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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과 보르도를 향한 순례

수도회 창립자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기도와 묵상, 1801 년 2 월 2 일.
묵상하기
우리의 기도 안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도보 여행을 상상해 봅시다.

도시의 복잡한 거리를 지나 작은 시골 마을 길을

거쳐갑시다. 복음서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기억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많은 동요를 일으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숯 불이 달구어져 있고 물고기가 준비 된 곳에서, 성찬의 식탁에서 혹은
산상설교가 이뤄지고 있는 산자락에서...

옛 시온 산의 성읍 문턱에 가까이 다가 갑시다. 시온 산 꼭대기에는 최후의 만찬 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비록
시멘트 바닥과 성벽만 보존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초기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많은 이름들이 불리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 이름들은 이러 합니다 : “사도들의 교회, 하느님의 작은 교회, 하느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하느님의 단체, 하느님의 집회,
하느님의 동반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하느님의 교회.”
예수의 공동체가 있었고 그 후 곧바로 성령이 내려오셨던 그 최후의 만찬 실 , 지금은 비록 바닥과 성벽만 존재하지만,
우리는 순례의 여정 안에서 만찬실의 내부공간들과 그 벽들 등.. 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계단을 올라 만찬 실로 들어갑시다. 이른 아침부터 기도를 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곳에는
우리를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으며, 그 위치는 바로 성모님 앞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 그룹
안으로 들어가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를 통하여 일치된 그 공동체의 한 멤버가 되십시오. 최후의 만찬 실, 이곳은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준 곳이며, 처음으로 성찬의 전례가 행해진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은 성령께서
마리아를 축복하셨고, 사도들과 그 곳에 모여있던 모든 남,녀 신자들을 축복하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한가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권력가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단단히 잠겨 있던 문, 그 문을 통하여
어린이들도 들어와 자리를 함께 했음에 틀림 없을 것입니다.

이 만찬 실 중간에서 많은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기도 하시는 마리아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충고와 조언 그리고 활력을 불어 넣어 주었을 것입니다. 이 만찬 실은 아주 평온하고 희망에 차
있으며 아주 강한 힘이 느껴지는 분위기였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꽃은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정신을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고 그 것을 이해하는 능력도
받았는데, 이것이 사도들의 공동체이며, 이 공동체가 예수의 선교 공동체로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보르도까지의 영적 순례를 계속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1801 년 2 월에 있습니다.
굴리엘모 요셉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체험한 뒤 보르도의 최후의 만찬 실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분은
마리아, 아델, 라무르즈 그리고 믿음으로 활기찬 남,녀 신자들과 함께 기도 안에서 일치합니다.

그 곳에서

새로운 성령의 불꽃은 기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정신을 불태우면서 이 장소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모두 지혜와 용기로 가득 찼습니다. 보르도의 첫 번째 공동체가 형성되고 마리아가족이 탄생합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원천인 보르도의 최후의 만찬 실로 돌아왔습니다. 복자 굴리엘모 요셉
샤미나드 신부와 그분이 지니셨던 직관력, 믿음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참된 선교사들이 되기 위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전 세계 마리아니스트 가족과 일치 하도록 합시다.

우리 마리아니스트 정신이 잘 드러나는 곳, 우리의 마음과 정신 안에서 상상한 이 최후의 만찬 실이 잘
보존되도록 우리의 모든 축제 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평신도 가족 공동체가 제안한 기도 –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