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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아르헨티나 산 마르틴

교구 문한림 유베날 보좌주교는 

지난 1일(목) 성 바오로 정하상 천

주교회(퀸즈성당, 주임 김문수 앤

드류 신부)에서 천주의 성모 마리

아 대축일 미사를 봉헌했다. 이 미

사는 김문수 신부, 남희봉 보좌신

부, 정병선 보좌신부를 비롯하여 

김영춘 신부(미주평화신문사장)

와 전재현 신부(대구대교구)가 공

동 집전했다. 

900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가

운데 봉헌된 이 미사에서 문한림 

주교는 “함께 신년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반갑고 새해에는 모두

들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웃으며 

인사했다.

제단에서 내려와 신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강론을 시작한 

문한림 주교는 “주님께서 그대에

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

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

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

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

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그들

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

게 복을 내리겠다.”(민수 6,22-27) 

말씀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하느님께서 지켜봐 주

시고 돌봐 주실 터이니 더욱 하느

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청하라”

고 당부했다. 

이어 김문수 신부는 “모두들 새

해 복 많이 받기를 바라며 신년미

사에 복에 대해 강론한 문한림 주

교에게 감사하다”고 하며 큰 박수

로 문한림 주교를 환영했고, 교민 

출신 첫 주교인 문한림 주교의 주

교 수품과 약력에 대해 간단하게 

신자들에게 안내했다. 신자들은 

문한림 주교에게 꽃다발을 증정

하며 문 주교의 미사봉헌에 감사

했다.

미사를 마치고 본당 사목회, 단

체들, 신자들은 친교실에서 신년

하례식을 갖고 새해 첫날 특별한 

미사를 봉헌한 문한림 주교를 비

롯하여 미사를 공동 집전한 모든 

신부에게 새배했다. 문 주교는 세

배하는 신자들에게 일일이 세뱃

돈을 주며 강복했다. 

문 주교는 모든 행사를 마치고 

“주교가 된 이후는 물론 사제가 

된 후 지금껏 한국말 미사 봉헌은 

처음이다. 새해 첫날 주님께서 전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

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주교는 서울대교구 정릉동

본당 출신으로 가톨릭대학에서 

공부하던 1976년 아르헨티나로 이

민을 떠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뒤 1984년 사제

품을 받고 2014년 2월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주교로 임명됐다.

                                   허정호 기자

 
 네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복을 내리겠다

【외신종합】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 가톨릭 신자의 

수가 12억 2862만 명으로 집계됐

다. 이는 전년보다 1500만 명 늘어

난 수치로 세계 5대륙에서 모두 

신자 수가 증가한 것이다. 

교황청 통계청이 지난 12월 31

일 발표한 「교황청 연감」에 따르면 

2012년 전 세계 인구 중 가톨릭 신

자는 17.49%로 아메리카와 아프리

카에서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다.

 세계 교회의 자료를 모아 1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교황청 연감」의 

특성상 교세통계가 나오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

사제 수는 아시아·아프리카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아시아에서 

1364명, 아프리카에서 1076명이 증

가했지만, 유럽에서 1375명이 감소

해 전체적으로는 약간 늘어난 것으

로 그쳤다. 2012년 기준 전 세계 사

제 수는 41만 4313명이다.

여자 수도자 수는 전년보다 1만

여 명이 감소해 70만 2529명이었다. 

이 역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증가했지만, 유럽에서는 큰 폭으

로 떨어졌다. 

한편 2014년은 교회 일꾼 26명이 

살해당한 슬픈 해로 기록된다. 교

황청은 12월 29일 연간보고를 발표

하면서 “2014년은 사제와 수도자, 

신학생, 평신도 26명이 폭력과 에

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을 떠

난 아픈 한 해”라고 밝혔다.

사제 17명, 수사 1명, 수녀 6명, 

신학생 1명, 평신도 1명 중 아메리

카 대륙에서만 14명이 목숨을 잃었

다. 아메리카는 6년 연속 가장 많은 

교회 일꾼이 살해당한 곳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시에라이온과 라이베리아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들의 

치료를 돕다가 유명을 달리한 4명

의 수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것처럼 목숨을 바쳐 다른 이들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문한림 유베날 주교가 퀸즈성당에서 신년미사를 봉헌한 후 가진 신년하례식에서 세배를 마친 어린이 성가대 단원들에게 세뱃돈을 주고 있다. 

          교민 출신 첫 주교 문한림 유베날 주교,  퀸즈성당에서 신년미사 

전 세계 가톨릭 신자 12억 2862만 명

    2012년 교황청 연감, 아메리카·아프리카 성장세 뚜렷

 【위스컨신】  매디슨 한인 천주교

회는 2년간 본당 사목의 소임을 마

치는 유성모 요셉 신부의 퇴임미사

를 지난 3일(토) 봉헌했다. 이날 주

님 공헌 대축일 겸 퇴임미사는 총 

75여 명이 참석하여 유성모 신부와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유성모 신부는 강론을 통해 “지

금 이 순간에도 공동체에 아기 예수

님이 별을 띄워 놓고 계시며, 서로

의 마음속으로 그 별을 찾아 나서

는 동방박사들이 되기를 소망해 본

다.”며 “주님을 찾고 그분의 삶을 따

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이 하느

님과 함께 있음을 알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강론 중에 ‘소원’

이라는 성가를 부르고 그 중 한 소

절을 인용하며 ‘삶의 한 절이라도 

그 분을 닮길 원하네’ 부분을 설명

했다.

미사 후 조남석 베드로 사목회장

의 송별사를 시작으로 신자들이 유 

신부에게 편지를 낭독하며 그동안

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다. 홍진국 

클레멘스는 “모든 일에는 처음과 

끝이 있지만 신부님과의 헤어짐이 

마지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 했다. 이날 많은 신자들이 유성

모 신부에게 편지를 전달했고 특히 

어린이들이 정성들여 만든 그림 편

지를 받은 유성모 신부는 한동안 편

지에서 눈을 떼지 못하기도 했다.

이어 영적선물 전달, 꽃다발 증

정식이 있었으며 성가대는 ‘천사의 

캐롤’을 축송으로 합창했다. 마지막 

순서로 지난 2년간 공동체와 유성

모 신부가 함께 나눈 추억들이 고스

란히 담긴 사진들로 이루어진 슬라

이드 쇼가 상영되었다. 스크린을 바

라보는 신자들과 유성모 신부의 눈

가에 아쉬움 가득한 눈물이 맺히기

도 했다. 

유 신부는 “이 본당은 주임사제

로서 제 첫 본당, 첫사랑이었다.”며  

“첫사랑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

니 공동체를 계속 기억하겠다”고 했

다. 답사를 마친 유 신부는 신자들

을 향해 큰절을 하며 그 동안의 사

랑에 감사를 표했다. 

송별식 후 유 신부와 신자들은 친

교실에서 각 구역에서 정성들여 준

비한 음식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헤

어짐의 아쉬움을 달랬다. 이어 신자

들은 일렬로 줄을 서서 떠나는 유 

신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유 신부는 시카고 로욜라 대학에

서 사목 상담 석사과정을 할 예정이

며 후임으로는 김학선 아우구스티

노 신부(인천교구)가 17일(토) 부임

미사를 봉헌할 예정이다. 

 기사/사진 제공: 조남석 베드로,    

                             김선우 도미니코

   삶의 한 절이라도 그 분을 닮길 원해
       유성모 요셉 신부, 매디슨 한인 천주교회 퇴임미사 봉헌

유성모 신부가 매디슨 한인 천주교회 퇴임미사 후 어린이들과 케이크 촛불을 끄고 있다.

림알

         2015 가톨릭 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 전문교육과정

                  교리교육학과: 2년, 주간반,     월-금 09:00 ~ 15:40 

                종교교육학과: 2년, 야간반,    월-금 19:00 ~  21:35

                성서영성학과: 1년, 오전수업, 화-금 09:00 ~ 12:30

            * 원서교부 및 접수 마감: 홈페이지, 우편교부(2015년 1월 14일)

            * 문의: 교무과 (02) 747-8501-5, http://ci.catholic.ac.kr

       ▶ 통신신학교육과정

    수업연한: 6년(2년씩 3단계)

  

   *원서 마감: 2015년 2월 6일

    *문 의: 통신신학 교육부

       (02) 745-8339, 747-8501-5

       http://ci.catholic.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