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경자 장 크로드 콜린의 시복식을 위한 기도

Korean

성모 마리아 사회의 설립자
주 하느님, 우리의 마리스트 설립자이신 장 크로
드 콜린이 주 하느님 이름의 영광으로 천사로서
영광 받는게 하느님의 성스러운 뜻이라면, 부디
저희에게도 그가 받은 당신의 은총을 주시기를
그를 통해 기도합니다(기도를 넣는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모 마리아 사회의 여왕이여,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콜린 신부님의 기도를 통해 은총을 받으신분들
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R P Carlo-Maria Schianchi SM,
Postulator, Padri Maristi
Via Alessandro Poerio 63,
00152 Rome, Italy
Email: postulator@maristsm.org
성당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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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자와 아버지
장 끌로드 콜린은 1790년 8월 7일 프랑스St
Bonnet le Troncy지역 부근에서프랑스 혁명
의 공포가 시작할때 태여났다. 당시 억압당하
는 프랑스 가톨릭 신앙인들 중에 신부가 되겠
다는 그의 소망은 1816년 7월 22일 리옹시에
서 그의 성직 서임식으로 실현되었다.
그 다음날 그는 마리아 이름을 지닌 새로운
종교 가족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한12명중 한
명이 되었다. 그 중에는 신부들, 수녀들, 수도
사와 일반 신자등 다양한 분과를 설립하기로
했다.
그 중 가장 어린 신부가 마리스트 회원의 창
조자가 되었고 마리스트 가족의 홍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1836년에는 교황의 허락을 받아 콜린 신부
님은 외진 태평양 남서쪽을 포함한 “어느
먼곳이던”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했다.
활성화하는 선교자들의 모임의 신부님으로
콜린 신부님은 마리스트중 존경과 애정을
얻고 마리아회 또한 그의 지도력 아래 무궁
한 발전과 선교자들의 확장을 이끌었다.
그는 인생 마지막 날들을 마리스트 수도회
의 헌법을 개정해가며 살았고La Neyliere에
서 1875년 11월 15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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