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년 대림 

 

수녀님들과 협력회원 여러분께,   

 

대림과 성탄 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쳐온 가장 오랜 기도 가운데 하나인 마라나타-
오소서 주 예수님! 을 자주 읊고 또 노래하기도 합니다. 기다림의 때인 대림 시기는 이미 오신 분,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신 분, 그리고 앞으로 오실 분을 기다리는 삼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라나타를 읊을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정말로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바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년 전, 저는 아메리카 (미국 예수회 주간지)에서 

이러한 생각을 발전시킨 예수회 토마스 리즈 신부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불편한 때와/또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고 토마스 신부님은 주장합니다. 신부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거의 다음과 같은 경고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기도 드리는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과연 진심으로 “오소서 주 예수님!”하고 

말하십니까?  

 

사천 년이 넘도록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했었지만 그분이 오셨을 때의 상황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점령 아래 정복된 민족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수 많은 

나라들처럼, 이스라엘은 무시와 착취를 당하며 국제 정세나 세계 경제면에서 보잘것없었습니다. 

미래 세계를 지배할 토대가 되는 강대국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으로 오시는 주님과 관련된 모든 상황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혼인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습니다. 해산을 바로 앞둔 마리아는 여행하기에는 무리였지만 호적 등록을 위해 

요셉과 함께 나자렛을 떠나 베들레헴에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해산을 위해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수 많은 아버지들처럼 요셉도 가족이 머물 곳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야 했습니다. 그 후, 어린 아기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지도 

모른다고 불안에 떠는 헤로데의 광기를 피하여 이집트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마리아에게나 

요셉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이야기입니까? 마리아는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었기에, 그 상황들이 “예”라는 자신의 응답이 

있어야지만 동의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편안한 상황이든 아니든 이것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또 이스라엘과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해 선택했던 ‘때’이자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바쁘고도 과도한 일정에 쫓겨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여전히 가장 곤란한 

때에 오시는 듯 합니다. 가족들, 연세 드신 수녀님들, 학생들/또는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 그리고 

사도직을 통해 우리가 도움을 주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가 가외 

시간이나 에너지가 거의 없을 때도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불편합니까? 

그렇습니다! 허리케인, 홍수, 지진, 산불 등 세계 곳곳에서 자연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어디에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응답해야 할지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돌봄을 받으시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허다한 

사건들로 어찌할 줄 모르게 될 때, 우리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 어떠한 방식으로든 응답해야 한다는 초대를 모른척할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주민, 난민, 노숙인, 독거 노인, 그리고 대규모 총기 난사와 총기 사건으로 삶이 갈기 갈기 

찢어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한정된 시간, 에너지 또는 자원으로 그들의 필요에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평탄치 않게 오셨던 것처럼, 이 같은 편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오심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사회적인 불안, 전쟁, 핵무기 그리고 끊이지 않는 위협은 또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데, 정말 우리가 무력합니까? 우리 

자신들의 노화 과정과/또는 개인적인 질병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이러한 때에 하느님이 



오시는 것 역시 불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힘없고 취약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분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방어를 내려놓으면, 이런 경우에도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기대하던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조차도 하느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축복입니다. 

   

바오로 사도와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왜 ‘ 마라나타! 오소서 주 예수님!’ 을 즐겨 사용했을까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다스림(나라)이 오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느님께 당신 아드님을 보내어 

만인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아드님이 오시어 그분의 구원 사업을 

완수하시도록–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일치시키고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하느님의 나라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께서 우리를 정화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지상에서 

그분의 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알아보게 되는 두드러진 표시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 13:35) 리즈 신부님은 자신의 글을 통해, 그리스도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실 수도 

있다고 밝힙니다. 어쩌면 이것이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대림시기에 우리의 주의를 끄는 

유일한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의 현존이 바쁜 휴일 

일정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그분의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라 일컫는 이 순례 길에서 그리스도는 

마지막 여정 길에서만이 아니라, 계속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대림/성탄시기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경축하며, 미래를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마리아,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에 임마누엘—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로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멋진 선물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늘 이 세상에,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현존하심을 기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셨을 때, 당신의 

현존을 통해 또 당신 뒤에 이어진 세대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셨기에 지금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습니다. 대림과 성탄 시기를 기념하면서 그리스도를 불편함이 아닌 

선물로 알아보게 된다고 리즈 신부님은 결론 짓습니다.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애쓰지만,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결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와도 완전하게 

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림 시기는 또한 오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 빛을 

비추고 우리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을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를 알려줍니다. 그분은 

이기적이고 불의한 모든 길을 곧게 하고, 모든 상처를 동여매며, 낮은 자를 들어올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변화된 세상을 보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던 것처럼, 올 대림 시기에도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오소서 주 예수님!” 

 

메리 프랜시스 수녀님, 김은순 로사 수녀님, 그리고 리베라타 리커 수녀님이 함께 대림과 성탄의 

축복을 빕니다. 

 

하느님 풍요로운 섭리 안에 하나되어, 

 

Sister  Maria  Fest  
마리아 페스트 총장 수녀 

참조- 토마스 리즈, S.J. 마라나타- 오소서 주 예수님, 아메리카, 1998년 12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