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공동체2019년 4월 7일

장소 : DoubleTree by Hilton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J 07024)

일시 : 2019년 5월 25일 (토) 오후 7시- 5월 27일 (월) 오후 5시

대상 : 부부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부부의 행복을 도와주는 주말입니다.”

“여러분을 신혼으로 초대합니다.” 

(미주 한인 Worldwide Marriage Encounter)

제76차 미동북부 ME부부주말

문의 및 신청 : 각 본당 ME대표부부 혹은, 김진 돈보스꼬 & 김용숙 젤마나 부부 TEL: (201) 232-7453 / (201) 232-7463 
E-Mail: jamesjinkim19@gmail.com / 100germana@gmail.com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성 이윤

일 한인 성당(주임 임종욱 바오로 

신부)은 청소년을 위한 사순피정이 

지난 9일, 10일 개최됐다.  “나는 너

를 사랑한다”(말라 1:2)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피정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 받

고 돌아가신 크신 사랑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돕고, 피정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주님 안에 한 형제자매로서 친밀함

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당과 공소 청소년 총 24명이 모

인 이번 사순 피정에선 아이들이 

직접 나무 십자가에 못을 박는 자

신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고통

을 스스로 느끼는 시간을 가졌으

며, 팀 워크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높여 아이들의 참여도를 이끌어냈

다. 서로간의 어색함은 이내 유쾌한 

율동과 다양한 게임으로 털어낼 수 

있었고, 프로그램 중간에는 임종

욱 주임신부도 함께 참여해 청소년

들과의 친밀감도 높였다. 

이후에는 나이별 그룹으로 나뉘

어 눈높이에 맞는 난이도별 게임을 

진행했다. 특히 사순과 십자가의 길

과 관련된 게임에서는 주어진 힌트

를 추리해 단서를 찾아 십자가의 길

을 완성시키는 과정으로 참여 학생

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

다. 

특별히 이번 피정은 김태희 데레

시아 수녀(성 바오로딸 수녀회)의 

“You are special”을 주제로 특강

을 가졌다. 두 시간 남짓 진행된 특

강에는 우리는 하느님의 소중한 자

녀로서 그분께 얼마나 특별한지, 

각자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느

낄 수 있는 말씀들과 영상시청을 

통해 스스로 생각해보며 스스로의 

특별함을 글과 점토 만들기로 표현

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늦은 저녁, 중고등부 학생들은 

성전에서 참회예절을 가졌다. 우리

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힘들 때에

도 항상 그 분이 곁에 있었음을 알

게 하고 모든 고민과 걱정, 힘듦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그 분께 의지

하는 것에 더 친숙해지도록 기도하

고 봉헌하는 시간도 가졌다. 

중학교 2학년생인 남지민 엘리사

벳은 “잘 모르며 지내던 공소친구

들도 알게 돼서 좋았다. 사순이 무

엇인지 피정을 통해 예수님의 고통

을 조금은 알 것 같다”며 피정 소감

을 말했다. 청소년 교육위원장 황보

나 보나는 “미국 교포사회라는 특

수한 환경에서 영어와 한국어로 서

로 배려하며 소통하고 공감하는 모

습, 제법 큰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

고 서로 도와주고 어울려 놀며 하

나로 어우러지는 아이들의 모습에

서 결국 모두는 하느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

을 전했다.                 

기사/사진 제공: 

샬롯 성 이윤일 한인 천주교회 

청소년교육/홍보위원회 

친밀함과 공동체 의식 높여
샬롯 성 이윤일 한인 천주교회 청소년 사순피정

샬롯 성 이윤일 한인 천주교회 청소년 사순피정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남가주 가톨릭 성서모임센터 성

서가족을 위한 특강이 지난 23과 24일 있었다. 

한국 서울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에서 신약성경

을 가르치고 있는 허규 신부(서울대교구)가 강의

한 이 특강에는 남가주 각 성당에서 성서모임 봉

사를 하고 있거나 성서공부를 하고 있는 59명의 

청장년 성서가족이 참가했다.

로마 교황청 성서대학(석사)과 뮌헨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대학교(박사)에서 신약을 전공한 허

규 신부는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칫 어려울 

수도 있는 신구약 중간사와 요한 묵시록을 알기 

쉽게 풀어주었다. 

강의에서 허규 신부는 신약성경 배경사라고도 

불리는 신구약 중간사를 알아야 신약을 깊이 있

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지루할 수

도 있는 역사를 풍부한 예를 들어 재미있고 이해

하기 쉽게 설명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둘

째 날 요한묵시록 강의에서는 흔히 어렵고 무서

운 성경으로 인식되어 있는 요한묵시록이 사실

은 박해상황에 있던 초기의 그리스도 신자들에

게 조금만 더 견디라고 촉구하며 그들이 신앙을 

져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쓰여진 ‘위로’와 ‘희망’

이 담긴 성경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메시지는 오

늘날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을 잃을 위험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다

고 말했다. 

고미순 아녜스(성 라파엘 성당)는 “구약과 신

약의 흐름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기

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특히 요한묵시록의 

새로운 발견과 이해를 돕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고 했다. 박소영 카타리나(성 가브리엘 성당)는 

“요한묵시록하면 종말론, 무서운 성경이라는 느

낌이 들었는데 특강을 통해 요한묵시록을 제대

로 이해하게 되었다.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생

각하며 다시 한번 요한묵시록을 읽어보고 싶다”

고 말했다. 

박규화 세실리아(성 가브리엘 성당)는 “2000

년 전 구체적 공간 팔레스티나에서 펼쳐진 역사

와 문화, 언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유익

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청년봉사자인 임성민 바

오로(성 토마스 성당)는 “흔히 종말에 대한 이야

기로 알고 있던 요한묵시록이 상징과 비유를 보

다 정확히 이해하면 희망과 구원이 담긴 내용임

을 알게 되었다. 부분만을 보고 해석하기보다 신

구약의 내용과 유다 민족의 역사적 배경을 알고 

요한묵시록을 이해하면 그 주제는 박해하는 자

들의 멸망과 신앙을 통한 구원, 희망을 이야기하

고 있음을 알게 해 준 귀한 시간이었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허규 신부는 미국은 한국에 비해 이런 성경관

련 강좌를 쉽게 접하지는 못하겠지만 평소에 성

경을 자주 읽고 묵상하는 작업을 충실히 할 것

을 당부하며 이틀간의 특강을 마무리했다.

기사/사진 제공: 양효진 크레센시아, 박영철 요한

박해·멸망은 신앙을 통한 구원과 희망
남가주 가톨릭 성서모임센터 ‘성서가족을 위한 허규 신부 특강’ 성경 속 의미 이해 도와

남가주 가톨릭 성서모임센터에서 열린 성서가족을 위한 특강에서 허규 신부가 강의하고 있다.

【뉴욕】 베이사이드 한인성당(주임 이가별 가

브리엘 신부) 전신자 사순피정이 지난 24일 지

하 친교실에서 열렸다. ‘회개, 진정 나를 살리는 

길’ 주제로 열린 이번 피정은 권오영 프란치스코 

신부(서울대교구, 유학 중)가 지도했고, 200여 

명의 신자가 참가했다.

회개란 내가 가던 방향에서 하느님 쪽으로 도

는 것이라며 자신의 지난 경험을 이야기 한 권오

영 신부는 특유의 재치로 피정을 유쾌하게 이끌

었다. 

권 신부는 흔히 삶이 힘들 때 회개가 이루어지

는데 그저 무릎만 꿇고 기도만 한다며 하느님을 

향해 정확히 볼 것을 주문했다. 삶의 4가지 범주

를 여러가지 일화로 재미있게 설명하며 자신이 

싫어하고 힘든 일이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

을 하시는 것이 진정한 봉사, 사랑, 회개라고 강

조했다.

이어 회개의 전제조건이 화해와 용서이고, 다

른 이를 이해하고 용서하려면 먼저 나약한 자신

을 바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자신이 하느님

께 돌아가는데 무엇이 걸림돌인지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해성사

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깔끔한 고해성

사로 기쁨의 부활 맞이하길 바란다며 모든 피정

을 마쳤다.

참가자들은 “권 신부님께서 재미있게 이끌어

주시고 깔끔하게 요약 강조해 주셔서 머릿속에 

쏙쏙 입력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고해성사가 

늘 어려웠는데 나 자신과의 화해, 용서라니 한

번 제대로 해 보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혜성 기자

나를 살리는 길, 진정한 회개란?
베이사이드 한인성당 사순피정, 권오영 신부 고해성사 강조

베이사이드 한인성당에서 사순피정을 지도하고 있는 권

오영 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