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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시간과 과거의 시간은 

모두 미래의 시간에 존재하고, 

미래의 시간은 과거의 시간에 담겨있다. 

T.S. 엘리엇, 번트 노튼 

수도회창설 축일 편지, 2022 년 

 

수녀님들과 협력회원들께, 

9 월 29 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수도회의 “생일” –수도회 창설 171 주년! -을 기념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물론 지구와 지구 “공동체”를 위해 그 동안 

수도회가 존속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존속할 것이기에 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날을 

기념합시다.    

저는 매년 이 편지를 쓸 때마다 기본적으로 우리 수도회 창설, 그리고 수도회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물론 수도회 회원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받은 영향을 떠올리곤 하였습니다. 올해는 

다른 방법을 취해보고 싶습니다. 수도회 총장으로 봉사한 6 년간의 임기를 마치면서 개인적인 

저의 상황은 물론 한 수도회로서 현재 우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새로운 방법이 더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글은 캐서린 진 코완(O.P) 수녀님의 시간/시간이 없는 시간이라는 제목의 숙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 더 적합하도록 제가 본문 내용을 약간 바꾸었지만 기본적으로 

캐서린 수녀님의 숙고 자료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얽힌 채 서로 맞물려 있는 시간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은총의 신비 안에서, 하느님은 우리를 생명 안으로 밀어 넣으시어,  
시간이 없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당신께로 끌어들일 것이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오늘은 내일을 위한 준비일 뿐이라는 것,  
다만 오늘과 어제로 돌아가는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미래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  
다만 우리는 덧없는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운명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현재에 있으면서 과거와 미래를 마주하고 있기에,   
그 운명은 이미 시작되었다.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부름 받았기에, 우리는 혼자 애쓰며 창조주를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던져지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 안에서  
우리의 하느님은 임마누엘, 지금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벅찬 진리와 
마주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순간적인 판단으로 하느님의 본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잘 아시기에,  
하느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어 당신을 알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적시에 우리 하느님은 자연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그분 말씀을 
통하여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선포하신다. 

떠오르는 태양 앞에 서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에 찬 돌보심을 맛본다, 
날마다 우리 하느님은 블랙 마운틴스로부터 그 불덩어리를 부르신다,  
날마다 하느님은 불덩어리를 하늘에서 붉게 타오르게 하시어, 그 빛 안에 있는  
우리는 창조주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기도드릴 수 있게 된다.  
날마다 하느님은 태양을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어둠 속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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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빛의 리듬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창조하지 않은 세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그러나 우리를 양육하고 생명 자체를 반사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 삶의 리듬을 주의 깊게 살펴볼 때 우리는  
빛의 하느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어둠 속으로 초대하심을,  
당신께로 우리를 끌어당기심을,  
우리에게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세상을 우리 발 앞에 놓으심을 알게 된다.   
 
하느님은 당신 백성을 바라보시며 우리 삶 안으로 초대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좋은 일을 하게 하시고 
악한 것은 우리에게서 몰아내신다.  

이 모든 것이 말해주는 한가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하느님은 주님이시고  
당신 권위로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사랑으로 돌보심을 알게 된다.  
그분은 약자와 병자들을 돌보시는 목자이심을, 
그분은 생명을 사랑하는 아버지/어머니이심을.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분 눈에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 수많은 신비를 증거하도록 부름 받은 우리는, 또한 신비이신 그분을 증거하도록 부름 
받았음을,   
피조물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하느님께 피조물을 돌려드려야 함을,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보여주는 모든 행동으로 하느님이 현존하신다는 것과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전해야 함을.  

시간은 우리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바로 그 시간 없는 시간에 대비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마더 마리의 말씀-힘든 시기는 사랑과 

은총을 통하여 빛으로 인도합니다-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또한 현대 작가 앤 라모트처럼, 

은총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지만, 우리를 발견했던 곳에 우리를 남겨두지는 않음을 

알 수 있습니까?   

수녀님들과 협력회원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면서 오늘날 무엇이 필요한지를 

식별하는 지금, 계속해서 기도 안에서 서로를 기억합시다. 또한 천주섭리수녀회 수녀로서 또 

협력회원으로서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몫인 부르심에 충실하도록 합시다.  

지난 6 년간 여러 면에서 저를 지지해 주시고 하느님의 얼굴을 보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수도회창설 171 주년을 기념하는 지금 메리 프랜시스 수녀님, 로사 수녀님, 

리베라타 수녀님도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에게 축일 인사를 드립니다. 

Sister Maria Fest 
마리아 페스트 총장 수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