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이니 기뻐하고 춤을 춥시다.”라고 시편저자와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 빠스또렐레들은 마리아와 함께 우리의 파스카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선포합시다!  

올해는 특별한 시험의 시기로 다섯 개 대륙에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합창하듯 공통으로’ 

보내 온 축하로 거룩한 부활 인사를 나눕니다. 바오로 가족의 전 회원들과 지역교회들, 우리의 

가족들과 은인들, 친구들과 모든 인류에게 부활의 빛이 도달되기를 바랍니다.  

복자 알베리오네의 축하 인사는 어려운 시련을 겪은 후의 우리와 모든 인류를 희망으로, 스승 

예수님을 더욱 닮은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어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해줍니다.  

“다시 일어나는 부활!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 관대하고 새롭게 영적으로 다시 깨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항상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입니다.( AAP 1964 년 78 항)” 

총원장 아민따 사르미엔또 수녀와 총원 공동체 자매들이 

모든 빠스또렐라 수녀들이 거룩한 파스카를 축하하며...... 

 
 

ITALIA – ALBANIA – MOZAMBICO 이탈리아 –알바니아-모잠비코 

  모든 이의 마음속에 희망의 소식이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강하게 다가온 체험은 우리가 파견된 백성에게 가까이 가고 위로와 

희망의 길을 만드는 중재 기도를 바치며 함께 있는 단순한 몸짓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발견하는 최고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본당 신부들과 사제들과 사람들과 함께 이웃이 되어주고 경청하고 말씀의 빛을 통해 

친교를 여는 연대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젠 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떠오르는 새 태양인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주님의 동반은 우리에게 파스카의 빛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새로운 생명을 함께 새로 

세워갈 힘과 용기를 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살아갈 은총을 주십니다! 
 

BRASILE – CAXIAS DO SUL 브라질 - 카시아스 도 술 

 죽음은 마지막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계적인 유행병이 창궐하는 시기에 우리 

하느님께서는 모든 죽음을 이기기 위한 해독제로 연대의 경험을 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 공동체와 병자들과 가족들에게 전화하면서, 매스 미디어를 사용하여 신앙을 

북돋으며, 마스크를 만들어 집 없는 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 간식을 만들고, 

기도와 내적인 삶의 사도직을 수행하며, 식료품을 나누어 주며, 필요를 느끼는 이들에게 

연대하는 것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사목적 모성으로 생명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께서는 신실하시어 이 혼란의 시기에도 새 생명은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BRASILE – SAN PAOLO 브라질-상파울로 

모든 백성을 치고 있는  “건강 전쟁”의 시기에 오만과 탐욕과 사회의 부유함도 우리가 

의식할 사이도 없이 퍼져가는 고통에 비하면 너무 미소하다는 것과 생명이 주목 받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새싹이 꽃을 피우고 자라며 

인간화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의 태도와 느낌에 시선을 두며 고통 받는 인류의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의 존재를 증거 할 것입니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자녀를 맞아들이고, 기다리며, 돌보는 어머니로서 우리의 순례의 여정에서 

우리의 힘과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부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FILIPPINE -AUSTRALIA-SAIPAN-TAIWAN 필리핀-호주-사이판-대만 

 제 9 차 총회 목표는 고통 받은 인류와 만나라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문제로 생긴 이 어둠의 순간에 하느님의 빛으로 고통을 겪고 희망을 가져 오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자시니, 내 누구를 두려워하랴(시 26, 1).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니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어두운 계곡을 걸어간다 

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악도 두렵지 않습니다(시 22, 1.4).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우리의 관계와 모든 인류와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친교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승리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열정과 죽음에 동참합니다. 
 

ARGENTINA –BOLIVIA- CILE – PERÙ – CUBA – URUGUAY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칠레-페루-쿠바-우르과이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우리의 삶의 희망 그리고 

죽음의 승리자인 우리 하느님께 대한 희망으로 채웁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가난한 이들 안에서, 생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투쟁하는 환자들 

안에서, 사랑하는 이들이 사라져 서로 부둥켜 안을 수 없는 가족 안에서, 연대의 모든 

시도들 안에서, 일치된 가족의 용기 속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 안에서, 소생하는 자연 속에서...... 지속적으로 다시 

살아나십니다.  



우리의 부활은 우리 사이에서 친교의 삶을 살고, 우리의 백성을 동반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하여,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고, 우리가 가진 것을 더욱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며, 역사를 바꿀 능력이 있는 유일하신 분 앞에 무릎을 꿇고 드리는 전 세계의 

열렬한 기도로 맞아들입니다. 오늘처럼 나는 살아있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위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부활 축하 드립니다! 
 
COLOMBIA – VENEZUELA – MESSICO 콜롬비아-베네수엘라-멕시코 

 “나는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요한 10,10).” 

 우리 집과 우리 공동체에서 친밀감을 느끼고 살며 맞이한 이 부활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선한 목자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생명을 받아들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죽음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것 같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 우리의 사목적 

현존을 통하여 생명을 지속적으로 내어 놓는 어머니들인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화와 기쁨으로 채우십니다! 
 
COREA 
2020년 부활인사  

안녕하세요? 부활축하드립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부활인사가 쉽게 나오지 않는 부활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으로 모든 것을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적인 거리두기로, 지나가는 모든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되어가야 할 참된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행복한 부활되시길 바랍니다.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위임구장 임희중 마리아 수녀와 모든 수녀들  
 

COMUNITÀ DI CHICAGO – STATI UNITI 미국 시카고 공동체  

 기도와 영적인 다가섬으로 인류를 동반합니다.  

 신앙과 충실함을 강화하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풍성하게 얻었습니다.’라며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 축하 드립니다.  
 

COMUNITÀ STUDI TRAVERSARI – ROMA – ITALIA  이태리 로마 트리베르사리 

면학 공동체  

 부활을 축하 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악과 죽음을 이기신 당신 안에서 우리 신앙이 

자라고, 죽으면서 생명을 내어주는 사도요 증거자가 되면서, 하느님의 백성과 연대하며 

우리 자신의 파스카를 살게 해주시기 위하여 모든 양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축하 드립니다! 
 

COMUNITÀ GENERALIZIA – ROMA – ITALIA 이태리 로마 총원 공동체  

두려워 마시오. 부활하셨습니다(마태 28,5-6). 

인간의 무능함과 하느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더 깊은 영적 여정으로 걸어 온 

파스카를  축하드립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함께 하느님의 말씀에서, 성체에서, 중재 기도에서, 신뢰하며 

자신을 봉헌함에서,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희망의 자세와 말씀에서, 사람들 사이의 

연대에서, 우리가 아는 이들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작은 몸짓들에서, 우리 노력이 

아니라 은총의 선물로 우리 사이에서 그리고 고통 받는 인류를 위한 친교와 역사의 

주님이 살아계시는 고독 속에서 주님을 보았다고 선포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