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아니스트 가족

수도자의 길

▼
지원기
●
●

마리아니스트

마리아의 딸 수도회

주님의 부르심을 인식함
자기자신을 알아야 함

▼
전수련기
부:죠셉샤미나드

모:아델드바츠드트랑켈레옹

(1761/4/8~1850/1/22)

(1789/6/10~1828/1/10)

●
●

수도회를 알아야 함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부르심을 명확히 함

▼

4그룹의 자녀들

수련기
●

평신도마리아니스트 알리앙스.마리알 마리아의딸 수도회
(1800/12/8탄생)

(재속회)
(1808탄생)

(여자수도회)
(1816/5/25탄생)

마리아회

●

수도회생활의 초기단계의 영성을 배움
마리아의 자녀이고,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선택할 준비를 함

▼

(남자수도회)
(1817/10/2탄생)

유기서원기
●

마리아니스트가족의 맴버는

●

수도회의 카리스마를 깊게 함
최종적인 선택에 대하여 준비를 하는 단계

▼

위의 도면과 같이 표현 할 수가 있습니다.
4그룹은 같은 창립자에서 태어나,
같은 가족으로서 같은 교육을 받고 자란
우애가 깊은 형제, 자매들입니다만,

종신서원기
●

마리아의 손을 통하여 전면적이며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에게 헌신 함

모두가 확실한 특성을 가지고,
각자 자기들의 생활과
선교형식을 가지면서
독립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니스트의 수녀가 되기 위하여
ㅤ·가톨릭 교회에서 세례와 견진을 받아야 함
ㅤ·주님의 초대를 느끼고 있어야 됨
ㅤ·독신이어야 됨
ㅤ·연령은 35세 이하
ㅤㅤ(이 점에 대해서는 성소담당자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마리아니스트 가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하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요

http://www.marianist.jp

● 문의 사항

마리의 딸 수도회(마리아니스트) 관구본부
182-0016 동경도 초후시 사수마찌 5-28-5
전화 042-483-3525

Marianist Family

창립자의 정신
마리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마리아께로

우리들의 원함은,
현실 생활 안에 살면서 복음을 살려, 기도와 활동을 통하여
예수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사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

두 분의 창립자
샤미나드신부
(1761-1850)

생애를 통해 마리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느님의
깊은 신앙과 사람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살아오신 분입니다.

초후 수도원 현관

하루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서원식

교육활동 … 교육을 통하여 신앙 교육에로

멜.아델
(1789-1828)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마리아의 친절한 사랑에
자신을 맡기면서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 온 분입니다.

사회활동

창립자의 이상
창립자 샤미나드 신부는 초대 공동체의
이상인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와 같이 마리아와 함께 모여서
신앙의 가족으로써
모든 것을 공유하고,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선교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어린이들과 함께

젊은이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평화를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

기도의 길(마찌다 피정의 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