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년 9 월 29 일 

 

수녀님들과 협력회원들께*, 

 

9 월 29 일에 우리는 사랑하는 수도 공동체인 천주섭리수녀회 창설 167 주년을 기념합니다!  

공동체가 존속해온 것과 앞으로 계속 존속할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으로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도록 합시다. 수도회 창설 이후 오랫동안 천주섭리수녀회 수녀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왔으며, 오늘날에도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현대 

사회에서 비롯되는 어려움들을 헤쳐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케틀러 주교님이 당대의 사회 및 경제적인 사안에 체계적으로 관여했던 모습을 보면서 

주교님의 뛰어난 학식과 영향을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필요한 사회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었지만, 주교님이 만난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목은 할 수 있었다는 데서 주교님의 

지혜를 봅니다. 주교님은 가난한 이들, 억압받는 이들과 버림받은 이들, 노인들과 방치된 

어린이들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 여자 수도 

공동체를 창설하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케틀러 주교님은 가톨릭으로 개종한지 얼마 되지 않은 화니 드 라 로쉬를 알고 있었습니다. 

화니에게 한 번 방문하도록 초대한 주교님은, 화니의 하느님 섭리에 대한 성숙한 믿음, 기꺼운 

신뢰,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 하느님의 뜻을 완수하려는 각오와 교육 수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주교님은 화니에게 당신이 마음에 품고 있던 새로운 공동체를 함께 설립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화니는 동의하면서 자신을 주교님의 재량에 맡겼습니다. 이렇게, 주교로 서품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빌헬름 엠마누엘 폰 케틀러 마인츠 주교님과 마더 마리 드 라 로쉬로 알려진 

슈테파니 프리데릭 아말리에 드 라 로쉬 폰 슈타르켄펠스 폰 불테의 노력으로 1851 년 

수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수도회의 사명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도회 창설 때부터 

수녀들은 “본 수녀회의 정신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다.”(회헌, 1852)라는 점을 

끊임 없이 상기했습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사명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천주섭리수녀회는 

지역 교회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창설되었습니다. 1876 년, 독일에서 수녀들이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게 되자, 그 상황을 오히려 재창설을 위한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수녀들은 케틀러 

주교님과 마더 빈첸시아의 축복을 받으며 기꺼이 오하이오주 던개넌으로, 그 다음 피츠버그로 

건너가 그곳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다른 지역,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진출을 감행하면서 또 다른 재창설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1960 년대에 

페루와 한국으로 진출하여 또 한번 재창설을 시도하면서, 두 나라에서 그 동안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시대의 요청에 응답하였습니다. 또 일곱 관구를 세 관구로 통합하면서 재창설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체로 힘든 일이었지만, 현재 통합된 관구 안에서 회원 감소를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며 우리가 감행한 일에서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수도회 창설일에 우리가 기념하는 바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것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우리의 사명과 신뢰라는 우리의 카리스마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양한 

사람들—존속할 수 있는 길을 신중하게 모색하는 사람들, 많은 장벽과/또는 경계를 가로질러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궁극적으로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 옛 것을 흡수하여 통합을 이루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옛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신세계를 추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인간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를 지지하며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 마음을 끌었던, 우리 삶을 

기꺼이 헌신했던, 기꺼이 변화되고자 했던, 다시 말해 재창설하고자 했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지난 8 월 LCWR (미국여자수도자 장상연합회)총회에서 테레사 마야(CCVI) 회장 수녀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습니다.    

우리는 과거 수십 년간 자랑스럽게 과시할 수 있었던 사도적 공동체(활동수도회)의 

구조와 규모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화산 옆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가벼워지고 정착하기 어렵게 될 것이며 더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할 

것이고, 충분하며, 오늘날 하느님께서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사명과 하느님 백성 안에서 고통 당하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응답을 필요로 

한다는 굳은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적은 규모로 봉사하면서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한 번에 한 사람씩 대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미래로부터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변화무쌍한 미래를 위해 

스스로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하느님은 그 미래로부터 우리를 기다리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고자 하십니다. 변모의 과정인 재창설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헌신에 대해 

괴테가 쓴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실은 스코틀랜드의 히말라야 원정대 (1951)저자인 윌리엄 H. 

머리(William H. Murray)가 한 명언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누구든 마음 먹기 전까지는 망설이게 된다…확실하게 다짐하는 순간, 섭리 역시 

역사한다.”   

그러므로 천주섭리수녀회 수녀로서 또 협력회원으로서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몫인 부르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창설 축일을 기념하면서 메리 프랜시스 수녀님, 리베라타 수녀님, 로사 수녀님도 함께 축일 

인사를 드립니다.  

 

섭리 안에 하나되어, 

Sister Maria Fest 
마리아 페스트 총장수녀 

 

*협력회, 섭리가족회, 섭리동반자회, 서클오브프렌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