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회 리더십 팀 성명서 

2021 년 1 월 6 일, 전 세계는 미국 민주주의에 가해진 끔찍하고도 극단적인 공격과, 정치
에 대 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지만 평화 시위와 무리 없는 정권 교체로 평판이 높은 

미국에 엄청난 먹칠을 하는 행태를 지켜보았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동하는 시위자들을 전 세계가 지켜보았습니다. 의사당 안팎에서 일하
는 수 많은 이들을 위협하는 것을,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을, 나라
의 일치를 위협하는 것을, 한 국민인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을 전 세

계가 지켜보았습니 다.

오스트레일리아 주교회의 의장인, 브리지번의 마크 콜레리지 대주교님은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
을 올렸습니다. “워싱턴 D.C 에 이 같은 대혼란이 발생한 후에야 미국의 민주 제도를 보존하고 존중
하는 것이 전 세계에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구 반대편에서 충격을 받은 나는 이 
사태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세계의 다른 여러 나라-이탈리아, 영국, 스페인-에서 유사한 성명서를 
냈습니다. 제네바에 있는 세계교회협의회도 루마이나 정교회 이오안 사우카 사무국장 신부님을 통
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분열을 초래하며 대중에 영합하
는 정치인들이 미국의 근간을 위협하는 폭력을 억제하지 못했고, 급기야 전 세계에 드러내기에 이르
렀다. 이러한 국면은 미국 내 정치인들을 넘어서까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기도가 필요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카리스마의 힘을 증거합시다. 국제수도회
인 천주섭리수녀회 수녀인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를 증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느님의 섭리를 더
욱 더 드러내도록 헌신합니다. 우리는 창설자 빌헬름 엠마누엘 폰 케틀러 주교님이 교회와 정부에서 
자신이 섬기던 사람들에게 지녔던 관심을 귀감으로 여기며, 주교님을 사회 정의의 옹호자로 생각합
니다. 마더 마리가 가톨릭 신자로서 7 년간, 그리고 서원한 수도자로서 3 년간 보여준 탁월한 모범은 
하느님 섭리에 온전히 의탁하는 본보기였습니다.  

천주섭리수녀회 리더십 팀은 미국 여자수도자 장상연합회(LCWR)에서 보내준 메시지를 여러분과 공
유하고자 합니다. 장상연합회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선의의 사람들과 연대하여 평화를 위해 기도
하고, 미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지지하며,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면서 일련의 행동
을 취하여 수요일 워싱턴 DC 에서 일어난, 미국에 엄청난 위협이 되는 사안을 다루는 이들에게 감사
를 드리도록 요청합니다. 폭동은 미국에 엄청난 위협을 초래했고, 위험스럽게 벌어지는 문제들을 처
리하는 검경과 의회 의원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우리는 폭도들의 지배, 폭력과 무법적인 시도, 그
리고 미국 헌법과 법칙에 대한 노골적인 경시를 증오합니다. 

우리(천주섭리수녀회 미국관구)가 소속되어 있는 LCWR 성명서(2021 년 1 월 7 일)를 공유합니다. 

미국여자수도자 장상연합회(LCWR)-우리가 소속된 수도자 연합회-는, 어제 미국 국회 의사당에서 
벌어진 폭력과 무법 사태를 보면서 전 세계와 함께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상태
와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행정부를 파괴하려 위협하고 우리를 일치시키는 유대를 
무너뜨리는 비열한 행태들을 보면서 비통한 마음이다. 우리는, 지난 밤 혼란의 한복판에서도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담대하게 일했던 의회 의원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감사 드린다.

갈수록 분열이 심해지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공동선을 위해 헌신하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도전을 
받아들여 이 땅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에 우리의 힘을 사용하고, 보다 완벽한 일치를 이루는 일
에 기여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모든 선의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초대하며, 당선된 지도
자들이 그 길을 가르쳐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