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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5 월 27 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2 코린 13:13)  

 

수녀님들, 협력회원, 서클오브프렌즈, 섭리가족회 여러분들께,  

 

2018 년 5 월 27 일은 교회에서 기념하는 삼위일체 대축일이자 천주섭리수녀회가 기념하는 

“섭리주일”입니다. 수녀회 전체가 기념하는 이날은 섭리 카리스마의 은사에 대해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서원회원과 협력회원(섭리가족회, 동반자회, 프렌즈 모두)인 우리는 

하느님 현존과 사랑을 이 세상에서 더욱더 실천적인 삶으로 드러내도록 다시 다짐합니다.  

 

회헌 33 항을 보면 삼위일체와 섭리가 명백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수도자로서 우리는 하느님 백성들 가운데서 삼위일체에 그 기원을 두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 
양식을 이해하려고 힘쓰며, 그들이 지닌 희망과 근심 걱정에 동참하고자 노력한다.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고자 한다.” (마태 20, 28)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섭리의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지닌 참된 환대의 정신을 배양한다. 
 

본래 1 세기에 사용했었고 21 세기 전례 모임에서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축복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시며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입증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창조 

계획을 수행하셨습니다. 알다시피, 창조는 창조주의 손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주는 궁극적으로 완성을 향하고 있지만 아직 다다르지 못한 “여정 중의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란 하느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을 

궁극적인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속성이라고 일컫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또한 피조물들의 활동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느님은 인간이 그분의 계획에 자유롭게 협력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의 충만함을 가져오는 일에서 삼위일체 하느님과 

공동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창조는 삼위일체의 업적이며, 나아가 하느님의 섭리는 

하느님께서 창조 계획을 실행하는 방식이라고 매우 주의 깊게 요약 설명해놓은 개정판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살펴보다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동체성(관계성)은 우리로 하여금 삼위일체와 섭리 사이의 관계로 들어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인디애나주 세인트메리오브더우즈의 섭리수녀회 회원인 발바라 도허티 

수녀는 삼위일체란 우주 안의 모든 이가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의 계획인 모든 것과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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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맺도록 하며 우주 전체에 충만히 퍼져있는 강력하고 예외적인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섭리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하느님 현존을 더욱더 

믿을만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를 지닙니다. 

 

엘리자베스 존슨은, “삼위일체가 상징하는 바는 최고의 선으로서 ... 인간들 가운데 또 

인간과 지구 사이에 상호적이고 평등하며 포용적인 관계들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로서 공동체와 세상에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모든 

피조물의 목표는 삼위일체의 사랑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올 해 삼위일체 대축일이자 섭리 축일을 기념하면서 모든 인간과 지구와의 

친교에로 초대하시는 섭리의 카리스마에 다시금 우리 자신을 봉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구의 시민으로서 다양성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지금, 이 깊은 관계들을 꼭 필요한 것으로 

발전시켜 갑시다. 

 

메리 프랜시스 수녀님과 김은순 로사 수녀님 그리고 리베라타 리커 수녀님이 함께 복되고 

행복한 축일을 기원합니다.  

 
마리아 페스트 총장 수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