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10월 7일에는 묵주기도의 모후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을 지냅니다. 교회 전체가, 특히 도미니코 수도회 전체가 매우 사랑하는 

축일입니다. 

역사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1208 년에 동정 마리아께서 성 도미니꼬에게 

나타나시어 묵주 기도를 알려 주시고, 그 기도를 전파하며 많은 은총들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고 합니다. 성인은 그렇게 했고, 묵주 기도는 널리 전파되어 모든 그리스도교 

군대들이 레판토 해전을 앞두고 (1571 년 10 월 7 일) 묵주 기도를 하여 승리를 

거두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성 비오 5세 교황은 성모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날짜를 묵주 기도의 

모후 축일로 지정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것은 지극히 경건한 기도 방법이며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이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인사를 되풀이하며 우리 주님의 삶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인간의 말들로 표현되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말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기도들은 많은 말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의 자비는 영원하시다”라는 시편의 후렴구처럼 어떤 말들을 반복합니다. 묵주 

기도는 삶이 그렇듯이, 심장의 박동이 그렇듯이 반복적입니다. 하지만 묵주 기도의 

모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설교자들의 수도회 안에서 생겨났고 교회 전체가 받아들인 

이 기도를 존중하는 한 방법이 됩니다. 성모송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성모님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한 방법이 됩니다. 



모든 교황들은 이 기도의 가치에 대해 말했습니다. 레오 13 세는 묵주 기도 

신심에 관한 회칙 Supremi apostolatus에서, 묵주 기도를 사회의 악에 맞서기 위한 

효과적인 영적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의회 이후 최근의 교황들 가운데에서는, 성 요한 23 세가 회칙 Grata 

recordatio으로 그리고 바오로 6세가 교황 권고 Marialis cultus (동정 마리아 공경)으로  

묵주 기도의 복음적 성격과 그리스도론적 지향을 강조하며 묵주 기도를 장려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묵주 기도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손에 

묵주를 들고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관상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는 교황 서한 

Rosarium Virginis Mariae (동정 마리아의 묵주 기도)에서 그렇게 하기를 

권고했습니다. 묵주 기도는 관상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순례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성모님이 앞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 역시 10월의 삼종기도 때에 우리에게 매년 

단순하고도 깊이있는 이 기도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묵주 기도를 특별히 사랑하고, 묵주 기도의 신비들을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묵주 기도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기적을 

일으키는 기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매우 도미니칸적인 이 기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기도를 

전파하는 이들이 되도록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묵주 기도의 모후이신 성모님께,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축성 생활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기쁜 묵주 기도의 모후 축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에 일치되어, 

 

 

총장 Mª Asunción González, O.P. 수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