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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ria in Excelsis Deo 지극히 높은데에 계신 하느님께 영광” 

인도네시아의 노틀담 수녀들이 사랑하는 수녀님들과 독자들 모두에게 2020년의 기쁜 성탄과 2021년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길 빕니다. 하늘과 땅과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화를 기원합니다. 성탄과 새해의            
기쁨이 코빗 19 전염병에 맞서 싸울 때와 같은 크기로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에 성탄을 어떻게 경축했는지에 대한 체험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코빗 19 유행병은 인류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을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했습니다. 이 상황은 이번 성탄 분위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미사를 온라인으로 참례하고 있으며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탄이라면 보통 성대한 축하, 선물, 가족들에 대한 환대, 심지어 새해을 맞이하는 동안의 긴 휴가와              
같습니다. 올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성탄 메시지는 우리에게 성탄절을참으로아주명확히이해할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성탄이 소비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상적이거나 선물과 덕담 가득한            
소비적잔치로전락해버리는것이아니라그리스도신앙안에서가난해야합니다.”교황님의메시지는             
우리에게 성탄 축하가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2천 년 전 고난 가득했던 예수님의 탄생을 관상할              
시간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전염병 사태도 창의적이고자 하는 우리의 공간을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교사인 마리아 파울라 수녀와            
여섯 명의 페르위타 아시 유치원생들은 아름다운 밤이라는 노래를 부른 다음 학부모들과 친구들에게            
성탄 인사를 보냈습니다. 여섯 아이들은 다섯 명의 회교도와 한 명의 그리스도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부가 예수님을 믿는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이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이 활동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완전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노래를 연습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노래와 가사를 완전히            
익히도록 학부모들이 기꺼이 함께 하는 시간을 내 주었기에 이 고유한 시간이 놀랍기만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부모들도 학교를 돕는데 관여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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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에는 목소리를 녹음하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아이들과 수녀들과 다른 전문인들이 산타            
마리아 피정 센터에 모였습니다. 모임 중에도 수녀들, 교사들, 아이들은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부지런히 손을 씻는 등의 보건 수칙을 준수했습니다. 음악 녹음과 영상 제작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오전 세션이었던 10부터 12시 45분 사이에 마칠 수가 없어 오후 5시 30부터 6시까지              
녹음이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촬영을 마칠때까지 부모들이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영상은 기타 공동체의 수녀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기쁜 성탄과 새해를 빌어주기 위해 산토            
라파엘 수녀들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수녀들은 칼리만탄과 자바 전통 의상을 착용했습니다. 

수녀들, 교사들, 노틀담 학교인 그랜드 위사타 학생들도 똑같은 활동을 했습니다. 모두 2020년 즐거운             
성탄과 2021년 새해를 빌어주었습니다. 교사들은 여러 출신 지역의 지방 언어와 외국어, 즉 자바어,             
NTT, 북 수마트라 어, 서 자바어, 영어, 서반아어, 중국어를 이용하여 기쁜 성탄을 위한 인사를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아이들과 교사들의 성탄인사를 끝으로 마쳤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아름다운 노래와 카드로 기쁜 성탄과 새해를 창의적으로 빌어주는데 몹시 흥분하며          
열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희망 안에서하나입니다. 2021년새해에는이지구가코빗 19에서자유로우며모든활동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배우며, 선생님을 만나고, 다시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기를 바랍니다. Soli Deo. 오직 하느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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