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하는 기쁨! 커지는 행복!

미주가톨릭평화신문 사장 신부님과 직원들이 선교후원회원을 위해 매주 미사를 봉헌합니다

익명 후원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선교후원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인숙, 고연, 김경숙, 김경순, 김지수, 문광자, 민문희. 심묘현
심희섭, 알린주. 이영기, 이지훈, 임장수, 정행자, 최연순
최해수, 허강백, 허관, 황정순, Chae Lee, Esther Kim
John Ho, Kyung Im Lee, Lon Kim, Monica Kim
Sarah Kim

시카고 성 한국 순교자 한인성당

2 공동체 2019년 3월 17일

미주가톨릭평화신문(USPS 10804)은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톨릭 신문이며 독자의 구독료와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주가톨릭평화신문은  매주일 발간하는 주간지이며

설날,여름휴가,추석  3회를 휴간합니다.

The Catholic Peace Times Weekly, Inc. 발행인: 박규덕 베드로 신부  

The Catholic Peace Times Weekly (USPS 10804) 
is published weekly(except Lunar New Year, 
Summer Vacation Week & Korean Thanksgiving) 
for $130 per year by The Catholic Peace Times 
Weekly, Inc. Periodical postages paid at Flushing, 
NY.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The Catholic 
Peace Times Weekly, Inc. 
145-27 33rd Ave., Flushing, NY 11354

Publisher: Rev. Gyou Deok Park

145-27 33rd Avenue, Flushing, NY 11354
Home page: peacetimesweekly.org       
E-mail: peacetimes93@hotmail.com                       

구독료: 1개월 $13.00 / 1년 미국 $130.00 (USD)   캐나다 $300.00 (CAD)

Tel.  (718) 762-6500, 5107
        (800) 219-1137 
Fax. (718) 762-5108 

【오하이오】 박상준 가브리엘 주임신

부(대구대교구)가 클리블랜드 성 김대

건 한인 천주교회에서 이임미사를 2월

24일 오전 10시 봉헌했다. 이날 미사에

는 캔톤공소를 비롯해 본당의 교우 150

여 명이 참석했다.

박신부는 지난 2016년 11월 부임해 2

년 여동안 클리블랜드 교우들의 영적 

성장과 공동체 화합을 위해 힘썼다. 박

신부는 이날 미사 강론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게 많은데도 그동안 여러분들로

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떠나게 되어 감

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어디에 있든지 

미사와 기도 속에서 함께 있을 테니 하

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도

록 일치의 공동체로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종철 야고보 사목회장은 송별사를 

통해 “낯선 성당 주위환경에 적응하느

라 많은 애로사항을 겪으시면서도 항상 

겸손하게 많은 사랑을 교우들에게 베풀

어 주셔 감사하다”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공동체를 기억해서 기도해주시고 

저희들도 신부님을 위해 기도하겠다”

고 전했다. 하 회장은 교우들의 모은 영

적 선물을 박 신부에게 전달했으며, 주

일학교 학생들은 꽃다발과 함께 사랑을 

담은 공연을 선보였다. 이어 성가대는 

축가로 ‘축복’을 불렀다.

미사 후 친교실에서 송별 행사로 케이

크와 함께 점심을 함께 하면서 박신부

와 이별의 아쉬움을 함께 나눴다.

박상준 신부는 대구대교구로 복귀해 

대구 청소년창의센터장으로 부임하며, 

후임으로 정성훈 신부가 부임할 예정이

다.           

기사/사진 제공: 서재환 아오스딩

【노스 캐롤라이나】 샬롯 성 이윤일 

한인 천주교회(주임 임종욱 바오로 신

부) 사목 평의회 워크샵이 2월 24일 개

최되었다. 이번 워크샵의 목적은 현재 

본당 안밖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진단

해 앞으로의 본당 사목 목표와 시행 과

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총 17명의 사목 위원들이 참여한 이

번 워크샵은 관찰과 추측이라는 오리

엔테이션을 통해 본당 안에서, 교우

들간 행해지는 판단들이 서로에게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고, 이

어진 SWOT(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분석을 통해 우

리 본당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등

의 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

탕으로 앞으로 우리 본당이 전개해야 

할 사목방향 및 목표 등을 설정했다. 

이번 워크샵의 큰 성과는 단순히 사

목목표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사목위원

들의 시각과 사고를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이다. 정병교 시몬 

사목평의회 총회장은 워크샵을 마치고 

“이번 워크샵은 사목위원들과 함께 하

나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과정과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소통의 시간이

었다”며 참석 소감을 밝혔다. 

기사/사진 제공: 샬롯 성 이윤일 한인성당 

홍보위원회

전문 분석 통해 본당 사목방향 설정
샬롯 성 이윤일 한인 천주교회 사목평의회 워크샵, 사목위원 시각과 사고 확장 기회 

샬롯 성 이윤일 한인 천주교회 임종욱 신부 지도로 사목평의회 워크샵에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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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료를

크레딧 카드로!

문의: (718) 762-6500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주임 백인현 안드

레아 신부)은 2월 17일 ‘2019년도 사도임원 및 봉사

자 피정’을 가졌다. ‘사도임원 및 봉사자 피정’은 매

년 갖는 연례행사로써 올해에는 주임, 보좌 신부, 

본당 수녀를 비롯해 125명의 사도임원들과 봉사자

들이 참가해 주님 안에서 함께 뜻 깊은 시간을 가졌

다. 

성령기도회의 찬양노래를 시작으로, 총회장의 

개회 인사와 본당 조직도 소개가 있은 후 사도임원 

및 봉사자 소개가 있었고 ‘아이스 브레이커’ 시간

에는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며 친목을 

다졌다. 

‘아이스 브레이커’ 주제는 ‘만약에 주님께서 내

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한가지를 물어

보신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였는데, 가장 많

이 나온 필요한 한가지로는 ‘지혜’, ‘인내’, 온유한 

마음’, ‘사랑’ 및 ‘겸손’ 등이었다. 두 번째 주제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감사하는 순간은 언제입

니까?’였는데, 많은 봉사자들이 ‘한가지 봉사일을 

무사히 끝냈을 때’라고 답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사목 목표에 대한 실천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백인현 신부는 본당 승격 25주

년을 앞두고 더욱 성숙한 공동체로 발돋음하기 위

한 준비의 해로, 사목목표를 “사랑이신 하느님을 

닮아가는 해”에 이어 ‘사랑이신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해’로 정했다. 

또한 피정에서 백 신부는 “그리스도교는 바보들

의 종교”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십자가에 처형

당한 예수님을 믿으며 거기서 자신의 고귀한 인생

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을 일처럼 

보인다”며 “그리스도인은 그런 어리석음을 받아들

이는 사람이며, 그렇게 세상에서 어리석게, 바보

처럼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십자가를 믿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을 강조하는 그리스도교는 사람을 바보로 만드

는 종교”라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고, 십자가의 고통

은 하느님 사랑의 표징”이라고 했다.   

마지막 순서로 성체조배 후 주임 신부의 강복과 

마침성가로 사도임원 및 봉사자 피정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모든 참석자들이 피정 끝까지 함께 하

며 주님 안에서 은총의 시간을 가졌다.

기사/사진 제공: 허진  세바스찬

사랑이신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해

성 정 바오로 성당, 성숙한 공동체 위한  ‘2019 사도임원 및 봉사자 피정’

공동체 일치 위해 기도와 노력
박상준 가브리엘 신부 클리블랜드 성 김대건 한인성당 이임 

클리블랜드 성 김대건 한인성당 박상준 신부 이임 미사에서 하종철 사목회장이 영적선물을 박

신부에게 전달하고 있다.

나를 먼저 돌아보고, 자신과 다른 사람과 관

계 속에서 나를 찾아보며, 신앙 안에서 자신에

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선택 

주말이 남가주 지역에서 오는 6월 14일부터 16일

까지 열린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중요성

을 통해 훗날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사람과 성가

정을 이루어 나가는데에 도움을 주는 이 프로

그램에 많은 참여 바란다.

·일시: 6/14 (Fri) – 6/16 (Sun)

·장소: De Paul Evangelization Center

             420 Date St. Montebello CA 90640

·대상: 24 -36세 사이의 미혼 남녀

·참가비: $300

·마감: 4월 7일 선착순 30명

·지도: 양성욱 바오로 신부

·문의: choiceweekend@gmail.com

남가주 25차 선택 주말, 6월 14일 ~ 16일 
알 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