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자매들에게
우리 수녀회의 관습대로 10 월 7 일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수호자이신 묵주 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공경하며 성모님의 사랑과 보호를
기억합니다.
“딸 시온아, 환성을 올려라. 내가 네 한가운데에서 살리라.”라는 예언자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일의 어려움들을 마주하기 위한 큰 신뢰를 갖게 해 줍니다.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며, 매일의 모든 일들에서 성모님께서 우리의 스승이며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 암브로시오의 말을 인용하면서, 성모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가르침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성모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희망을 품고 일관성
있게 우리의 도미니칸 선교 성소를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자세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모든 부르심은 기쁨과 희망의 동기가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기쁨으로 초대하는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루카 1,28)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라는
말로 시작되는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기쁨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께서 당신 여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큰일을 하셨기
때문이고, 그분의 자비가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해 주신 많은 좋은 일들에
대하여 기뻐하도록 초대됩니다. 이 기쁨에는, 당신을 따르도록 불러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가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는 우리에게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이 부르시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마리아가 말하듯이, 당신 자비를 세세대대로 베푸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시대의 표지들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유한 이들, 가난한 이들,
굶주린 이들, 미천한 이들, 소회된 이들, 난민들, 가정이 없는 어린이들...
마지막으로,

성모님은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천사의 예고를 받으신 다음 성모님은 당신 품에 지닌 이 크나큰 기쁨을
전달하기 위하여 즉시 움직이십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시고자 달려가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각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고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과 함께
우리 각자는 성령의 충동으로 오늘 우리의 성소를 열정과 희망, 기대, 열렬하고 관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사랑함으로써, 복음의 기쁨이 땅끝까지 이르고
아무도 그 빛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쁜 묵주기도의 모후 축일을 기원합니다.
형제적 포옹과 제 기도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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