종했습니다. 또 한 사람, 굴리암므 브에(Guillaume Bouet)는 우리에게 좀더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보르도 출생이었고, 1796 년에 30 세였습니다.. [그리고] 성직자가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40 세가 좀 지난 후.. 그는 샤미나드 신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1846 년 8 월 20 일]: “우리가 했던 몇 개의
회의에서 저는 하느님의 축복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모임에서, 당신은 저의 기질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로 움직 였습니다. ( Simler – ch. 6).

1795-1836 –마리 데레즈 드 라무르즈( MARIE THÉRÈSE DE LAMOUROUS )
마리-데레사(1754-1836)는 1795 년에 처음으로 그녀 자신이 샤미나드 신부에게 신뢰했을 때, 그녀는
거룩함에 대한 큰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 안에 있는 두 가지 의 장애물들을
보았습니다.
1) “하느님은 당신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특히 하느님께 온전히 속하게 되는 큰 열망 … 당신은 아직 큰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도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굴복하지 않을 당신의 본능, 감정,
상상 또는 정신에 있지만 당신의 내면 안에 주인으로서 통치하기를 바라는 하느님께 순종 합니다… 당신이
실천하는 덕행의 활동들은 매우 불완전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총에 의해 인도되는
것보다 당신의 동기 또는 당신의 상상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입니다.” (1796 년 5 월 27 일 L I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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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신의 상상은 당신에게 큰 영향력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당신을 괴롭게 하는 습관적인 근심의
주요과정입니다(Ibid.).” 그는 여기에서 계속 그녀를 괴롭히고, 녹초가 되게 한 그녀의 양심의 가책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에서 완전하게 치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데레즈가
혁명의 범죄들을 위한 회복에 하느님께 봉헌문을 작성했을 때, 1796 년 12 월에 나타난 결과들 중
하나입니다.

망명생활에서, 샤미나드 신부는 그녀에게 33 통의 지도의 편지들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노트에 적어
놓았던 편지들을 보존하게 된 그것들입니다. 그녀가 노트에 적어놓았던 것을 보존 하게 된 33 통의 지도의
편지들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모든 간청들을 하는데 열렬함, 관용, 주의 깊게 되는 것을 을 절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

박해 기간 동안에 그녀는 큰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을 크리스챤 봉사에 헌신
했습니다;

•

그녀가 리더가 되었을 때, 소달리티가 탄생되었습니다.

•

1801 년에 그녀가 창립자가 되었던 수도회의 발생은 회개하는 소녀들을 위한
미세르코르디 (Miséricorde)의 집의 책임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사라고사에서 그녀에게 보낸 샤미나드의 편지들은 마리-데레즈에게 그녀의 생애 마지막까지 계속 주었던
샤미나드의 영적지도의 기록을 적은 마지막 편지들입니다.
한번 그들은 함께 보르도에 있었을 때, 그들은 서로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다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36 년 동안, 그들은 서로 간에 몇 분간의 거리에서 지냈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녀에게 주었던 영적지도의 내용 또는 방법론에 대해 어느 것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녀의 인생 안에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일에서 그녀가 그의 보호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마리데레즈 샤롯 드 라무르즈(Marie Thérèse Charlotte de Lamourous) 는 그녀가 알지 못했던 사명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요셉 스테파넬리(Joseph Stefanelli), 마리 드 라무르즈
( Mlle de Lamourous),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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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828 – 아델 드 바츠 트랑꿸레옹(ADÈLE DE BATZ DE TRENQUELLÉON)
샤미나드 신부는 아델에게 주었던 지도는 완전하게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보르도에서
140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에서 살았습니다. 1808 년에 아델은 보르도에 있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의
소달리티의 존재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그것은 샤미나드 신부님과 함께 안내자들에 의해 중재자들을 통하여
보다 깊고 깊은 기원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쟝 지역의 젊은이들의 그룹 (작은 회)은 보르도의 소달리티와
이렇게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1810 년
초에 시골의 복음전파를 위하여
개인적인 축성의 생활을 하고자 하는
아델의 마음 안에서 수도공동체 창립의
“소중한 계획”은 성장했습니다. 아델은
샤미나드 신부님과 함께 중대한 이
결정을 위하여 대화를 다시 할
것입니다. 그는 아델의 직감에 관하여
심화되도록 그녀를 지도하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격려하는데 확실한 점들은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 소중한 계획을 격려했던 아쟝의 주교에게 의지하여 어떻게 굳게 잡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데레즈 드 라무르즈는 1816 년 5 월 25 일에 새로운 창립을 돕기 위해 아쟝에 있었습니다.
샤미나드 신부 자신은 6 월 8 일까지 처음으로 아델을 만났습니다; 결정적인 첫걸음은 아직 그녀를 만난 적이
없이 그 결정적인 첫걸음은 받아들였습니다; 신뢰의 아름다운 표지, 그가 거기에 응답이 있었음을 느꼈을 때,
그는 지도의 목표를 보았습니다. 더욱이, 개인의 식별을 위한 그의 위대한 수용능력의 아름다운 표지
그는 1818 년 그녀의 생애 마지막까지 원장으로서의 책임을 가졌던 아델(추후 원죄 없이 잉태 되신 어머니
마리아)을 돕는 것을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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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수도회를 다른 수도회와 구별하는 것은 영혼들의 구원에 대한 열의입니다:당신들은 신앙과 덕행의
원칙에 대한 지식을 널리 전파해야 하고 크리스챤들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신앙에 대해 가르쳐야 하고, 모든 사회 계층의 젊은이들에게 덕행을 가르치고, 그들이 진정한
소달리티들이 되도록 돕고, 전체적인 또는 부분별 또는 작은 그룹 등..의 모임들을 조직 하고 .. 젊은 이들이
피정을 하도록 격려하고, 그들이 생활상황들에서 선택하는데 그들을 지도하십시오. Your 당신의 모든
공동체들을 신앙의 선교사로 형성하십시오” (1815 년 10 월 3 일, 아델 드 트랑꿸레옹에게 보낸 편지).

소달리티 안에서, “15 명의 소달리티”
“젊은이들의 그룹에서, 1816 년 같은 해 동안에, 15 명의 고결한 소달리스트들이 세상 안에서
수도자로서 생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나중에 다시 거론될 이름들을 적습니다:
비동(Bidon), 깡또(Cantau),랄란느( Lalanne),꼴리노( Collineau),오귀스뜨( Auguste), 끌루제
(Clouzet), 다귀장( Daguzan). 이 젊은이들의 다양한 배경은 보르도의 소달리티의 영감을 준 동등한
원칙과 크리스찬 형제애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1816 년 부활절, 그들의 15 명은 다음의 것을 봉헌을 했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들인 우리는 거룩한
성삼위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의 보호아래에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그리고 선하시고 탁월하신 우리의 주님을 위한 종들을 증가하기 위하여, 함께 일하기 위해 하나로
일치되기를 바라면서 상호간에 서약을 했습니다: ‘각각의 그의 필요들에 따라, 우리는 4 가지의 생활규칙들을
따르기로 서약했습니다: 1. 두 주간 마다 영성체;
2. 매일 묵상; 3. 매일 아침규명; 4. 매일 양심성찰.
‘우리 각자는 참다운 크리스챤 정신으로 학생을 양성할 책임을 집니다.’
‘우리는 생활규칙을 지키고, 학생들의 지도를 맡으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열정의 활동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사항들을 지키며 3 개월 동안 순명 서원을 합니다.
(Gadiou-Délas, 45-46)’”.

1817 년 5 월 1 일 목요일: “ 매우 기념할 만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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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7 년 초에, 보르도에서 중요한 선교활동이 있었습니다.… 보르도 선교는 5 주 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의 특별한 성과들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1,200 명의 근위병들이 거대한 십자가를
모시고 행렬했고 그 십자가를 주교좌 성당 뒤쪽에 모셔졌습니다.
그날은 4 월 27 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5 월 1 일 목요일은 ‘기념할 만한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창설자가 말한 바와 같이, 젊은 쟝 밥티스트 랄란느(Jean-Baptiste Lalanne;21 살)가 샤미나드 신부의 방을
노크했습니다. 그가 면담을 마친 후, 그는 그의 친구 꼴리노(Collineau)를 찾아갔는데, 그는 새로운 수도회에
관한 계획을 즉시 환영했습니다. 기숙사 학교에 있는 그의 동료 뮤수 브루뇽 뻬이에르(Monsieur BrougnonPerrière), 무슈 오귀스트(Monsieur Auguste)도 마찬가지로 그 계획을 환영했다. 그리고 두 상인들인
다귀장(Daguzan )과 끌루제(Clouzet) 또한 이에 찬성했습니다….”
“1817 년 10 월 2 일, 샤미나드 신부의 지도로 준비된 피정 후에, 5 명의 젊은이들은 하느님과 마리아에게
수도서원을 함으로써 자신들을 봉헌하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하였습니다.”
“마들렌에서 멀지 않는 쎄귀르(Ségur )의 뒤쪽에 세놓은 작은 집이 있었다. 그 집이 마리아회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두 명이 더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랄란느 신부는 이렇게 적고 있다: ‘우리 7 명은 하느님의 섭리가
우리의 어깨에 얹어주신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와 기도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려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수도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특수한 옷도 입지 않기로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사제나 또는 수도자 또는 원장이라는 명칭을 피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000 씨;
Monsieur)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축성과 일치의 사인으로서 우리는 오직 금반지만을 끼었습니다” ((Delas
46…48).

모든 부르심… 모든 선교사들
1804 년에 보르도에 있는 신학교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신학교 원장과 신학생들은 소달리티
출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수도회와 (성심의 모임, 성심의 딸들) 그리고 오래된 다른 수도회
들과(우르술라회(Ursulines), 자선회(Daughters of Charity), 갈멜회(Carmel), Nevers 의 수녀회 (Siste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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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s )…) 같은 것이었습니다. 평신도들은 천 여명의 봉헌된 소달리티 중심에서 크리스챤으로서 그들의
성소를 선언했습니다.

1817 년의 선교의 십자가는 선교의 결론에서 성 앤드루 주교좌 성당의 뒤쪽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1830 년부터 그 십자가는 그 성당의 안쪽에 있었습니다.
이것의 표면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열정적인 마음들은 신앙의 이름들로
열매를 맺었다. 최초의, 받침대의 명판을 읽으면: “ 만약 하느님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응답을 할 것입니다.”

이달의 축하의 날: 1: JB 랄란느와 샤미나드 신부님과의 만남 – 15: 성소를 위한 기도의 날
25: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마리아의 딸 수도회(FMI ) 창립 축일 195 주년 (1816 년 5 월 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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