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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송 시편 119(118),137.124

제1독서 이사 35,4-7ㄱ

화답송 시편 146(145),6ㄷ-7.8-9ㄱ.9ㄴ-10(◉1)

◉ 내 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주님은 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

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

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

리시네. 주님은 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

이 로 다스리신다. ◉

제2독서 야고 2,1-5

복음환호송 마태 4,23 참조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백성 가운데에

서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복음 마르 7,31-37

성체송 시편 42(41),2-3

사슴이시냇물을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혼이당신을그리나

이다. 제 혼이하느님을, 생명의하느님을목말라하나이다.

<병자를 고쳐주시는예수님>(부분), 375년-400년 경, 리석, 성 비오 크리스챤갤러리, 바티칸박물관

이작품은 리석석관의전면을장식하고있는예수님의치유기적들가운데한부분이다. 예수님께서는예루살렘의벳자타연못가에있던중풍

병자를고쳐주신후침 를메고집으로돌아가는그를도와주고있다. 그분께서는공생활중에수많은병자들을치유해주심으로서하느님의나

라가시작되었음을알려주셨다. 예수님께서젊은이처럼표현된것은그분안에 원히시들지않는참생명이있다는것을알려주기위해서이다.

성화
해설



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날은 나를 가르쳐준 고

마운 앤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

고 둘째 날에는 새벽에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

다. 저녁에는 롱하게 빛나는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

에는 아침 일찍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

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화를 보고 저녁에

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

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드리고싶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장애인 헬렌 애덤스 켈러

(Helen Adams Keller, 1880- 1968) 여사의「사흘 동안 볼 수 있

다면」이란 의일부입니다.

그는 장애와 어려움을 훌륭하게 극복하고 성공한 현

의 위인입니다. 헬렌은 자신의 삶에 해“무엇이든지 간

절하게 바라는 마음만 있다면 반드시 어떻게든 얻을 수 있

다고믿었다”고회고했습니다.

우리는사실지금보고듣고말하고, 그리고걷고뛰고먹

는 일상생활에 해 별로 의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보기 어

렵고, 듣기 어렵고, 걷고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지모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지역에서 어느 귀

먹고 말 더듬는 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하느님의 구원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바로 이

스라엘백성이기다리던메시아라는것을잘드러냅니다.

성경에서 귀머거리는 하느님 말 을 듣지 않는 행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질병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귀를

열어 주시고 굳은 혀를 풀어 주는 육체적인 치유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병의 원인을 악령의 힘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령의 지배하에 있던 인간

을 근본적으로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인간

을 자유롭게 창조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줌을 의미

합니다. 이것이진정한치유이고구원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도 육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주님을 찾는 방법은

다만 네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

은 우리 사이에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계십니

다. 만약우리안에계시는주님의목소리에귀를기울이고

입으로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

도듣지못하는소경이며귀머거리입니다. 

우리도 하느님을 알아보아야 하며, 오로지 하느님께만

모든희망을두어야합니다. 우리는무엇을보고무엇을이

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

하십니다. 

“나의사랑안에서너의닫힌귀를열어내말을들어라!

그리고 묶인혀를풀어진리를선포해라!”

생명의 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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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에파타!”곧“열려라!”하고

말씀하셨다(마르 7,34).

믿믿음음을을 가가진진 사사람람

허 엽마티아 신부│서울 교구 문화홍보국장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동정

서울주보 3

9월부터는 매달 첫째 주 서울주보 3면에‘교구장 동정’을 싣습니다. 기존에 게재하던‘말 의 이삭’은 매달 둘째 주~마지막 주에 게재합니다.

천주교 서울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은 8월18일 김 중(토마스 모어) 전

통령의 선종 소식을 접하고 애도 메시

지를 전했습니다.

정 추기경은 메시지에서“수많은 역

경 속에서도 오히려 상 방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신 분이었다. 생전

에‘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

며 온갖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

다’고 회고하실 만큼 진정한 신앙인이

셨다”며 선종을 애도했습니다. 19일에

는 빈소를 찾아가 고인을 위해 기도하

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22일 저녁 7시에는 명동 성당에서

장례미사를 집전하고“세례명인 토마스

모어 성인처럼 정의를 실천하고 행동하

는 양심으로 사셨다”며 고인의 삶을 기

렸습니다. 장례미사에는 유족 표로

장남 김홍일(세자요한), 윤혜라(스텔라)

씨 부부가 참석했고 가톨릭 신자 국회

의원 등 정계인사와 신자 2,300여 명이

고인의 원한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정 추기경은 2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서 거행된 결식에 참석했습니다.

또한 31일에는 감사 인사차 교구청을

방문한 차남 김홍업(바오로) 씨를 맞아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 중(토마스 모어) 전 통령 선종 애도

8월15일 성모 승천 축일을 맞아 발

표한 담화에서“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참된 평

화이며,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오늘날은 사회적 통합이 절실한

때”라며“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공

동체 전체의 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

다. 다른 이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 습니다.

또한“모든 국가 정책과 정치활동에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람”이라며

“지도자들은 정의와 도덕성의 기준에

따라 국민들에게 봉사해야한다”고 밝

혔습니다. 정 추기경은 8월15일 명동

성당에서 성모 승천 축일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시린 에바디 변호사와 환담

8월9일 교구청 집무실에서 이슬람 여

성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이란

의 인권∙여성운동가 시린 에바디 변호

사를 맞아 환담을 나눴습니다.

가톨릭유아국악 노래 녹음

8월14일 교구청 집무실에서 청소년국

유아부(담당 지 현 신부)가 제작하는‘가

톨릭유아국악’음반 녹음작업에 참여했

습니다. 이날 정 추기경은 아리랑 선율

에 성호경을 개사한 노래를 직접 불 습

니다. 음반은 9월 중순에 출시됩니다.

쌍용차 노조원 가족 위로

7월30일 오전 교구청 주교관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쌍용자동

차 노조원 가족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정 추기경은 노조원들이 겪는 어려움과

인권 침해 현실을 경청하고“사태의 평

화적 해결을 위해 기도하겠다. 희망을

잃지 말라”고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8월3일에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표를

접견하고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공권력 투입으로 불상사가 되풀이될 가

능성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정의 실천해야”

8월6일 서울 교구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이하 서울 우리농) 이사장 김

운회 주교에게‘가족농 사랑기금’예

탁금 증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정 추기

경은 서울 우리농에 10가구의 농사자

금을 무이자 예탁했습니다.

‘가족농 사랑기금’은 농민들의 안정

적 생산 기반과 지속가능한 농업 체계

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금은 서울 우

리농의 물류사업 수익금과 무이자 예

탁금으로 조성되며 파종시기에 가족농

가에 농자금을 지원하고, 농가는 추

수 후 수확한 농산물로 상환합니다. 정

추기경은“이 기금을 통해 농민과 도

시민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

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농 사랑기금’예탁

■ 전례집전: 7월31일 정 웅 신부 모친(김숙자 소화데레사) 장례미사

■ 행사참석: 8월31일 가톨릭 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이∙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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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주교회의 평사위 세미나

∙주제: 고령화 사회와 교회 / 문의: 460-7632

∙때, 곳: 9월16일14시~17시, 가톨릭회관1층강당

향심기도(2박3일 소개피정)

∙ 상: 누구나 / 지도: 이승구 신부

∙때: 9월11일(금) 오후 5시~13일(일) 오후 4시

∙곳: 상지피정의 집 / 주최: 사목국 향심기도회

∙문의: 010-8674-1105(www.hyangsim.com)

전∙의경 원 교리교육 봉사자 모집

∙ 상: 전∙의경들에 한 교리와 인성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세례, 견진받은 55세

이하 교우) / 문의: 723-9471 경찰사목위원회

∙홈페이지: www.catholicpolice.or.kr

생명위원회, 참생명학교 2009 하반기 교육

∙주제: 죽음의 문화와 생명의 복음(회비: 1만원)

∙1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생명의 복음’

∙2주:출산의의미와체외수정문제/ 문의:727-2350

∙3주: 낙태, 미혼모, 저출산 문제 / www.forlife.or.kr

∙4주: 안락사, 존엄사, 자살 그리고 죽음의 의미

낙태치유프로그램 및 월례미사‘희망으로 가는 길’

∙ 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때, 곳: 9월8일(화) 오후 1시30분~4시30분, 교

구청별관 6층 소성당 / www.ihome.or.kr

∙문의: 727-2071 사목국 가정사목부(회비 없음)

순교자현양회 하루 성지순례

∙때: 9월20일(일) / 사당역에서 오전 8시 출발

∙곳: 전주교구 여산, 천호성지(성가책∙물 준비)

∙회비: 2만5천원(선착순 전화접수)

∙문의: 2269-0413 순교자현양회 사무국

한국교회사연구소 하반기 공개 학

∙주제: 한국의 성지, 어떻게 이해할까

∙때, 곳: 9월17일~12월3일 매주(목) 오후 7시~8

시30분(90분간), 평화방송빌딩 4층 한국교회

사연구소 회의실 / 회비: 5만원(교재포함)

∙문의: 756-1691(내선 1번) / www.history.re.kr

직장인을 위한 문화∙ 성 아카데미

∙강사: 강신모 신부, 이용숙 선생, 김현화 교수,

정민 교수, 정호승 시인(9월10일까지 접수)

∙때: 9월10일~10월29일 매주(목) 오후 7시30분

∙곳: 명동 성당 내 꼬스트홀 / 회비: 5만원

∙문의: 727-2078, 773-1132 직장사목부

천주교 농부학교 4기생 모집

∙ 상: 지역에서 생태순환적인 삶과 가족농(소

농)을 추구하는 교우 40여 명

∙때, 곳: 9월22일~10월27일 매주(화∙목) 오후

7시~9시30분, 명동 전진상 교육관 별관

∙접수: 9월11일(금)까지 / 선착순 접수

∙회비: 1인 12만원(부부 18만원, 우리농∙환경

후원회원 10% 할인, 현장체험 실습비 별도)

∙문의: 727-2283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제5회 청소년축제

∙내용: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와

체험을 통해 기쁨을 얻는 자리가 되도록 함 /

활동 및 홍보 부스 운 , 공식행사(법인 10주

년 기념미사 등), 축하공연 / 문의: 727-2089

∙ 상: 청소년 및 지도자, 일반인 등

∙때, 곳: 9월13일(일) 오전 10시~오후 5시, 서울광

장(서울시청 앞) / 주최: 서울 교구 청소년국

∙주관: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사목국 성서사목부‘성서못자리’개강

∙ 상: 일반교우 / 회비: 5만원(교재포함)

∙때, 곳: 8월31일부터 매주(월) 15주간, 명동성

당 내 교육관 / 문의: 775-5789(당일접수)

평화화랑 전시안내

∙전시 및 관 문의: 727-2236~7 

사회교리학교 2단계 16기 수강생 모집

∙때: 9월14일~11월16일 매주(월) 19시~21시

∙곳: 명동성당 범우관 702호 / 수강료: 3만 원

∙문의: 773-1050 정의평화위원회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

다. 순교자 성월은 순교자들을 더욱 공경하고 기억하는 달이

며 특별히 이 땅에서 순교한 103위 성인과 아직 성인 반열에

오르지 못한 순교자들의 삶을 본받고자 다짐하는 때입니다.

9월은 헌미헌금 봉헌의 달

9월은 헌미헌금 봉헌의 달입니다. 매 끼니마다 예수님과

이웃의 몫으로 한 줌의 쌀을 모아 현금으로 환산해 본당 2차

헌금으로 봉헌해 주십시오. 헌미헌금 봉헌 권고일은 9월27

일(일) 입니다. 교우들이 모아 주신 봉헌금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아이들에게 교육∙의료∙기본생활환경 등을 제공

함으로써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보다 나은 내일을 맞이

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454-005324-13-001 천주교 한마음한

몸운동본부 / 문의: 727-2267(www.obos.or.kr)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8월30일 최주호 건안드레아 신부(59세) 2008년, 용인

∙9월 7일 이완성 요한 신부(40세) 1954년, 용산

∙9월 8일 김성학 아릭스 신부(68세) 1938년, 충남 공세리

∙9월 9일 최서식 라우렌시오 신부(65세) 2002년, 용인

∙9월12일 조인원 빈첸시오 신부(71세) 1978년, 용산

제19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상 후보자 공모

주교회의 매스컴위원회는 제19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시상 부분은 상과 신문, 방송, 출

판, 상, 인터넷 등 6개이며 가톨릭 신자, 타종교 신자, 비

신자 모두 응모할 수 있습니다. 2008년 9월1일부터 2009년

8월31일까지 제작∙발표된 작품 중 후보작을 선정합니다.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에서 추천서를 내려받

아 9월30일(수)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문의: 460-7686 / 주소: 서울시 광진구 중곡1동 643-1

주교회의 및 교구청 알림

새로운 사태(김어상) 사십주년(김용수)

어머니요 스승(양승규) 지상의 평화(이강서 신부)

사목헌장(한홍순) 민족들의 발전(최재선)

사회적 관심(유경촌 신부) 노동하는 인간(김어상)

백주년(박동호 신부) 생명의 복음(박정우 신부)

노인사도직에 한 교회의 가르침 한홍순
고령화 사회의 오늘과 내일 조은상
고령화 사회의 평신도 사도직 김왕기

입문 10시30분~12시30분 인완식 신부
(이스라엘 역사) 19시~21시 신희준 신부

동서울지역
9월14일~10월5일 매주(월) 오전
10시30분~12시30분, 논현동성당

서서울지역
10월9일~10월30일 매주(금) 오후
7시30분~9시30분, 봉천동성당

충주성심학교 작품전
9월9일(수)~15일(화),

제1전시실

김정희 수녀 개인전 9월9일(수)~15일(화),
(막달레나, 살레시오수녀원) 제2전시실

주교회의

교구청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 의

까리따스 수녀회

돈보스코 여자재속회(VDB)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인보 성체 수녀회

9. 13. 10시-16시30분

9. 13. 11시-15시

9. 13. 14시

9. 13. 13시30분

방배동 수녀원

살레시오회3층(신길동)

성북동

수유리 수녀원

011-9742-2321

011-797-3115

011-9799-8790

011-380-5159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 의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서울관구)

천주 섭리 수녀회

한국 순교 복자 빨마 수녀회

9. 19-20.

(1박2일 성소피정)

9. 13.(성소하루피정)

9. 13. 14시

성 바오로

피정의 집

수녀원본원(수원가 옆)

부산 본원

3706-3233

010-3940-3635

582-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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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튼 피정의 집 향심기도 소개 피정
∙때, 곳: 9월12일(토), 씨튼 피정의 집 / 744-9825
마리아 운동 다락방 모임
∙때: 9월10일(목) 오후 2시-4시
∙곳: 전진상교육관(명동) / 문의: 019-9373-2004
천호성지 9월(1박2일) 피정(문의: 063-263-1004, 5)
∙주제: 행복하여라(강사: 리순성신부) / cheonhos.org
∙때, 곳: 9월19일(토)-20일(일), 천호성지 피정의 집
사랑의씨튼수녀회젊은이길찾기피정(문의: 011-9193-3005)
∙ 상: 성소의길을찾는남녀젊은이/ 9월7일까지접수
∙때, 곳: 9월12일(토)-13일(일), 씨튼 성의집(논산)
묵주기도 200단(성모송 2000번 기도모임)
∙세상떠난 혼, 입시생을위하여(중식제공) / 2209-6185
∙때, 곳: 9월8일(화) 10시-16시30분, 망우동성당(주최)
소록도성당 피정(문의: 755-3309, 011-388-5706)
∙때: 9월12일-13일, 10월17일-18일, 10월24일-25

일, 11월7일-8일, 11월14일-15일, 11월25일-26일
가톨릭 운전기사 사도회 9월 성지순례
∙때: 9월14일(월) 14시(다조)∙15일(화) 14시

(가조)∙16일(수) 14시(나조) / 문의: 775-9052
∙곳: 서소문성지(10시출발)-왜고개성지-새남터성지
지리산 피아골 피정의 집
∙지도: 강길웅 신부 / 755-3309, 011-388-5706
∙때: 9월26일-27일, 10월10일-11일, 10월12일-13

일, 10월20일-21일, 10월24일-25일, 10월26일-27일
도움이신 마리아 수녀회 성소 피정
∙ 상: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때: 9월12일(토) 17시-13일(일) 17시/ 032)657-1150
∙곳: 도움이신마리아수녀회(부천) / 회비: 3만원
젊은 여성을 위한 피앗 성지순례
∙때: 9월19일(토)-20일(일) / 회비: 3만5천원
∙주최: 원죄없으신 마리아 교육 선교 수녀회
∙문의: 010-5247-8913(cafe.daum.net/fiatmeeting)
미혼 여성을 위한 주말 개인 피정
∙때, 곳: 매주(토) 오후 5시-(일) 오후 5시, 거룩

한 열정의 딸 수도회(주최) 사당동 본원∙강원
도 유치리 피정의 집 / 584-6367, 033)432-6367

2009 성령쇄신 서울 회“일어나 걸어라”
∙때, 곳: 9월19일(토)-20일(일) 9시-18시, 장충체

육관(회비: 3천원) / 미사: 조규만, 김운회 주교
∙강사: 송광섭∙김웅렬∙박성구∙강길웅 신부
∙문의: 867-7900 서울 교구 성령봉사회
<통하는 기도> 하루 피정
∙때, 곳: 9월18일(금), 10월16일(금), 11월20일(금) 13

시-17시, 가톨릭교육관(부천) / 강사: 차동엽 신부
∙회비: 1만원(계좌: 외환은행 630-005328-502

사단 미션3000) / 031)985-2835미래사목연구소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 )
제2차 아시아 회 마무리 피정
∙때, 곳: 9월14일(월) 9시-17시, 삼성산 피정의 집
∙강사: 차동엽 신부, Americo Lopez 세계회장
∙미사: 16시(사제단 합동미사) / 문의: 756-3473
혼인재발견(르트루바이) 주말
∙혼인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부들을 위한 2

박3일 주말 프로그램(배우자와의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줌)

∙때, 곳: 10월16일(금)-18일(일) 2박3일, 프란치
스코피정의집(한남동) / 문의: 929-2141 한국ME

13-A지구 성령기도회(문의: 010-6236-4250)
∙내용:미사와말 치유(주최: 13-A지구성령쇄신봉사회)
∙때, 곳: 매주(화) 오후 8시-11시, 신림4동성당

라렛 선교수도회 프로그램

∙문의: 743-7026 라렛 행정사무실(전화신청)
말 에서 샘솟는 기도(거룩한 독서) 피정
∙곳: 올리베따노성베네딕도수도원(주최)-경남고성
∙문의: 010-8873-1348, 016-816-1986

삼성산 2박3일 무료피정
∙때, 곳: 9월11일(금) 18시-13일(일) 15시, 삼성산

피정의집(주최) 강당/ 874-6346, 011-277-0317
위로의 젊은이 기도모임
∙때, 곳: 9월8일(화) 20시, 위로의 성모 수녀회

성북동 본원(주최) / 765-3660, 010-4805-4224
의정부교구 3∙4지구 1일 피정
∙강사: 허윤석 신부 / 문의: 011-1746-2120 의정

부교구 성령쇄신 3∙4지구 봉사회(중식제공)
∙때, 곳: 9월7일(월) 10시-16시30분, 의정부성당
하느님 내 팔자는 왜 이럴까요?(문의: 031-902-0695)
∙강사: 박 호신부/ 회비: 1만원(당일접수가능)
∙때, 곳: 9월14일(월) 10시30분-16시, 꼰벤뚜알프란

치스코수도회(한남동단국 학교옆) / 중식제공
∙주최: 프란치스코 성연구소( 중교통 이용)
제주 성 이시돌 피정센터‘제주피정’
∙매일미사, 새미 은총의 동산 기도회(말 , 성

지순례, 자연과 함께) / 문의: 773-1455
∙때: 9월19일-22일, 10월8일-10일, 10월14일-17

일, 10월25일-27일/ 개인, 구역반장및단체환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젊은이 묵주찬양의 밤)
∙내용: 묵주기도, 찬양, 강의, 나눔/ 019-201-4924
∙때, 곳: 매주(수) 19시30분-21시30분, 동성고

등학교(혜화동) 백주년 기념관 / 019-470-2416
∙찬양팀(악기, 보컬) 모집중 (www.totustuus.or.kr)

청년을 위한‘찬양의 광장’(루하)
∙때, 곳: 매주(금) 오후 7시30분, 동성고등학교

소성당(혜화동) / www.holyspirit.seoul.kr
∙문의: 866-6345, 010-2328-9530
한국여성생활연구원 평생교육프로그램
∙한 (학력 인증을 위한), ABC 어, 컴퓨터교

육(기초∙디카∙블로그),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성인 문해교재(한 ∙수학) / 727-2471

2009년 7차 상설 단기 성령세미나
∙때: 9월26일(토) 13시-27일(일) 17시40분(1박3식)
∙곳: 성령봉사회관(신림동) / 계좌번호: 기업

은행 074-050848-01-200 (재)천주교서울 교구
∙문의: 010-3123-0573 성령쇄신봉사회(회비: 5만원)
작은예수사랑음악원 기악 강습
∙곳: 작은예수회관(전철 5∙7호선 군자역 6번

출구 농협 지하) / 문의: 018-330-3283

10월 ME 서울협의회 주말
∙주제: 성숙한혼인생활을위해(결혼5년이상부부)
∙홈페이지(www.me.or.kr) 참조 / 511-9901, 2

메종 프로그레스(발달상담/임상 및 건강심리센터)
∙곳: 전철 2호선 강남역 3번 출구 / 011-219-2059

양업문화교육원신앙인학교강의(문의: 853-1104, 5)
∙양업문화 교육원장: 진교훈 / 지도: 구요비 신부
∙강사: 박광용교수(가톨릭 역사학과) / 평화 TV 방

송에서9월12일∙26일, 10월10일현지녹화하여방송
∙때, 곳: 매주(토) 14시-16시, 한국외방선교회성당(성북

동1가120) 경신고후문앞(교재: 가톨릭교회교리서)

명동 가톨릭 성서모임
∙과제: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때: 매주(화∙금) 10시-12시, 매주(토) 15시-17시
∙직장인반: 매주(목) 19시-21시(창세, 탈출, 마

르코, 요한) / 문의: 011-711-5856, 019-9227-1417
∙개강모임: 9월8일(화) 11시. 범우관 501호
2009년 2학기 역삼동성당 강남가톨릭문화원
가톨릭상담심리사양성교육(문의: 070-8235-1617)
∙ 상: 가톨릭상담, 종교 성심리에관심있는교우및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가톨릭상담심리사자격증
취득희망자(강사: 상담심리전문가) / www.kccpa.org

∙과목: 상담심리, 종교 성심리, 가톨릭상담, 발달심리
∙때, 곳: 9월1일부터매주(화∙목) 주2회, 역삼동성당
∙회비: 70만원(한 학기), 17만5천원(과목당)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카리타스심리상담센터명칭변경)
∙곳: 가톨릭회관 501호 / 776-7726, 727-2474

성녀 大데레사 묵상기도 학교(2년과정)
∙ 상: 고요 속에서‘하느님과 우정어린 사

귐’을 원하는 교우 / 회비: 8만원(학기당)
∙곳: 전교가르멜수녀회 성의집(주최) / 734-7764

까리따스방배성서교육관2009년2학기‘여정’성경공부
∙회비: 4만5천원(과목당) / 문의: 525-7869
∙곳: 전철 2∙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5분거리

젊은이를 위한 성수련 수강생 모집
∙ 상: 23-35세 이하 젊은이(회비: 7만원)
∙때, 곳: 매주(화) 19시40분-21시30분, 서강

김 건관 407호 / 문의: 705-8163 한국 CLC

성체조배 기초 교육(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때: 9월8일-10월13일매주(화) 14시-16시/ 773-3030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강사: 장광재∙김명

섭∙성지호∙정의철∙김덕근 신부(회비: 4만원)

∙월례미사:9월10일(목) 14시, 가톨릭회관3층강당

2학기 토착화신학당(한국 그리스도사상연구소)
∙주제: 신앙과 신비체험, 성토착화
∙회비: 10만원(한학기), 5만원(수도자) / 925-3991
∙때, 곳: 9월9일-12월9일 매주(수) 오후 2시-4시

이냐시오 성연구소9월개강강좌(문의: 717-3869)

∙ 신수련: 준비(화, 수, 목, 금), 중급(토) / 주말피
정: 둘째주반(정규한), 셋째주반(정구평) 5개월과정

9월8일 한성호신부 9월15일 이승주신부 9월22일 한상우신부 9월29일 한철호신부

전문적인 사소한일에도긴장하고걱정근심이많은학생및성인,

상담 및 조급하고참을성이부족하여쉽게포기하는학생및직장

심리치료 인, 직무 스트레스가 심한 직장인,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심한 가족 및 자녀양육방식 때문에 불화가 큰 부부

전문적인 지능, 주의집중, 학습능력, 기억, 성격, 정서(우울,
종합심리평가 불안 등) 평가, 결혼만족도, 적성 및 진로평가

9월12일 18세기조선사회에서유교와가톨릭의만남
9월20일 성지순례-신유교난 순교자들의 성
9월26일 초기천주교교우공동체와주문모신부님의 성
10월10일 교우촌공동체와김 건∙최양업신부님의 성

10월9일-11일 서울1119차(서서울88차) 성베네딕도피정의집(장충동)
10월16일-18일 서울1120차(동서울97차) 성베네딕도피정의집(장충동)
10월23일-25일 서울1121차(중서울73차) 성베네딕도피정의집(장충동)

9월9일 개강미사(신앙과신비체험, 성토착화)
심상태(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장)

9월16일-10월14일 예수, 장자, 니체/ 이승자박사(평신도신학자)
10월21일-11월11일 아시시의성프란치스코의신비체험/ 고계 신부(작은형제회)
11월18일-12월2일 그리스도교신비체험과관상기도/ 곽승룡신부( 전가톨릭 학교)
12월9일(종강) 신앙과신비체험, 성토착화(종강미사및수료식) / 심상태몬시뇰

9월8일 성체조배 입문
9월15일 성체조배의 필요성과 어려움

9월22일∙29일 성체조배와 묵상기도 및 미사
10월6일∙13일 성체조배 방법 및 삶

9월22일 내 인생의 하느님 9월29일 가짜 예수, 진짜 예수
10월6일 부자 청년과 나 10월13일 믿음의 원리

10월20∙27일 하느님의 뜻을 아는 첫째 방법, 둘째방법
11월3일 세상 속의 교회 11월10일 마리아-결단과 선택

심리상담 및 치료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및가족갈등상담
나사랑!  가족사랑! 9월17일-10월29일 매주(목)
아버지 프로그램 오후 7시-9시(7회) / 선착순 5명

매월 둘째∙넷째주(월) 10월12일(월) 20시부터
매월 둘째∙넷째주(화) 10월13일(화) 10시부터
매월 둘째∙넷째주(목) 10월8일(목) 10시부터

개강 오전10시-12시 오후8시-10시 개강 오전 10시-12시
8월31일(월) 가톨릭서간 가톨릭 서간 9월3일(목) 마르코 복음
9월1일(화) 시서, 지혜서 역사서 1 9월4일(금) 역사서 1
9월2일(수) 루카, 사도 마르코복음 9월5일(토) 요한복음

신수련의 내적 역동성의 이해 (월) 오후 / 정제천 신부
생활속의 전례 (화) 오전 / 조학균 신부

성무용과 우리 춤사위 (화) 오후 / 이화진
탈출기설교집 / 코헬렛설교집 (수) 오전, 오후 / 김병로 신부
빛의 여정 (목) 오전 / 정구평 신부

성과 리더십 초급 1 (목) 오후 / 김재득 교수
행복을만드는아버지교실 (토) 오전 / 염미애

9월11일(금)-13일(일) / 2박3일 9월17일(목)-20일(일) / 3박4일
10월17일(토)-18일(일) / 1박2일 10월27일(화)-31일(일)  / 4박5일

교육

모임

성가묵상 회복프로그램‘쉼’미사∙고해성사/ 9월12일(토) 15시
신자재복음화 성과정(다시보기) 2기모집/ 9월30일-12월2일매주(수) 19시

기타: 24만원(12주) 드럼 키보드(화성학)
일렉, 베이스: 28만원(12주) 24만원(12주) 초급(12주) 24만원

월∙수∙목(주 1회) 월∙수∙목(주1회) 중급(12주) 30만원

알림



알림

6 서울주보

誦讀中文聖經(문의: 010-9226-5507)
∙ 상: 중국어 읽기 가능한 분 / 회비: 1만원
∙때, 곳: 매주(월) 19시, 압구정성당(주최) 지하
성령선교수녀회 젊은이 프로그램
∙주제: ‘빛내음’기도모임 / 010-5730-6322
∙때: 매주(월) 오후 7시30분 / sspskorea.org
서울 마리아 학교 청강자 모집
∙때: 9월4일-11월27일매주(금) 14시(주간부), 19시

(야간부) / 774-0448, 010-9620-4820(회비: 10만원)
∙곳: 가톨릭회관 2층 강당(야간: 1층 회의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몸살림 운동”참여자 모집
∙ 상: 성인25명(선착순마감) / 2231-1876 유보배
∙때, 곳: 9월16일-12월2일 매주(수) 19시-20시

30분(총12회), 신당복지관 / 회비: 6만원
천주교 예수노상전교회 전교 학 17기 개강
∙ 상: 전교배우고, 하고싶은교우누구나(인원: 50명)
∙강사: 이관희, 정광균, 윤정화회장, 김정남신부
∙때: 9월11일-11월6일매주(금) 오후1시-3시(9주)
∙곳: 고척동성당(회비: 3만원) / 010-4206-9101

어성서나눔(ENTS) 2009 가을23기강좌‘마태복음Ⅰ’
∙ 상: 교우( 어 강의와 나눔진행) / 회비: 4만원
∙강사: 패트릭맥뮬란신부(한국골롬반외방선교회)
∙때, 곳: 9월10일-12월10일매주(목) 19시20분, 명동

성당별관/ 016-201-4718, 010-2380-2411(교재제공)
∙개강 당일 접수(http://cafe.naver.com/iloveents)
성서 40주간 2학기 개강(가톨릭 성서모임)
∙시서와 지혜서부터 / 회비: 3만원(교재비 별도)

진애인 아동∙가족치료연구소 프로그램
∙문의: 587-9207(http://jinaein.com)

전∙진∙상 성심리상담소(문의: 726-0700)

열린학교 상담아카데미
∙문의: 2279-5153, 4(www.lifeacademy.or.kr)

골롬반 선교센터 강좌(문의: 953-0613)
∙위치: 전철4호선성신여 입구역5번출구, 도보2분
∙계좌: 제일은행225-20-397604 천주교성골롬반

청담동성당 성령세미나
∙때,: 9월19일-10월31일 매주(토) 20시-22시(6주간)
∙곳: 청담동성당(강사진신부) / 011-412-5368, 010-2224-1004
성신아동청소년 교육상담소
∙내용: 학교생활 적응, 시험불안 및 진로상담
∙ 상: 유아∙초∙중∙고∙ 학생∙학부모(전철 2호선

선릉역1번출구) / 567-7685(www.sungshincc.co.kr)
기도회 진행세미나(문의: 017-231-1999)
∙때, 곳: 9월9일-11월11일 매주(수) 10주, 작은

예수회 성령봉사회(전철 7호선 군자역 6번
출구 능동회관) / 회비: 3만원(교재비 포함)

성서학교 마태오복음 안내
∙성경말 안에서 삶의 변화와 적성숙을 체험

함(회비없음) / 강사: 김명희, 이해봉(작은예수회)
∙때, 곳: 매주(월) 13시-16시, 가톨릭회관3층강당
∙문의: 011-399-3993, 011-778-0220 작은 예수회
가톨릭 목조각‘기초에서 작품까지’
∙내용: 성화, 성구, 성모 마리아, 십자고상 등
∙때, 곳: 매주(월) 13시30분-16시30분(오후반)∙19시-

21시30분(야간반), 청담동성당(주최) 지하목공예교실
∙문의: 3446-1544(http://cafe.naver.com/cmc04)
나자렛성가회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여성부자격인정)
∙ 상: 전문 졸 이상 / 회비: 30만원(교재비 포함)
∙때: 9월12일-12월5일 매주(수) 18시30분-22시30분, 매

주(토) 9시-13시/ 379-4803(계좌: 신한100-025-336450)
∙곳: 나자렛 성가회 교육원(주최)-종로구 평창동
가톨릭 미술 아카데미 강좌 개강
∙이론 강좌: 교회 미술사(12강) / 실기 강좌:

유화, 소묘, 수채화, 유리화, 도예(각 14강)
∙때: 9월 둘째 주-12월 둘째 주(9월9일 개강)
∙문의: 921-1773(보문동 노동사목회관 1층)

2009 한국틴스타 교사 평가회 및 재교육
∙ 상: 한국틴스타 정교사 및 워크숍 이수자(회비:

3만5천원) / 755-2629(kteenstar@hotmail.com)
∙때: 9월26일(토)-27일(일) / 9월21일(월)까지접수
∙곳: 서울유스호스텔(남산) / www.teenstar.or.kr
가정선교회“나 먼저 변화 살기”- 1단계 교육
∙ 상: 원하는 분 누구나(회비: 3만원) / 777-1773
∙강사: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 계좌: 하나은

행 561-810498-11007 김현숙(입금 후 연락 요)
∙때, 곳: 9월8일-10월13일 매주(화) 14시-16시

30분(6주간), 가톨릭회관 314호 / 019-367-2297

‘가톨릭 한마음 공동체 나눔의 집’봉사자 모집
∙서울역 인근의 쪽방, 행려인, 노숙인에게 365일

점심을 무료 급식함(주방과 배식을 담당할 남녀
자원봉사자 모집) / 3789-5425(지도: 조창수 신부)

미국 성가정 작은 자매회 수녀원 성소자 모집
∙ 상: 고졸이상, 18세-40세 미만의 미혼 여성
∙이민사회에서 함께 봉사할 수도 성소자를 찾음
∙이메일: lsohf@yahoo.com(www.holyfamilysrs.org)
∙문의: 1-301-947-1955, 1-301-236-4009

성모자애보육원 후원회 미사(문의: 937-6900)
∙때, 곳: 9월7일(월) 14시, 성모자애보육원 경당

수험생을 위한 미사와 부모 1일 피정
∙ 상: 고3, 수험생 부모와 희망자 / 3462-5959, 60
∙때, 곳: 9월9일(수) 10시, 우면동성당(주최)
∙10월까지매월둘째(수) 10시/ 미사와피정있음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자녀를 군 에 보낸 부모님과 함께 입 자

녀와 회원을 위한 미사 / 문의: 776-0457
∙때, 곳: 9월7일(월) 14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서울경기 성모신심미사와 다락방기도
∙미사: 오태순 신부(메시지 모음, 기도공동체

성가, 묵주 준비) / 017-321-1247 다락방 봉사회
∙때, 곳: 9월12일(토) 9시30분-12시, 가톨릭회

관 3층 강당(꽃봉헌 및 스카풀라 봉헌식 있음)
살레시오 나눔의 집 월례미사
∙살레시오 나눔의 집은 후원미사와 함께 생∙연

미사를 정기적으로 봉헌함 / 문의: 2605-4580, 1
∙때, 곳: 매월 첫째주(월) 11시(생미사), 신길동

돈보스코센터 3층 성당 / 매월 마지막주(월)
11시(연미사), 살레시오 나눔의 집 성당

예수고난회 소규모(10-20명) 무료 하루피정
∙도시락지참, 수도원개방/ 924-8627 민요한수사
∙곳: 돈암동 신학원(위탁시-미사예물 접수)
행복을 만드는 집(치료공동체)
∙여성알코올, 약물 의존자의 상담, 교육, 주거
∙문의: 485-8744, 016-458-9310
성령 선교 수녀회 피정 안내
∙각종 세미나 및 모임, 소그룹 피정, 여성들을 위

한 개인 피정가능 / 문의: 741-4895 명륜동 본원
길음동성당 묘원 안내
∙매장, 납골묘 및 납골당 사용을 예매함
∙문의: 912-4612 본당 사무실, 031)826-0558 묘

원사무실(위치: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울 리)
늘푸른자활의집(거주형 치료공동체)
∙저소득층 알코올∙도박∙컴퓨터 중독 치료
∙ 상: 19-50세 남성 / 그리스도 수도회 운
∙문의: 031)953-3492(www.green1004.or.kr)
성베네딕도회 한국진출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
∙때, 곳: 9월11일(금) 13시-12일(토) 17시, 성베네

딕도회왜관수도원성당/ 주최: 성베네딕도회
의 한국에서의 선교와 문화활동(공동주최: 한
국교회사연구소, 성베네딕도회왜관수도원)

쌘뽈 나우리 상담센터(문의: 2248-4583)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서울 관구에서 운
∙심리검사,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및 사회적응

집단치료등/ 상: 정서및행동상의문제와심
리적인어려움을겪는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명동성당제3기84기9-11월문화강좌안내(문의: 774-1784)

다솜예술치유연구소 연구원 모집
∙예술테라피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 747-4763
∙ 상: 상담, 사회복지, 예술치료관련분야경력자
∙서류: 이력서, 경력증명서(dasom832@yahoo.co.kr)
여성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직원모집
∙ 상: 숙식 가능하신 분(주 3일근무)
∙소재: 경기도 가평 작은예수수녀회 성가정의 집
∙문의: 010-6317-6932 이 세실리아 수녀

노인사목부(사)서울시니어아카데미사회복지사모집
∙ 상: 사회복지사1급자격증소지자, 경력자우

∙ 우: 노인복지업무 중간관리자 / 서류: 이력

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

서, 자격증사본, 교적사본, 본당 신부 추천서

∙접수: 9월7일(월)-18일(금) 17시까지(우편∙

방문∙이메일) / isenior@hanmail.net

∙문의: 765-8458(www.isenior.or.kr) / 종로구

인의동 167 시니어센터(종로성당 내)

직원모집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모집
∙놀이치료사, 수중재활교사모집(심리학, 특수체

육 및 체육전공자, 기타관련학과 졸업자로 자격
증 소지 및 경력자 우 ) 입사지원서 복지관 홈
페이지공지사항참조/ 9월10일(목)까지접수

∙문의: 440-5726(www.seoulrehab.or.kr)

모집

가톨릭 성서모임 본부 8월31일부터매주(월) 10시-12시30분
824-4363, 5(흑석동성모교육원) 9월2일부터 매주(수) 20시-22시

꿈작업을통한자기분석: 9월16일-11월18일매주(수) 10시-12시50분
전문심리치료∙음악치료:개인(불안, 우울, 인관계부적응) 부부∙가족간갈등
청소년∙성인 심리검사(성격, 정서, 인지, 지능, 학습유형과 진로탐색 등)

의사소통 에니어그램 9월9일-23일매주(수) 10시, 19시
목요 성수련 9월10일-24일 매주(목)10시, 19시
청소년집중력Camp(초4-중3) 9월12일(토)-13일(일), 오늘수련장
EFT와 에니어그램 9월19일(토) 10시
오늘 성수련 9월25일(금)-27일(일),오늘수련장
꿈 집단상담 10월17일(토) 10시

감정조절 개인상담, 의사소통훈련, 심리검사

9월22일(화) 19시30분 어회화 어권출신 10회(10만원)
(중급) 사제, 수녀

9월24일(목) 13시30분일본어성경 요시오카수녀 10회(5만원)
9월25일(금) 10시 자기돌보기 변상우선생 10회(12만원)
9월30일(수) 19시30분선교사나눔 해외선교사 3회
10월2일(금) 10시 시(Poetry) 오록신부 10회(7만원)
10월2일(금) 13시30분 어성경 전요한신부 10회(4만원)

다도 오전반 9월14일부터매주(월) 11시-13시 회비: 7만원 폐백실
오후반 9월10일부터매주(목) 19시-21시

수화 기초반 9월11일부터매주(금) 19시-21시 회비: 5만원 범우관410호
회화반 9월10일부터매주(목) 19시-21시

고려수지요법 초급반 9월9일부터매주(수) 14시-16시회비: 5만원 범우관410호
요셉발반사요법 9월10일부터매주(목) 11시-12시30분 회비: 7만원

사진 9월9일부터 매주(목) 19시-21시 회비: 6만원 범우관702호

참자기 찾기 훈련 9월26일(토) 10시-21시~27일(일) 10시-17시
자신감, 주체성 찾기, 친 한 관계

종합심리검사정서적역동과상태를종합적으로이해해볼수있는총7가지
검사와검사해석/ 무료전화상담:726-0771(월-토) 10시-17시

개인상담 전문 상담자와 만남을 통해 원활한 인관계 문제해결

미사

안내

※교회단체‘알림’게재 안내

∙전화: 727-2033 / 팩스: 753-6006
∙E-mail: jubo@seoul.cathol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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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두산 순교성지

절두산 순교기념관은 병인박해(1866년) 때 많은 교우들이 순

교한 절두산에 1966년 병인박해 1백 주년을 기념해 건축가 이

희태의 설계로 건립되었습니다. 우뚝 솟은 벼랑 위에 3층으로

세워진 기념관의 접시 모양 지붕은 옛 선비들의 갓을, 지붕 위

에 세워져 있는 구멍 난 수직의 벽은 순교자들의 목에 채워졌

던 목칼을, 그리고 지붕 위에서 내려뜨려진 사슬은 족쇄를 상

징합니다. 이곳에는 순례 성당과 순교 성인 28위의 유해를 모

신 지하 묘소, 그리고 한국 교회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수많은 자료와 유물들이 전시돼 있는 전시관이 있습니다.

▶ 새남터 순교성지

한양성 밖 남쪽 한강변에 있던 새남터는 본래 노들 혹은 한

자로 음역(音譯)해서 사남기(沙南基)라고 불렸습니다. 이 자리

는 조선 초기부터 군사들의 연무장으로 사용됐고 국사범을 비

롯한 중죄인의 처형장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1801년 신유박

해 때 주문모 신부를 시작으로 1866년 병인박해 때까지 무려

10명의 외국인 사제를 포함한 11명의 목자가 이곳에서 거룩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곳에는 한옥의 성당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 서소문 순교성지

서소문 밖은 임금의 궁성이 있는 한양의 공식 처형지 습니

다. 이곳은 103위 순교 성인 중 44명의 성인 성녀와 함께 수많

은 순교자를 탄생시킨 한국 최 의 순교지입니다. 서소문 성

지는 공원으로 단장되어 있으며 공원 중앙에 순교 탑이 우뚝

서 있습니다.

▶ 당고개 순교성지

당고개 순교성지는 서소문 밖 네거리, 새남터에 이어 세 번

째로 많은 성인을 탄생시킨 성지입니다. 서소문 밖 네거리 형

장에서 41명의 순교자가 목숨을 잃은 1839년 기해박해 당시

이곳 상인들은 음력설 목장에는 처형을 중지해 줄 것을 요

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소문 밖 형장을 피해 한강가로 나간

곳이 당고개입니다. 원효로 2가 만초천(蔓草川) 변에 위치한

이곳은 1840년 1월31일과 2월1일 양일에 걸쳐 10명의 남녀 교

우들이 순교함으로써 기해박해를 끝맺은 거룩한 곳입니다.

▶ 삼성산성지

삼성산성지는 1839년 기해박해 때 새남터에서 군문효수의

형을 받고 순교한 앵베르 주교와 모방, 샤스탕 신부가 1836년

부터 1901년 11월2일 명동성당 지하 묘소로 모셔질 때까지 묻

혀 있던 자리입니다.

▶ 명동성당 지하 묘지

서울 교구 주교좌 성당인 명동성당 지하 묘지에는 1900년

9월5일에 성 다블뤼(Daveluy, 安) 주교 등 4명의 순교자 유해가

안치되었습니다. 이어 1901년 11월2일에는 성 앵베르(Imbert,

范) 주교 등 3명의 유해가, 1909년 5월28일에는 남종삼과 최형

의 유해가 안치되었습니다. 이들 중 훗날 복자∙성인품에 오른

이들의 유해는 1967년에 절두산 순교 기념관으로 다시 옮겨졌

고, 지금까지 지하 묘지에 안치되어 있는 1866년 병인박해의

순교자 푸르티에(Pourthie, 申) 신부, 프티니콜라(Petitnicolas, 朴)

신부의 유해가 순례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 옛 용산 신학교 성당

1885년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범골에 예수 성심 신학교가

문을 열고, 1887년에 서울 용산으로 이전했습니다. 현재는 성

심여고 교정 안에 속하게 된 옛 용산 신학교 성당과 성심 수녀

회 관구 사무실로 쓰이고 있는 신학교 건물은 성소의 못자리

던 당시의 자취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국 천주교회의 첫 방인 사제인 성 김 건 안드레아 신부의 유

해가 축성 당시부터 1958년까지 모셔져 있었고 조선교구 초

교구장이신 브뤼기에르 주교와 제8 교구장이신 뮈텔 주교

의 유해가 거쳐 갔던 곳입니다.

▶ 가톨릭 학교 성신교정 성당

가톨릭 학교 성신교정(신학 학) 성당에는 우리나라 최초

의 사제인 김 건 신부의 유해 일부가 모셔져 있습니다. 김

건 신부는 1857년에 가경자, 1925년에 복자가 됐고 1984년 한

국 교회 창설 200주년을 맞아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다른 한국 순교자 102위와 함께 시성의 광을 얻었습니

다. 김 건 신부의 유해는 오늘도 그를 본받아 이 땅의 참된 목

자가 되려는 신학생들의 모든 삶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 광희문성지

북쪽의 수구문(水口門)으로 서소문과 함께 도성 안의 시체를

성 밖으로 운반해 내던 곳으로 송장 혹은 시체의 문이라는 뜻

에서 시구문(屍口門)이라고도 불 습니다. 도성 안에서 참수

치명한 순교자들의 시신은 짐짝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이

곳에 내다 버려졌습니다.

▶ 왜고개(현 국군중앙성당)

1839년 기해박해 때 군문효수(軍門梟首)의 형을 받고 순교한

앵베르 주교와 모방, 샤스탕 신부 그리고 1886년 병인박해 때

서소문 밖 네거리에서 순교한 성 남종삼 요한, 성 최형 베드로

그리고 홍봉주 토마스 등이 얼마간 암매장됐던 곳입니다.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지고 성장해 온 서울 교구는 많은 성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성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순교 정신이 무엇

인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울 교구는 그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사적지를 가지고 있습니

다. 이 사적지들은 신자들에게 산 역사 공부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