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 – 윌리암 요셉 샤미나드와 라무르즈의 마리 데례사의 협력을 기리는 기도예식
시작 기도 :

미사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룹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마리아니스트 가족이 됨으로서, 종의 리더십은 우리 자신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과
마리아님과

함께

우리는

활성화하기

위해,

이

모두

일치되어

일치로부터

힘을

있습니다.
받아서,

신앙의

다른

공동체를

이들을

성장시키고

이끌고,

봉사하며

격려하셨던 샤미나드 신부님과 마리 데레사께 주어진 이 은사들을 성찰해 봅시다.
평신도로서 그리고 수녀, 수사, 사제로 구성된 마리아니스트 전통인 협력의 정신을
기념하면서, 기쁘게 우리의 기도를 시작합시다.

시편 1 장
시편 3 1 장
성경낭독 : 2 디 모 테 오 1 : 1 -3 , 6 -1 2
지침 :

샤미나드 신부님과 마리 데레사 그림을 기도실에 놓아 주세요.

마리아니스트 가족 중 회원 또는 대표자 한 분이 초를 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약간의 향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각 지향이 바쳐질 때, 샤미나드
신부님과

마리

데레사께서

우리를

위해

잘

보존해

주신

빛의

불씨들을

상징화합니다.
시작문 :

윌리암 요셉 샤미나드 신부님과 라므르즈의 마리 데레사께서는 사람들을 이

빛으로 이끄셨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역사에
빛을 비추어봅시다. 그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가치 있는 것 또
응답해야 하는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청합시다.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의 공동 세례를 나눈 모든 이들이, 다양성
속에서도 일치 안에 있는 교회의 봉사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들을 사용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소서.

응답기도: 마리 데레사와 샤미나드, 신앙의 협력자시여, 저희를 위해 전구해 주소서.
2.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국가 지도자들이 주어진 권력을 억압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게 해 주시고 그들이 정의의 파수꾼, 궁핍한 이들의 보호자가 되게 해
주소서.

응답기도: 마리 데레사와 샤미나드, 용기의 협력자시여, 저희를 위해 전구해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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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의 본당, 교육 사도직 공동체, 병원, 복지, 환경보호 사도직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선물들과 쇄신을 요구하는 이 협력의 기회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사도직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소서.

응답기도: 마리 데레사와 샤미나드, 사명의 협력자시여, 저희를 위해 전구해 주소서.
4.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새로운 가능성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며, 우리 시대가 가진 한계에 저희가 얽메이지 않고 성령의 활동에 마음을 열 수
있게 해 주소서.

응답기도: 마리 데레사와 샤미나드, 희망의 협력자시여, 저희를 위해 전구해 주소서.
(기도에 언급하고 싶은 마리아니스트 가족 중 평신도나 남녀 수도자의 협력이 있는
공동체나 사도직의 이름을 여기에 지향해 주세요) 공동체의 협력자들이 되게 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마침 기도 :
마리아처럼, 저희도 마리아니스트 가족 안에서 저희의 삶에 주어진 말과 사건들을
곰곰히 생각해 봅시다. 저희는 샤미나드 신부님과 마리 데레사께서 보여주신 증거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 맡겨진 공동 사명에 봉사하는 방법들을 찾을

때,

그분들께서 우리에게 계속 영감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무염 동정 마리아를 통하여 모든 곳에서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F MI, 그 레 이 스 왈 레 수 녀 님 께 서 작 성 하 신 기 도 예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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