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ING IN COMMUNITY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서문

제 1 차 MLC 국제회합에서(Santiago, Chille 1993) 승인된 확인 성명서는 MLC 의
공동체 생활을 표명합니다. 이 BEING IN COMMUNITY 문서에서 우리는 우리 실체와
영성의 본질적인 특징을 설명합니다.

더구나 그것은 마리아니스트 은사의 특징들을 고찰한 스페인 릴리아에서 개최된
제 2 차 국제회의(1997 년)의 협약들을 계속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동체 생활은 마리아니스트 은사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문서에서 MLC 들이 공동체 생활에서 본연의 도전들과
직면할 때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MLC 를 이해시키고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공동체에 기원한 MLC 는 윌리엄 요셉 샤미나드에 의해 프랑스에서 확립되었고,
그는 Adele de Batz de Trenquelleon 과 Marie-Therese de Lamourous 와 함께
하느님의 영감과 우리의 어머니 마리아의 협조 하에 현재의 마리아니스트 가족을

설립하였습니다. 마리아니스트 성소는 그룹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공동체는 보르도
Sodality 에서 설립자들에 의해 소개된 특징들 중의 하나였고 그들이 복음화하기
위해 이용했던 방법은 공동체들의 발전이었습니다. 오늘날 국제적인 권위를 가진
사적인 신앙단체로서 가톨릭교회에 의해 인정을 받은 MLC 는 세계 도처에서 발견될
수 있고 오늘날 교회의 다양성을 반영합니다.

세계화, 경쟁력 그리고 승부욕으로 특징화된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기 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적 차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평범한 사람들의 요구에 응답할 실제적이고 이상적인 곳,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역시 평신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교회의 선교에
더욱 책임이 있다고 가정하는 교회의 맴버들입니다. 교회는 우리 시대의 문제에
관여하고 오늘날 세상의 현실에 전념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우리는 교회 자체
내에 양극화와 편협함이 있다는 것을 걱정합니다. 이런 도전들에 직면할 때
샤미나드 신부의 메시지는 오늘날 매우 적합하며, MLC 는 그들에게 응답하도록
불리움을 받았음을 인식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이 문서는 5 분야로 설명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정체성의 특징을
정의할 뿐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우리는 신앙 공동체이다.

1.1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하여 구원, 자유와 정의를 발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창조자, 구원자 그리고 신성자인 삼위일체 공동체는 생성적이고,
결합적이며, 다양한 공동체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하느님 백성들이
여정 중에 마리아와 결합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로서 인식합니다.

1.2 공동체에서 우리의 생활은 마리아에 대한 우리의 봉헌과 창설자의 가르침에
우리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창설자의 이상에 따라 마리아에 대한
우리의 충성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영성과 그녀가 가르친
가치들을 개발하는 공동체입니다.

1.3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점으로서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차원 둘 모두를 가지는 신앙을 이해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를 나누고자 합니다.

1.4 우리는 복음에 뿌리를 두고 있고 말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는 자로서 서로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해되고,
양성되며, 축복을 받아야 하고 공동체에서 살려져야 합니다.

1.5 우리에게 공동체는 선물과 임무로써 경험됩니다. 공동체는 성령에 의해
일깨워지고 오직 우리 자신의 노력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부르심,
성소 그리고 선택적인 삶으로서 이해합니다.

1.6 우리 공동체에서 상호인간적인 관계들은 하느님 현존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맴버들 간의 사랑과 믿음의 제시로서 공동체를 이해를 통해서 이해되고 개발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바탕은 우리가 대화를 지속하며,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차원의 공동체를 살리는데 필수인 용기, 화해, 봉사와 사랑을 발견하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1.7 공동체 삶은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즐거움의 원천이고 하느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1.8 우리는 교회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지역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수준에서 교회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우리의 공동체 생활의 경험을 제공하고 그녀는
우리에게 임무를 보내옵니다.

2. 우리는 생활 공동체이다.

2.1 우리는 다중문화적인 맥락에서 살며, 다양한 국가에서 온 평신도 남자와 여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나이, 인성, 경제적인 지위, 직업 그리고 취미들이 모두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경험합니다.: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2.2 그 공동체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선정된 맴버들의 참여에 의해 구성됩니다.

2.3 공동체 생활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은 잦은 모임과 회의 그리고 미사성제의
거행입니다. 맴버들은 공동체 재량으로 정기적으로 그리고 자주 모입니다.

2.4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의 공통적인 유대를 강화시킵니다. 어떤
모임에서 우리는 미사의 거행을 통해 우리의 서약을 쇄신합니다.

2.5. 공동체 생활은 우리 매일 생활의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공동체들은 공통적인 영성과 맴버들 간의 협조적인 의사 결정방식에 의해
특징화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공동체는 특별한 명분이나 치료적인 편이를 제공하는 그룹들과는
차별화됩니다.

2.6 각 공동체는 그 자신의 조직과 그 자신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특징적인
마리아니스트 가치들을 어떻게 양성해야 할지를 이해합니다.

2.6.1 우리 공동체는 환대적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다양성에
개방적입니다. 우리는 즐거움과 단순함을 가지고 새로운 맴버들과 손님들을
초대하고 환영합니다.

2.6.2 우리 공동체들은 개인과 공동체가 복음과 마리아니스트 은사의 두 견지에서
맴버쉽, 생활스타일 그리고 임무를 식별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개발에
가치를 부여하고 평생교육을 촉구하며 하느님이 부여한 재능들의 개발을
촉구합니다. 미래 발전의 견인차인 개인 맴버들과 공동체는 완전함, 성숙 그리고
자유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2.6.3 우리 공동체들은 봉사와 하느님의 지배를 초래하는데 맴버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지원합니다. 그들은 동기부여와 쇄신의 원천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맴버들의 1 차적인 공동체인 가족 안에서 일상생활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소속,
우정 그리고 화해의 장소입니다.

2.6.4 공동체에서 우리는 도덕적 양심을 개발하고 중요한 기술들을 배웁니다.:
공동체들을 시작하는 방법과 그들의 신앙을 활성화하는 방법; 사회적인 분석과

이론적인 고찰- “시대의 징표”를 인식- 그리고 다양한 임무에서 봉사하는
방법들과 지구촌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동하는 방법들.

2.6.5 우리 공동체들은 우리 평신도 생활의 모든 차원에서 우리를 돕고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흠숭을 조성합니다. 도전과 모호함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일상생활은
우리의 신앙 증거이고 우리 마리아니스트 영성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2.6.6 우리 공동체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희망의 징표이고 신념, 평등 그리고
결속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요구에 근본적으로 응답하시고 우리를 희망의
징표로 그리고 신념, 평등과 결속의 증거로 전환하는 숭고하신 마리아의 용기 안에
우리자신을 놓습니다.

3. 우리는 공동체들을 확립하는 공동체이다.

3.1 공동체에서 그들의 신앙을 살리는 사람을 초대하고 돕는 것은 복음화와 영향력
있는 사회 변화의 수단입니다.

3.2 각 새 공동체는 그 자신의 기도생활, 의식, 상호지원, 증거 그리고 사회적
행동을 개발합니다.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것들의 개발에서 더욱 큰 마리아니스트
공동체와 평신도나 수도자들의 안내를 받습니다.

3.3 공통의 마리아니스트 문화를 창출하는 동안 각 공동체는 그것의 유일한
전통들과 상징들을 통해 다채로운 공동체들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립니다.

3.4 각 공동체는 그것의 규모와 활동에 적합하게 그 자신을 조직합니다.

각

공동체는 맴버들에 의해 선정된 자치의 리더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리더쉽은
특히 신앙성장, 양성, 환대, 사회적 행동들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3.5 공동체들은 자기 지원적이고 공동체 희생을 배분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각
공동체는 모든 수준의 MLC 조직들의 일반적인 희생에 적절하게 기여합니다.

3.6 하나의 공동체로서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하여 각 그룹은 지속적으로 그 자신을
쇄신하고 새로운 도전들에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이는 양성, 기도를 필요로 하고
지침과 자원들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3.7 우리는 공통적인 차원의 마리아니스트 은사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으로서 양성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개발을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양성을 통해 맴버들은 개인적인 지원에 덜 집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선교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3.8 각 그룹은 그 자체로서 지속적인 선교이고 각 맴버는 특히, 공동체를 창출하고
확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때 선교사입니다.

4. 우리는 “영원한 선교” 공동체이다.

4.1 초대 교회 공동체의 한 중심에 있는 오순절의 마리아는 신앙, 기도 그리고
성령의 기대를 유지하는 것을 돕습니다. 그녀는 복음에 설명된 자들의 사도적인
영성 모델입니다.

4.2 우리 공동체들은 우리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뿐 아니라
세계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선교를 표현합니다.

4.2.1 공동체에서 우리의 경험은 선교를 위해 우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4.2.1.1 기도는 하느님의 작용에 우리를 공개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4.2.1.2 양성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느님의 사랑과 자유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킵니다.

4.2.1.3 공동체 생활은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를 확립하고, 심화시키며 활기를
띠게 합니다.

4.2.2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임무에서 우리 맴버들의 참여를 지원합니다.

4.2.2.1 마리아의 선교사로서 우리는 우리가 포함된 활동분야에서 공동체
건설자입니다.

4.2.2.2 우리는 공적인 무대에서 복음을 완전히 살리기 위한 맴버들을 특히
격려합니다.

4.2.2.3 우리는 맴버들, 다른 공동체들, 교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의한
지속적인 선교 활동들을 격려합니다.

4.2.2.4 우리는 새로운 사도직 시작들에 개방적이고 지원합니다.

4.3 마리아와 함께 마니피캇을 노래하면서 우리 공동체들은 성령께 마음의 문을
열고, 불의에 대항하며, 해방과 희망의 메시지를 공포하고자 합니다.

4.3.1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결속하며 정의와 평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권리와 관계들과 생태적 가치를 포함하는 인간 개발을 증진합니다.

4.3.2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환영받은 MLC 를 시작하고 유지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4.3.3 우리의 가족정신과 마리아니스트 가족 맴버들 간의 협조는 교회의 쇄신에
대한 우리의 특별한 기여입니다.

5. 우리는 세계적인 공동체이다.

5.1 MLC 는 4 branches(가지)를 포함하는 가장 큰 마리아니스트 가족 내의
공동체들입니다: The Alliance Mariale. The Daughters of Mary Immaculate. The
Marianist Lay Communities. The Society of Mary.

5.2 MLC 는 다양한 수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지방적(local), 국가적(national),
지역적(regional), 국제적(international). 모든 맴버들은 모든 수준에 참여하도록
권유받습니다.

5.3 고립된 공동체들은 불완전합니다. 국가적인 조직들을 통해 각 MLC 는 그
국가와 지역에 있는 다른 MLC 들과 연관되어 있고 국제적인 조직을 통해 세계 각
처의 MLC 들과 연관을 맺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공동체들은 지역적인 관심을
넘어선 더욱 큰 세계관에 의해 향상되게 됩니다.

5.4 각 마리아니스트 공동체는 지역적이기도 하고 보편적이기도 합니다. 각
공동체는 지역적으로 행동하나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의 전 마리아니스트 가족과 노력을 분담합니다.

5.5 MLC 는 지방적,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인 수준의 마리아니스트 가족 평의회의
창출에 참여하고 충실한 맴버로서 참여합니다. 마리아니스트 가족의 다른 부분들과
우리의 관계는 결속, 평등, 자치의 존중, 다양성 그리고 공유된 책임감에
근거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창설자의 예언적인 관점을 입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