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아니스트 평신도 공동체 주체성에 대한 성명서
IDENYITY OF MARIANIST LAY COMMUNITY
(마리아니스트 평신도 공동체 제 1 차 세계 총회-1993 년 칠레의 산티아고 )

1. 우리는 누구인가?
마리아니스트 평신도 공동체는 세계 교회 선교 활동에 봉사하는 크리스찬
공동체이다.
우리는 마리아 가족의 일부로서 우리 창설자 월리암 요셉 샤미나드(William
Joseph Chaminade)신부와 아델 바츠 드 뜨랑켈레옹 (Adele de Batz Trenquel
-leon)의 카리스마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마리아니스트 성소로 그리고 성령에 의해
영감을 받았고 마리아와 일치하여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현존하시게 하는데
부름 받은 삶을 살고자 한다. 마리아니스트 평신도 공동체의 회원의 자격은
자신의 전 존재를 바치는 것이다.
2. 우리의 은사(카리스마)
마리아니스트 평신도 공동체에 속하는 우리는 마리아니스트 은사를 생활하고
나누도록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다.
2.1 우리는 희망으로 인내함으로써 사랑으로 감도된 마음의 믿음이 강한
신앙의 남녀가 되기를 원한다.
2.2 우리는 마리아를 어머니로서, 모델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받아 모신다.
마리아께서는 당신 삶 안에 성령의 현존을 자유로이 받아들이신 분이시고,
믿음으로 임마누엘을 잉태하시고 탄생시키셨으며, 또한 인류의 요구에 응답하는
차원에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5)"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2.3 우리는 초대 교회의 모범을 따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생활한다.

2.4 우리는 평신도 신분에 충실하고 시대의 징표를 주시하며 세상의 남녀들과
일치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투신한 선교사이다. 선교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우리는 크리스찬들을 배가시키고, 공동체와 공동체의 활력자들을 양성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전하고자 노력한다. 우리는 각 지역의 문화적 상황을 인지하며
이 세상에 하느님의 왕국을 널리 퍼뜨린다. 우리는 가장 가난한 우리의
형제자매들에 대해 우선적 관심을 가지고 정의와 평화와 세계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3. 우리의 생활(삶)
우리는 오늘의 세계에 하느님의 기쁜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삶의
중심을 두고. 우리의 은사를 우리 삶 안에 육화 되도록 한다.
3.1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성령의 부르심에 관대하고 자유로운 방법으로 응답한
마리아를 모델로 삼는다.
3.1.1 우리는 “시대의 표징"을 주시하고 가난한 이들과 핍박받은 이들과 하나
되어 세상에 온전히 강생된 하느님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노력한다.
3.1.2 우리는 환대의 정신, 동정심, 봉사 정신, 기쁨, 단순성, 그리고 인간
존중으로 특징 지워지는 가족정신 안에서 함께 생활한다. 또한 개인들과 그들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성장과 투신의 방법을 존중한다.
3.2 우리는 우리의 성소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리아의 정신 안에서
하느님께 봉헌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3,2.1 세례와 견진성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응답하였고
3.2.2 세상에 예수를 전해 주시는 마리아의 사명 안에서 마리아의 봉사에
투신할 것을 명확히 한다.
3.3 우리는 우리의 성소에 충실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요구되는 삶의 방법에
우리 자신을 투신한다.
= 개인 또는 공동체기도 시간을 할애한다(어떤 나라에서는 3 시 기도와
마리아께 봉헌기도를 규칙적으로 바친다).

= 미사성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봉헌하고 말씀을 듣는다.
= 마리아니스트 은사를 전하고 각자의 믿음을 발전시키고 마리아니스트
은사를 동화시키고 생활하고 전하는 것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
= 자신의 생활 방식, 그리고 일과 사도직을 발전시키고 이를 공동체
안에서 식별한다.
= 타인들로부터의 영적지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
=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시대적 징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평가 기술을 발전시킨다.
= 좀더 정의롭고 인간적인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개인과 공동체의
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기술을 발전시킨다.
=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 예를 들면, 가족, 일, 사회, 정치, 이웃 관계,
본당, 그리고 교육 등과 같은 데에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의 자세로 일해 나간다.
=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우리의 공동체는 일치의 표지이며,
기도와 양성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화해와 타인에 대한 봉사를 쇄신하는
장소이다.
4. 우리의 기구(조직)
4.1 우리 평신도 마리아니스트들은 지방, 지역. 국가 그리고 세계적 차원의
그룹을 이루는 작은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다. 각 그룹은 그 단체에 적합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이 각 단계에는 책임 있는 평신도 공동체, 그리고
마리아니스트 평신도 또는 수도자 보조자가 있다.
4.2 마리아니스트 평신도 공동체들의 기구와 기능을 위한 경비는 회원들이
부담한다.
4.3 우리는 마리아 가족의 일부로서 공동의 은사(카리스마)를 나눈다. 마리아
가족의 모든 조직(MLC, SM, FMI)간의 상호 협력 체제는 각 조직(MLC, SM,
FMI)을 풍요롭게 하고 또한 교회의 사명, 활동, 결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