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로마, 2021 년 6 월 15 일 

 

 

 

형제자매 여러분,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전 세계적인 기도 캠페인인 ‘100 만 어린이의 묵주기도’에 초대합니다. 

2021 년에는 코로나 19 제한 조치들이 종료되기를 희망했으나, 그 여파는 여전히 

각국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상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로 보이는 것은 비단 보건 위기만은 아닙니다. 굶주림, 가난, 부패, 

전쟁과 테러, 인간 존엄의 상실, 창조의 파괴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침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하느님의 섭리와 계명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악의 힘이 만연해 있습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하느님을 망각하는 것은 진리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과학과 기술의 온갖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류애는 전례 없는 심연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에게는 세계를 위해 

하느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향해 자신들의 마음을 열었던 순수하고 티없는 마음을 가진 

성모 마리아의 자녀들의 신뢰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2020 년 12 월 8 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교황 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Patris corde)를 반포하시면서 ‘보편 

교회의 수호자 성 요셉’ 선포 150 주년을 기념해 “성 요셉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다음으로 교황님들의 문헌에서 마리아의 배필인 

요셉만큼 자주 언급된 성인은 없습니다. 복자 비오 9 세께서는 ‘보편 교회의 수호자’로 

선포하셨고, 가경자 비오 12 세께서는 ‘노동자들의 수호자’로, 요한 바오로 2 세 



 

 

성인께서는 ‘구세주의 보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앞둔 이의 

수호자’인 요셉 성인에게 간구합니다.” 

 

“우리 삶은 다른 평범한 이들, 우리가 종종 잊고 지내는 이들과 함께 엮여 있고 그들에게 

도움받는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신문이나 잡지의 주요 소식들 또는 텔레비전 최신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이들은 아니지만, 오늘날 이들은 우리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의사, 간호사, 상점 주인, 상점에서 일하는 이들, 

환경미화원, 간병인, 운수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필수 서비스업와 치안 유지에 

종사하는 이들, 봉사자, 사제, 남녀 수도자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그 누구도 혼자서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목받지 않고 

날마다 신중하게 자신의 존재를 숨기며 살아가는 요셉 안에서, 우리 저마다는 곤경에 

처해 있을 때의 중재자, 지원자, 안내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 성인은 숨겨져 

있거나 그늘진 곳에 있는 이들이 구원 역사에서 비할 데가 없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들의 공로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느님께서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마태 1,20)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분노와 낙담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단순히 

단념해서가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더 깊은 의미에 열리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성령께서 선물해 주신 

불굴의 용기는 우리의 수용과 환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 선물과 다른 모든 선물을 성 요셉처럼 기도를 통해 간직할 수 

있습니다. 성 요셉께서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요셉 성인 또한 성모 마리아로부터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요셉은 훌륭한 모범으로서 우리의 기도와 신실함을 

통해, 또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선함으로 이끌어 

주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신뢰는 우리의 힘으로서 슬픈 상황이라도 



 

 

받아들이고, 견디며,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마주함으로써 도울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진리를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어린 나이에 기도와 하느님의 도우심과 함께 아름다운 체험을 할 수 

있다면, 훗날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에도 하느님께 지원과 지지를 구할 것입니다. 

성모님의 손에, 그리고 성 요셉의 보호 아래 말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께서 우리의 

묵주기도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가능한 한 널리 전파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이에 필요한 자료를 다시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100 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캠페인 포스터, 어린이들을 위한 묵주기도 방법과 환희의 신비, 어린이 봉헌기도가 

있는 리플릿 그리고 어린이들이 색칠할 수 있는 그림 등입니다. 글로벌 

웹사이트(www.millionchildrenpraying.org)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세계 

지도에서 어린이들의 묵주기도 참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OneMillionChildrenPrayingtheRosary 해시태그를 통해 전 세계와 

함께 공유하십시오. (#OneMillionChildren, #Rosary 또한 사용 가능합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모든 대륙에서 우리가 기도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18일, 우리의 전 세계적인 이 묵주기도 캠페인이 성 요셉의 중재와 

함께 성령의 불을 밝혀 세계 곳곳에 사랑의 불꽃과 우리의 마음이 타오를 수 있게 

하기를 빕니다. 하느님께 불가능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     마르틴 바르타 신부 

ACN 재단장      ACN 지도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