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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년 창설자 축일 편지 

빌헬름 엠마누엘 폰 케틀러 주교—7 월 13 일 

마더 마리 드 라 로쉬—8 월 1 일 

 
 

 
“재창설은 하느님이 주도하시는, 하느님의 일이다.   

우리가 수도회를 재창설하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께서 하신다.”  

[디아무드 오무크] 

 

수녀님들과 협력회원들께. 

우리는 마인츠의 빌헬름 엠마누엘 폰 케틀러 주교와 가톨릭으로 개종한(뒷날 마더 마리로 

알려진) 슈테파니 프리데릭 아말리에 드 라 로쉬 폰 슈타르켄펠스가 창설한, 우리가 사랑하는 

수도공동체 천주섭리수녀회 창설 축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두 분으로부터 우리는 

하느님 섭리에 대한 신뢰와 개방성이라는 카리스마를 받았습니다. 창설자들의 삶을 

숙고해보면, 마인츠 교구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요청에 부응하도록 “첫” 

수녀님들을 이끈 두 창설자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뿌리 깊은 우리 역사의 시작점을 보게 

됩니다. 수도회 창설 이후 오랜 세월에 걸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녀님들이,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한 사도직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우리 카리스마를 통해 수도회 역사는 

계속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버나드 J. 리(S.M.)는 자신의 책, 커다란 날개 짓- 활동, 사도적 공동체를 위한 지상의 영성 The 
Beating of Great Wings:  A Worldly Spirituality for Active, Apostolic Communities 에서, 

한 공동체의 뿌리깊은 역사는 자산이자 유산이며, 정확히 해석하면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카리스마를 통해 뿌리깊은 역사가 계속 살아있는지 여부는 그 역사가 

또 다른 세대를 위해 구원을 전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뿌리 깊은 역사가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때, 또 이어서 어려운 상황-구체적인 정황으로 볼 때 현 세상-이 발생하여 

역사를 대면하게 될 때 이러한 뿌리깊은 역사는 다시 카리스마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 순간 

구원은 모습을 드러내고, 카리스마는 거듭 활기를 더해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카리스마와 뿌리깊은 역사를 숙고하면서 수도회 역사책 섭리에 매료되어로 

돌아갔습니다. 천주섭리수녀회는 마인츠 교구 지역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 창설되었지만, 

수녀들은 케틀러 주교님과 마더 빈첸시아의 축복을 받으며 기꺼이 또 다른 대륙과 문화로 

파견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엔 여섯 수녀들이 오하이오주 던개넌으로, 그 다음 피츠버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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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진출을 감행하면서 “재창설”과 비슷한 또 다른 순간을 가졌습니다. 더 

나아가 1960 년대에 독일에서 페루로, 또 한국의 첫 그룹 수녀님들이 로마에서 수련기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가면서 계속 재창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특히 수도회 역사책 6 장 쇄신을 받아들이며 와 7 장 매력 넘치는 새로운 초대를 
알아차리며에 이끌렸습니다. 118 페이지부터 186 페이지에 해당하는 6 장과 7 장은, 뿌리깊은 

우리 역사에 여향을 미쳤던 새로운 의식들을 강조합니다. 6 장에서는 국제 무대에서 또 

우주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어떻게 평범한 시민들이 더 깊이 의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제 2 차 바티칸공의회가 열리던 시기였습니다. 공의회 결과 가톨릭 신자들은 

자신을 교회의 신비체로 이해하기 보다는 하느님의 백성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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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 수도회는 여러 관구 전역에 걸쳐 세상과 교회에서 다양한 사도직과 

새로운 계획들을 수행하였습니다.   

 

7 장에서는 향상된 통신 수단들을 통하여 회원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전쟁, 세계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동, 인종차별,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총기사건, 경제적 

변화, 교류를 증진시켰던 발명품들과 그것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히결하고자 애쓰는 이들에게 

끼친 영향 등 회원들이 무심할 수 없었던 일들-을 더 많이 의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섭리 기도문을 “오 주님, 저희는 주님의 섭리를 드높이며, 그 

모든 뜻에 순종하겠나이다.”에서 “오 주님, 저희는 주님의 섭리를 드높이며, 세상에 주님의 

섭리가 더욱 더 드러나도록 헌신하겠나이다.”로 바꾸었습니다. 7 장에서는 새로운 사도직들도 

소개합니다. 수도회 직영 사도직도 있고 지역교회나 평신도 혹은 기타 단체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도직도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도직에 초대받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수도공동체들과는 물론 평신도들과 더욱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카리스마를 통해 고무되어 다른 여러 세대를 구원하는 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수도회 

역사에서 우리는 또 다시 이 시점에 와있습니다. 1960 년대에 페루와 한국에 두 선교지가 

세워졌고, 회원이 증가하면서 새롭고 다양한 사도직을 확장해갔습니다. 또한 수도회에서 

협력회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협력회가 수도회 정신과 카리스마의 영향을 받으면서 협력회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관구 간에 서로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협력회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을 비롯하여 수도회가 새롭게 시작한 프로그램과 사도직을 생각할 때, 

회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찰스 디킨스가 그랬던 것처럼,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1 년 수도회총회-처음으로 미국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독일의 세 관구를 엠마누엘 폰 

케틀러 관구로, 미국의 세 관구와 푸에르토리코 지부를 마리 드 라 로쉬 관구로 통합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감행한 것은 회원 수는 감소하였지만 우리의 사명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역사서 8 장에서 다룹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과거가 뿌리깊은 우리 역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도회 역사서 6 장, 7 장, 8 장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에 필요한 

변화를 이루도록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수도회 안에서 보다 큰 협력에로 초대받고 있습니까?  

이 세대가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24 차 수도회총회를 통하여 2022 년에 우리는 어디로 

초대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수도회 역사에서 독특한 시기-수도회 재창설로 우리를 초대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0 년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충실하게 잘 처리해 왔습니다. 즉 관구를 통합했고, 

수 십년간 우리가 사도직을 해왔던 여러 학교를 넘겨주었고, 병원을 매각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병원을 후원하는 방안을 찾았으며, 기타 많은 직영사도직을 포기하였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매각했으며, 전통적으로 해왔던 교육 및 의료사도직이 아닌 다른 

사도직에 임했습니다. 외부 진행자와 함께 미래 계획세우기 회의를 했고, 모든 건의사항을 

신중하게 따랐습니다. 수도 생활을 지지하는 여러 협의회의 도움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변화와 도전을 

헤쳐나갔습니다. 24 차 수도회총회를 통하여 우리는 어디에로 초대받고 있습니까? 2022 년부터 

2026 년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도전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케틀러 주교님과 마더 마리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우리는 당대의 새로운 요구에 각각 개인적인 

방식으로 응답한 두 분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새로운 순간이 그들을 초대했을 때 두 분은 변화하는 당대의 요구에 순응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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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우리는, 하느님과 협력하여 사랑하는 우리 수도회를 탄생시키고 영원한 

카리스마라는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준 빌헬름 엠마누엘 폰 케틀러 주교님과 마더 마리 드 라 

로쉬 두 분을 기쁘게 기념하며 존경을 표합니다!  두 분은 171 년간 우리 수도회 회원들에게 

영감을 주어왔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찬 섭리 안에 하나되어 

 

Sister Maria Fest 
마리아 페스트 총장 수녀 

 

 

참조-커다란 날개 짓-활동, 사도적 공동체를 위한 지상의 영성 The Beating of Great Wings: 
Worldly Spirituality for Active, Apostolic Communities, 버나드 J. 리(S.M.), 2004, 2 장, 

Deep Story and the Possibility of Charism  

섭리에 매료되어-천주섭리수녀회 역사 1851-2012, 메리 크리스틴 모르코프스키(CDP), 2016. 

 

 

덧붙임 

명백한 이유로 저는 작년에 썼던 창설자 축일 편지를 “재활용”하여 2022 년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편지 내용이 올 해의 현실에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 가운데 하나이기에, 저는 지난 6 년간 제가 수도회 총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보내주신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2022 년 11 월 중순까지는 여러분을 위해 계속 봉사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 안에서 

여러분을 기억하겠고,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총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마리아 페스트 수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