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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 교황  문장

교 황



추기경 염수정 안드레아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문장

주교 유경촌 티모테오 주교 정순택 베드로 주교  손희송  베네딕도

서울 대교구장

서울대교구 보좌 주교



주임 신부 이동익 레미지오 보좌 신부 박준용 마리아바오로

원장 수녀 박노미 글라라 전교 수녀 김영혜 가타리나

현 본당 신부

현 본당 수녀



1대 김철규 바르나바 신부

5대 장덕범 바오로 신부

2대 임응승 요한 신부

6대 조학문 바오로 신부 7대 배갑진 베드로 신부

3대 박고빈 시메온 신부

역대 본당 신부



8대 유재국 바실리오 신부 9대 심흥보 베드로 신부

10대 최원석 프란치스코 신부 11대 전경표 아브라함 신부

역대 본당 신부



1대 김찬회 세례자요한 신부 2대 최원일 미카엘 신부 3대 이정훈 끌레멘스 신부

4대 조신형 도미니코 신부 5대 김형석 마태오 신부 6대 이승구 안드레아 신부

7대 전대규 야고보 신부 7대 최부식 사도요한 신부 8대 전기석 대건안드레아 신부

역대 보좌 신부



9대 박종철 세례자요한 신부 10대 최장민 도미니크 신부 11대 이용현 알베르토 신부

12대 이태규 바오로 신부 13대 김경영 영주바오로 신부 14대 김원철 레오 신부

15대 김광두 고스마 신부 16대 윤종상 가브리엘 신부

역대 보좌 신부



이영일 베네딕도 신부 전종훈 시몬 신부 최희수 프란치스코 신부 

고형석 스테파노 신부 이정우 도미니크 신부

임정욱 예로니모 신부 이봉석 노엘 신부

본당 출신 사제



1대 이행자 요안나 수녀 2대 민순옥 발렌티나 수녀 3대 오 안젤라 수녀

4대 송 아나스타시아 수녀 5대 오 수산나 수녀 6대 홍순자 데레사 수녀

역대 원장 수녀

7대 김기순 시몬수산나 수녀 9대 목순달 루시아 수녀



10대 오은수 미카엘라 수녀 11대 이미자 레지나 수녀 12대 김미희 안나 수녀

13대 서영수 데레사 수녀 14대 천은주 아가다 수녀 15대 이혜정 모니카 수녀

역대 원장 수녀



2대 김명희 마리아가다 수녀 4대 최 라파엘라 수녀

6대 박 에메렛다 수녀  7대 박보윤 크리스티나 수녀

9대 김 요한 데레사 수녀 10대 김명주 헬레나 수녀 12대 정경숙 막달레나 수녀

8대 김미녕 힐라리아 수녀

5대 류젬마 수녀

역대 전교 수녀



13대 서은자 카타리나 수녀 14대 김명진 세례자요한 수녀 15대 조정례 이사악 수녀

16대 백은심 폴린 수녀 17대 박숙경 안젤라 수녀

1대, 3대, 11대 전교수녀는 환속

18대 김복순 마리안나 수녀

19대 박가영 로사 수녀

역대 전교 수녀



1대 박미경 사비나 원장 수녀 2대 남순정 다니엘 원장 수녀 3대 최애영 데레사 원장 수녀

치료사 수녀 김수호 안젤라 수녀 보육교사 이정현 세레나 수녀보육교사 김미경 엘리사벳 수녀

프란치스코 어린이집 수녀



최이국 다두 수사 최희영 베로니카 수녀 변혜련 요셉피나

주혜경 빼르빼뚜아 수녀 한영순 율리엣다 수녀 장미숙 레테치아 수녀

박지영  리오바 수녀김혜정 노엘라

본당 출신 수도자



공소 회장 최두국 안토니오 1, 2, 6, 9대 김관섭 안드레아 3, 4, 17대 김동준 미카엘

8, 13, 14대 강윤영 마르코7, 10대 남대원 베드로5대 배중섭 파스칼

11, 12대 민두영 바오로 15대 송기석 미카엘 16대 최남열 안드레아

역대 사목회장



18대 김금순 베로니카 18대 박을상 마태오 19대 윤영대 미카엘

21대 최영익 비오 22,23대 손성택 이나시오 24대 부원식 안드레아

25대 진종구 베드로 26대 기현종 요셉 20, 27대 김재현 히지노

역대 사목회장



사진으로 보는

공항동 성당의 50년



“영광의 50년, 환희의 50년”

1966년 신축 된 성당



2015년 11월 리모델링 한 성당

2014년 10월 당진군 신리 성지 순례



1966년 2월 신축된 성당

1989년 5월 새 성전 낙성식

2016년 12월 성당

공항동성당의 모습



공항동성당의 모습

성당 로비

성마리아상 성프란치스코상



공항동성당의 모습

마리아상피에타상

성당 내부 십자가상



공항동성당의 이모저모

지하 강당

지하 소성전

야간의 본당 모습



26     공항동본당 50년사

공소시절 당산동 성당에서 영세식

공소집 내부

정의채 신부와 공소신자들 김포공항내 미공군막사에서 미사

공소시절 1955년 여름~196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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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절 1955년 여름~1966년 12월

사제관 건축

기공식

신축 성당 신축성당에서 미사

상량식



28     공항동본당 50년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견진성사

세례식

세례성사

견진 후 김수환 대주교와 함께

1대 김철규 신부시대 1966. 12. 17~197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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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규 신부의 강의 김철규 신부 이임

여성 신자들과 함께

성가대

1대 김철규 신부시대 1966. 12. 17~1970. 11. 13



30     공항동본당 50년사

2대 임응승 신부시대 1970. 11. 13~1974. 5. 9

어린이 첫 영성체

성모상 설치 성모상 축성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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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임응승 신부시대 1970. 11. 13~1974. 5. 9

성가대

여성신자들

등대의 밤 축사

성탄 트리 장식한 성당 모습

제2회 등대의 밤 



32     공항동본당 50년사

3대 박고빈 신부시대 1974. 5. 9~1978. 8. 18

견진성사 노기남 대주교와 함께 대주교와 안나회

어린이 첫 영성체

사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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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박고빈 신부시대 1974. 5. 9~1978. 8. 18

단체임원 주일학교 교사

여성교우

해미 성지순례성지순례



34     공항동본당 50년사

4대 김재천 신부시대 1978. 8. 18~1980. 2. 17

어린이 첫 영성체 견진성사

성모회원

성가대

이 요안나 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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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김재천 신부시대 1978. 8. 18~1980. 2. 17

레지오 회합 가정방문 후

이영일 사제 서품식(명동성당에서)

이영일 사제의 첫미사(배갑진 신부와 함께)



36     공항동본당 50년사

5대 장덕범 신부시대 1980. 3. 6~1985. 8. 30

노인대학 첫 졸업 견진성사

세례성사 구역장들과 함께

영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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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장덕범 신부시대 1980. 3. 6~1985. 8. 30

김대건신부 유해 순회기도 천주교 조선교구설정 150주년 기념대회

한국천주교회 200주년기념대회 및
103위 시성식. 여의도. 가톨릭 신문 1984년 5월 6일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기념 신앙대회
1981년 10월 8일



38     공항동본당 50년사

1985년 아치에스 행사 사목위원 피정

방지거 유치원 어린이 잔치 전신자 천진암 순례

구역장회의 본당의 날 체육대회

5대 장덕범 신부시대 1980. 3. 6~1985.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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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당에서 마지막 세례성사

공동체의 날

임시 성당에서 첫 영성체

임시 성당에서 미사 임시 성당에서 여성교우와 함께

임시 성당에서 어린이 성가발표

6대 조학문 신부시대 1985. 8. 31~1990. 9. 7



40     공항동본당 50년사

6대 조학문 신부시대 1985. 8. 31~1990. 9. 7

기공미사 신축공사

바자회 개관식 바자회 경품 자동차

바자회 사회 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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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조학문 신부시대 1985. 8. 31~1990. 9. 7

신부님 환송기념. 구역장들과 함께성당 성모상 앞에서

준공식 테이프준공식

성당로고 부착 성당로고



42     공항동본당 50년사

7대 배갑진 신부시대 1990. 9~1995. 3

견진성사 어린이 첫 영성체

대만 신풍 천주성당에서 미사 대만 신풍 천주성당과 자매결연

평화의 기도문 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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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배갑진 신부시대 1990. 9~1995. 3

평화대학 개교

평화대학 학생들

평화를 위한 작은 음악회 평화를 위한 작은 음악회

하늘 잡지 발행 천상실 개설



44     공항동본당 50년사

7대 배갑진 신부시대 1990. 9~1995. 3

장학기금 마련 바자회구산 성지순례

본당의 날 체육대회

본당의 날 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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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유재국 신부시대 1995. 3. 16~1998. 10

미사 전경 구역 방문 미사

추기경의 사목방문 영명축일에 김 데레사 수녀, 조신형 신부, 고스테파노 부제 및 학사

김대건 신부 성인유해 순회 기도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신앙대회(가톨릭신문 1996년 9월 15일)



46     공항동본당 50년사

8대 유재국 신부시대 1995. 3. 16~1998. 10

M.B.W교육 초등부 성가대

주일학교 여름캠프 개화산 야외미사

본당 설립 30주년 행사 사진전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행사 본당 30년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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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유재국 신부시대 1995. 3. 16~1998. 10

체육대회에 참석한 임응승 신부 축구대회에 참석한 유재국 신부

고형석 스테파노 사제서품 유재국 신부 동창 프랑스 신부 본당방문

통일기원 대미사 및 통일 걷기대회(통일동산에서)



48     공항동본당 50년사

9대 심흥보 신부시대 1998. 10.~2003. 9

영세자 견진성사

견진성사의 정진석 추기경

방화3동 성당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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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심흥보 신부시대 1998. 10.~2003. 9

염수정 15지구장의 방문 방화3동 성당 첫 미사 봉헌 11월

어린이집 축성

어린이집 교사



50     공항동본당 50년사

9대 심흥보 신부시대 1998. 10.~2003. 9

이정우 사제 부제 서품

김옥균 주교 방문

임정욱 예로니모 부제 서품

최석우 안드레아 한국교회연구소장 신부 방문

2000년 대희년 맞이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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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최원석 신부시대 2003. 9~2008. 9

어린이 첫 영성체 어린이 첫 영성체

청년율동팀(부활절 미사)견진성사

세례성사



52     공항동본당 50년사

10대 최원석 신부시대 2003. 9~2008. 9

정진석 추기경 본당 방문 본당 출신 사제와 수도자 부모님

본당 설립 40주년 행사 테이프 절단식 본당 설립 40주년 행사 사진전

본당 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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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최원석 신부시대 2003. 9~2008. 9

경로잔치 프란치스코 축구단 발족

사목연수중·고등부 여름캠프

중·고등부 여름캠프이웃돕기행사 사랑의 김치 담그기



54     공항동본당 50년사

11대 전경표 신부시대 2008. 9~2013. 8

세례성사 조규만 교구장의 방문

거리 선교

거리 선교 발대식

세대주 미사 후



공항동본당 50년사     55

11대 전경표 신부시대 2008. 9~2013. 8

새해 맞이 민속놀이 새해 맞이 민속놀이

김원철 레오신부 이임사목위원 워크샵

어버이날 효도잔치



56     공항동본당 50년사

11대 전경표 신부시대 2008. 9~2013. 8

김대건 신부 유해 봉송 2010년 자선음악회

배론 성지순례

배론 성지순례

남성교우 도보성지 순례

본당의 날 명랑운동회이웃돕기 행사



공항동본당 50년사     57

12대 이동익 신부시대 2013. 9~2016. 12

태아 축복 미사 후 태아 축복 미사

참생명 교육 성바오로의 딸 강연

강의를 듣는 신자들



58     공항동본당 50년사

12대 이동익 신부시대 2013. 9~2016. 12

신리 성지순례

신리 성지순례

시복미사 참석한 교우들124위 시복미사

프란치스코 교황의 퍼레이드



공항동본당 50년사     59

12대 이동익 신부시대 2013. 9~2016. 12

신문에 게재된 가족미사

첫 가족 미사

이웃사랑 김장김치

첫 가족 미사



60     공항동본당 50년사

12대 이동익 신부시대 2013. 9~2016. 12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의 방문 오스발도 파딜랴 교황대사와 신자들

군인 영세식

군인 교리반 운영

이동익 신부의 군인 교리



공항동본당 50년사     61

12대 이동익 신부시대 2013. 9~2016. 12

마곡지구 선교 활동 마곡지구 반기도회

가정생명분과 활동마곡지역 미사 참례 버스

이동익 신부와 독거노인들 만남



62     공항동본당 50년사

12대 이동익 신부시대 2013. 9~2016. 12

청년부 활동 청년 열린미사

중·고등부 피정

주일학교 어린이



리모델링 공사 중

50주년 행사 발대식50주년 기념행사의 방향

손희송 주교의 성전 축복 메시지

“50년 축하 행사”

리모델링과 성전축복식

50년행사 발대식



손희송 주교의 축복식 손희송 주교의 축복식

성전 축복 미사

감사패 증정(라니마디자인(주)) 축복식 참석한 신부님들



50주년 기념 행사의 앰블렘

어르신 공경잔치 및 윷놀이

묵주 200만단 봉헌

부활계란 품평회 1등 권현진 마리아

신심행사

묵주 200만단 봉헌서

[앰블렘 의미]

1. 공항동+하느님(Gonghang+God)- “이니셜”=성령
2. 50년+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마음+주님의 가르침 사람으로 표현

50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가 하느님의 은총(성령)에 힘입어 다시 
태어남을 상징함.



이동익 신부 사진 작품전시회 및 바자회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바자회의 청년팀

이동익 신부 사진전 이동익 신부의 사진 설명



한마음체육대회

성경필사

성경필사본 증정

준비 운동

한마음체육대회 기념미사

성경필사팀

대회 선언



새신자 500명 모시기

본당의 날 50년 기념식

교황님 강복장

예비신자 환영식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세례식

50주년 축하(사랑합니다)50주년 축하 기념미사



학술경연대회

학술발표 4명의 학술발표자

장학기금 증헌서 장학기금 전달

염수정 추기경과 여성구역장

장학재단 설립



50년사 편찬

사진수기 전시회

좌담회50주년 기념 좌담회

사진수기 전시회



공항동 성당 설립 50주년을 경축하며

공항동 성당 교우 여러분,

1955년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 방화리에서 8세대의 신자 세대의 공소로 시작된 공항

동 성당의 역사는 공소 시절로 시작하면 61년, 그 후 본당으로 승격된 1966년 이후 50

년이 지난 올 해 공항동 성당의 모든 교우는 이 지역에 복음화의 요람으로 공항동 성당

을 설립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본당 설립 50주년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1955년 여덟 가정 20명의 신자로 시작된 공소가 본당 승격을 거쳐 50년이 지난 오

늘, 한 때 9,000여명의 본당 신자로 늘어나 방화3동 성당 등으로 분가하면서도 4,700

여명의 신자 공동체로 성장하였습니다. 공항동 성당이 이 지역 사회에 설립된 의미인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그 소명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우리 공동체 모두

가 기뻐하며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해부터 본당 설립 50주년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모든 교우가 한 마

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나눔과 선교 그리고 일치의 50주년을 

감사하고 축하하기 위한 기본적 영성

으로 설정하면서 지난해부터 매 미사 

후 본당 설립 50주년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교우가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50주년이 참 

기쁨의 축제가 되기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를 계획하여 실천에 옮기기 시작

발 간 사

프란치스코 교황 알현



하였습니다.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본당의 리모델링 사업이었습니다  본

당 재정의 부족함에도 교우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기적과도 같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50주년을 시작하기 전에 새로 단장된 

성전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50주년이 시작되는 올 해 초 우리 교우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더욱 충실히 따르는 삶

을 다짐하였습니다. 복음화의 시작은 하느님의 말씀이 그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교우들 

모두가 믿었고, 이를 위해 성경 필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개인, 그룹별 성경필사,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성경필사를 시작하여 본당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하나의 상

징으로 신.구약 성경 50권의 필사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교우는 하루 여덟 시간 

이상을 성경필사에 매달리면서 하느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살았다고 고백하기도 하였

으니, 이 작업을 통해 공항동 신자들이 분명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

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동 성당의 설립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지역 사회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회를 

계획하였고, 이를 위해 대규모의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귀한 물건을 

하나 둘씩 봉헌하였고, 본당의 각 단체 회원들의 몸을 아끼지 않는 봉사로 성공적인 결

실을 내 놓았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지역 사회의 청소년들을 위해 매년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출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공항동 성당 신자들의 저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순교자들의 위대한 유산으로 세워진 한국 교회는 내외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고, 우

리 공항동 성당의 지난 50년간의 노력도 순교 성조들의 위대한 영성과 열정과 맥을 함

께하고 있습니다. 순교 성조들의 삶과 증거를 통해 한국 교회에 그리스도의 빛이 널리 

퍼져가고 있는 것처럼 지난 50년간 공항동 성당 교우들의 헌신적인 증거의 삶을 통해 

공항동 성당과 이 지역의 복음화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당 지역

의 지속적인 복음화는 공항동 성당에 맡겨진 항구한 소명이며, 따라서 올해 본당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참된 의미는 이 지역의 복음화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복음화는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50년 전 공항동 성당이 이 지역에 세

워진 이유도 복음화이며, 올해 50주년 기념의 의미도 복음화입니다.  

공항동 성당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해부터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의 해를 더욱 뜻 깊게 지내기 위해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께서 쓰시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쉬는 교우들과 아직 주님

을 아직 알지 못하는 지역 사회의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신 복음과 하느님 나라의 

참된 증인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본당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저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의 축제를 지내게 하소서.”

본당 설립 50주년을 경축하며, 그 의미를 묵상하고 실천하는 공항동 본당의 신자들 

모두에게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공항동 성당 설립 기념일에

주임신부  이동익 레미지오

영명 축일



인 사 말

자비와 사랑으로 거듭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평화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공항동 성당은 올해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

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경사입니다. 그 동안 공항동 성

당과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드리며 다 같이 축하의 인

사를 나눕시다.

지난 세월 함께한 공항동 성당 형제자매 여러분의 성원과 봉사, 헌신과 희생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교우로서, 제 단체 봉사자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수많

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믿음과 친교가 하나하나 모아져 오늘의 공항동 성당 

공동체를 낳았습니다. 그간 동행하며 가르침을 주신 사제와 수도자 분들의 헌신으로 공

동체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느님

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니 기쁘고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또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선행하며, 성화의 길을 가는 힘도 얻었습니다. 우리는 미사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축

성된 하느님 백성입니다. 주님에 대하여, 주님 은총 받은 신자의 기쁨에 대하여 이웃에

게 증언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따라 이웃과 함께 하느님 나라 세우

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님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신앙을 소통하는 길은 오로지 삶을 통한 증

거뿐이며,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느님이, 하느님의 아들이 아래로 내려 오셨습니다. 바

로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해서 우리 것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고 이들과 함께 하는 연

대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 받고 몸이 불편한 이들은 주님

사목 회장 김재현 히지노



의 수난을 기름부음 받은 형제자매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

들을 돌보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선포하신 ‘자비의 특별 희년’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자

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루카 6:36). 공항동 성당 주보

성인, 프란치스코 성인이시여 저희가 자비와 사랑을 생활 속에 불어 넣도록 빌어주소

서. 그리고 공항동 공동체 모든 형제자매들이 평화를 구하는 기도문처럼 삶을 살아가도

록 은총과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2016. 10. 23

공항동 성당 사목회총회장 김재현 히지노

정순택주교의 사목방문



일러두기

1. 본당 50년사 집필 및 출판 자료 

1) 본당의 자료

공항동본당 30년사, 본당주보(1979년 1월부터 2016년 12월), 본당 잡지 

(하늘, 임마뉴엘 등), 사목방문 자료. 서울대교구 공항동 통계양식.

2) 사진은 신자들이 보관하였던 사진과 본당 사무실에서 간직하고 있는 앨범, 

본당 사목회의 보관 자료. 

3) 본당관할구역 편람(천주교 서울대교구 편찬). 평화신문. 가톨릭신문.

4) 인보성체수도회와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의 자료.  

2. 공소시절과 1960년 70년대의 역사 자료는 본당의 원로신자들의 본당50주년 기념 

특별 좌담회를 통하여 보완 서술함.

3. 인명의 존칭은 생략하였고 직위는 그 당시 직위를 그대로 표기하였음.

4. 제 4편의 통계자료는 2016년 2월 본당사목방문 자료를 주로 이용함.

5. 세례명은 가톨릭대사전 성인 목록란의 변경된 것을 참고하였지만, 본인이 예전 

세례명을 원할 때에는 그대로 사용하도록 함.

6. 제3편의 단체사의 대부분은 각 단체의 대표가 2016년 12월 14일 까지 제출한 

것을 이용함.

7. 서술의 시점은 2016년 12월 14일을 기준으로 함.

8. 본당사 내용 중 편찬위원들의 불찰로 역사적인 사실이 누락되었거나 수정이 필

요한 부분은 보완하여 다음 편찬 때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임.



50년사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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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어린이집 수녀

본당 출신 수도자

역대 사목회장

사진으로 보는 공항동 성당의 50년

50년 축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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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본  당  사



2     공항동본당 50년사

공항동 천주교의 관할 지역인 공항동, 방화동 그리고 개화동과 마곡동을 중심으로 동

의 역사와 마을의 유래 등을 살펴본다.

제1절 공항동

공항동은 이곳에 김포공항비행장이 생기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1914년 3월 1일 조선

총독부령으로 명칭과 구역이 정해졌을 때 이 동네는 눌어리, 송정리, 소율리 등으로 불

리었다. 그 후 1938년부터 비행장 건설이 시작되어 1961년 미군으로부터 김포공항이 

한국 정부에 이양되고 1963년 행정구역이 변경될 때부터 공항동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

었다. 

원래 비행장 활주로는 간뎃말(갈말과 소배 사이 동네라는 뜻)이라 불리워지는 곳이었

고 그곳 사람들이 이주하여 공항동 60번지 일대에 부락을 형성하면서 이주 부락지역을 

새말 또는 인촌이라고 불렀다.

송정리는 소나무가 많이 울창했기 때문에 또는 소나무로 된 정자가 있다고 하여 붙여

진 이름이고 소율리는 밤나무가 많이 심어졌기 때문에, 눌어리는 이 마을에 처음 들어

와 살기 시작했던 사람이 말을 더듬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한 1914년 일제가 동리를 정할 때 간뎃말, 소매미, 솔말, 갈말 등을 송정리라 했고 

송정리를 마을의 중심지역으로 삼았다. 밤나무가 많다하여 명명된 밤나무골(후에 공소

가 설치된 동네)과 뒤너머골 등골이 있었고 말더듬이 양반이 돌을 한 개 주어다 방죽을 

만들었다고 하는 누랭이 방죽도 있었다. 6·25 전쟁 이후 김포공항에는 미 공군이 주둔

하고 있었고 이들을 상대하는 양색시촌이 부락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똥골이라고 부르

제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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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였다.

제2절 방화동

이전에는 양천군 삼정면 가곡면이었는데 1914년에 김포군 양서면 방화리라 하였고 

1963년 서울특별시 양서출장소에 편입되면서 방화동으로 고쳤고 정곡리, 치현리, 능리

로 이루어졌다.

치현(雉峴)은 방화고개라고도 불렀는데 방화리에 있는 등마루라 하여 생긴 이름이며 

마을 등마루에서 꿩 사냥을 하기에 좋았다. 정곡리는 치현 동쪽 끝에 자리한 마을인데 

마을 골짜기로 언제나 맑은 물이 흘렀다. 가뭄으로 다른 부락의 물은 말라도 이 마을 만

큼은 언제나 물이 마을을 거쳐 치현을 돌아 샘물이 흐르는 마을이라 하여 돌정말(돌샘

말)이라 했고 정곡(井谷)은 돌정말의 한자말이다.

긴등마을에는 긴등성이에 집들이 산재되어 있었고 6·25전쟁 이후 황해도 송화군 피

난민들의 수용소가 있었다.

김포공항 입구에는 1960년 중반까지 5일장(축산물)이 열렸는데 그 당시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던 이유로 소시장이 유명하였다. 지금의 공항동 시장 근처에는 피

난민들이 움막에서 나와 집단마을을 이루었으며 신설동이라고도 했다.

제3절 개화동

개화(開花)는 뒷산 모양이 꽃피는 형국이라는 뜻이며 개화산 중심으로 갯모랭이(상사

동) 내촌, 부석, 개안모루로 구성된 동네이다. 상사동은 어떤 사람이 산 구석에서 뽕나무

로 집을 지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갯모랭이란 갯가 모퉁이에 있는 마을이 마을 근

처 한강 연안에는 6·25 때 피난 나온 경기도 장단군 난민들이 모여 농사를 지은 난민정

착 사업장이 있었다.

부석(浮石)마을은 뒷산에 바위가 상하로 덮쳐있는데 사이로 실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윗바위가 떠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부석마을 산밑에는 큰 우물(상두물)이 있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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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사 때나 상여가 나갈 때는 반

드시 멈춰서서 상여꾼들이 물을 마

시고 죽은 이의 영혼도 이승에서 

마지막으로 목을 축이고 지나갔다

고 한다. 부석 마을이 번창하여 신

대(새터말)로 옮겨갔다. 개화산으

로 올라가는 기슭 냇물터에는 승려

와 마을사람들이 이용했다는 약수

터가 있었다.

제4절 마곡동

이 일대에서 마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마곡리에는 항상 논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굿논이 있고 사이에 굿논개울과 굿논다리가 있었다. 223번지 근처

의 동산을 뒷동산이라 하고 마곡의 북쪽을 웃말이라고 했으며 개화산이 방화동과 마곡

동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긴등다리라고 이름지었다. 방화동으로 경계를 이루는 동네를 

아랫말이라고 했다. 국제 제 2 통신연구소 사이에 있는 배수로를 새개 라고 하였고 그 

앞 들판에는 들과 고랑이 복합되어 똘고랑 또는 동고리로 불리었다. 동고리 뒷동산을 

대초리산이라고 하는데 이산에서 대나무와 대나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다. 마곡동 강변 궁산 서쪽에는 일본인 고시네 일가가 모여 살았다 하여 고시네촌이 있

고 마을 뒤쪽에는 한강포구가 있어 후포리라고 불렀다. 양천길이 마곡동 한가운데를 지

나간다.

공소시절 개화리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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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시절

제1절 김포 본당 소속의 방화리 공소
(1955년 여름 ~ 1962년 12월 31일)

 

동족상잔으로 남북이 둘로 나누어 진지 불과 2년 후인 1955년 그해, 서울대교구의 노

기남 대주교는 6·25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도와 준 우방 국가를 둘러보기 위하여 친선방

문길에 올랐고 윤형중 신부에게 교리를 배운 육당 최남선이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받고 

「나는 왜 가톨릭으로 전향했는가?」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 당시는 특히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에 속해 있던 방화리와 송정리 그리고 개화리에는 

이북에서 한강의 교통편 또는 경원선(서울과 문산 또는 원산간의 열차) 기차편을 이용

하여 남하하다가 정착하는 피난민들이 많았다. 송정리에는 김포공항이 있어 한국공군

과 미 제 5 공군부대가 주둔하였으며 부대 내의 공사와 수송기로 운반되는 물품의 하역

을 위한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남한에 근거지가 없었던 피난민들과 군인을 상대하

여 사는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양서면 방화리 또는 송정리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방화동, 공항동, 개화동 일대에는 개화리 피난민 수용소와 방화리 피난민 수용

소가 있었고 송정초등학교 앞에는 식사배급을 위한 공동급식소가 있었고 노무자들을 

위한 임시 천막 숙소가 자리잡고 있었다.

교우들 중 가장 연장자이며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최두국 안토니오(또는 최두

국 안당이라고 부름. 그는 평양교구 중화본당에서 월남)가 1955년 여름 어느날 김포본

당 신원식 루가 신부를 찾아갔다. 그는 방화리에 8세대 20여명의 신자가 살고 있음을 

알리고 방화리에 공소를 설치 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1955년 당시 김포본당의 신자수는 1,000명이 되는 큰 성당의 주임 신부인 신원식 신

부는 최두국 안토니오의 이같은 제의를 쾌히 승낙했다. 그 후 신원식 신부는 방화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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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와 신자들을 만나보고 격려를 해주었다. 영신적으

로 굶주리고 피폐해 있던 신자들이 신부를 만나보고 또 

김포 본당을 가까이 알게 된 기쁨은 이루 말 할 수가 없

었다. 그 후 신원식 신부는 김포 본당 소속의 방화리 공

소를 설정하고 최두국 안토니오를 공소회장으로 김관섭 

안드레아를 부회장으로 임명하였다.

그 당시만 해도 김포 가는 버스는 하루에 서너번 있을 

정도로 교통편이 열약하였으며 방화리를 찾아온 신부를 

모실만한 번듯한 방 하나 가진 신자가 없었다. 이렇게 

불편하게 신앙생활를 하던 중 최두국 안토니오가 자택

을 목조건물로 증축하였다.

1957년 가을 판공성사 때 신원식 신부는 최두국 안토니오 회장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

면서 고백성사를 베풀기도 하고 교리를 가르쳐주기도 하였다. 안방을 미닫이문으로 나

누어 아랫목에는 신부가, 윗목에는 교우들이 앉아서 미사를 봉헌하였다. 신원식 신부는 

전교를 하기 위하여 방화리 수용소를 방문하여 가톨릭구제위원회(NCWC)에서 나온 구

호불자(옷가지, 밀가루, 옥수수가루 등)를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구호물자를 받기 위해 

신자들 곁으로 모여드는 나이롱신자(가짜신자)들도 있었지만 전쟁의 와중에서 신앙심

을 잃어버렸거나 냉담했던 신자들이 다시 모였고 갓 영세를 받은 신자들도 모여들어 신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일 날이면 김포본당을 찾기도 했지만 최두국 안토

니오 회장 중심으로 공소예절을 올리곤 하였다.

방화리에 사는 사람들도 생활 형편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가정도 많아 전쟁 후의 피폐한 모습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당연

히 가톨릭 구제위원회에서 나온 구호물자를 성당에서 나누어 줄 때 모여드는 사람 중에

는 신자가 아니라 배고품을 이기려고 찾아든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밀가루 옥

수수 가루 옷가지 등을 받기 위하여 성당으로 모여 들었다. 그러다가 구호 물자가 끊기

면 신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래서 그때의 그런 신자들을 구호물자 신자 또는 

나이롱 신자라고 불렀다. 

공항동 본당이 설립되기 전 해인 1966년 서울에는 59개의 공소가 있었고 방화리 공

소(후에는 공항동 공소라고 불리워짐)도 이 중 하나였다.

신원식 루가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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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신자들은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조그마한 회당이라도 짓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래서 

꾸준히 성금을 모았지만 만족할 만한 액수는 못 되었다. 이 같은 사정을 알고 신원식 신부

는 김포본당에서 새 성전을 신축하기 위하여 철거된 폐건축 자재를 이용하여 성금을 마련

하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신자들은 리어커와 자전거를 동원하여 폐건축자재인 기와, 

창틀, 목재 등을 김포에서 가져와서 팔아 기금을 마련하였다. 이 기금과 구호물자 처분금

액과 신자들의 성금으로 얼마 후 방화리 247-194 긴등다리 근처에 400평의 땅을 80,000

원에 매입하였다. 1960년 말 신원식 신부는 가톨릭대학으로 전임되었고 1961년 6월 6일

에는 인천교구가 설정되어 김포본당은 인천교구에 속하게 되었다.

제2절 당산동 본당의 공항동 공소시절
(1963년 1월1일 ~ 1966년 12월 13일)

 

1963년 1월 1일, 정부의 행정 구역 개편으로 김포군 양서면의 방화리와 송정리는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양서출장소에 편입되었고 교구 시책에 의거하여 방화리 공소는 당산동 

본당에 속하게 되었다. 당산동 성당은 약현 성당의 관할이었던 영등포 공소로 시작하였으

며 1957년 도림동 본당과 분할되어 새로운 본당으로 설립되었다. 1957년에는 신자 수

가 1,500여명이나 되는 당시로서는 큰 성당이었다. 1958년 9월에 당산동본당의 제3대 

주임신부로 부임한 박병윤 토마스 신부는 젊고 활동적이었다. 그 당시 당산동 본당은 

지금의 영등포구와 강서구 그리고 구로구 일부를 관할하고 있었다.

공소집 앞에서 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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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방화리 공소의 회장과 부회장은 박병윤 신부를 

찾아가 공소 현황을 전했고 그 후 박병윤 신부는 방화리

를 찾아와 18세대의 신자들을 만나보았다. 박병윤 신부

는 신자들을 격려하면서 “주님은 크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주님은 진실한 신앙의 기도

는 반드시 들어 주신다” 면서 공소 신자들이 희망을 갖

고 살아가도록 하였다.

1963년 12월, 신자들의 성금과 방화리 247번지 땅 

400평을 판 금액과 일부 당산동 신자들의 도움을 받아 

공항동 70번지, 약 70평 대지 위에 건평 20평 정도의 

집을 13만원에 마련했다. 공소집이라고 불리웠던 이 집

에는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큰방이 있었고 사제가 기거할 수 있는 작은 방까지 달려있

었다. 그해 겨울 공소집에서는 박병윤 신부의 축성 미사가 있었고 신자들은 그 어느 때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가 있었다. 공소의 위치는 송정리 밤나무골(현재의 공항입

구 지하도 동쪽 언덕)이었고 공소집 근처에는 3개의 큰 소나무가 자리잡고 있었다.

공소집 위치가 공항동에 세워졌기 때문에 공소의 이름은 방화리 공소에서 공항동 공

소로 변경되었으며 후에 신축되는 본당 이름을 공항동 본당으로 하게 되는 계기가 되

었다.

공소집이 마련된 후 신자들은 이 곳에서 여유 있게 공소 예절도 보았고 많은 회합도 

가졌으며 매주 성가 연습 모임도 갖는 등 활발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당

산동 본당의 한희동 신부가 자주 공소집을 방문하여 미사를 집전하고 고해성사를 주었

다. 이 시기에는 미사 전례에 우리말이 삽입되어 진행되었고 ‘미사 통상문’, ‘가톨릭 주

요 기도문’ 등이 출판되면서 천주교는 좀 더 가까이 비신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서

울 서쪽 변두리에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 생활을 하는 공항동 공

소 신자들은 주일이면 주일 미사에 참례하기 위하여 당산동 본당을 찾거나 활주로 뒤에 

있던 한국 공군 성당을 찾아가기도 하였다.

1950년대 남한에는 여의도공항과 김포공항이 있었는데 6·25 전쟁 당시 김포비행장

은 군용 비행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 공군과 한국 공군들이 이곳에 주둔하고 있

었다.

박병윤 토마스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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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안에는 콘센트로 지어진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은 개신교 교회로도 쓰였고, 

미 공군 성당으로도 사용되었다. 1960년을 전후로 하여 미 공군 성당(소성당이라고 했

음)에는 미 제 5공군 소속 군종 신부인 케인 신부가 있었는데, 그 신부와 친분 관계가 있

는 허영식 스테파노라는 김포공항 관제소에 근무하던 교통부 직원이 있었다. 허영식 스

테파노는 공항 입구에서 자취를 했고 숙소 옆 한국인 식당에서 매식을 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이웃에 사는 교우 함 마리아를 만났고, 그분의 소개로 공소 회장이었던 최두국 

안토니오와 여러 교우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 당시 공소는 당산동 본당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허영식씨는 신자들이 당산동 본당

이나 한국 공군 성당으로 미사 참례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케인 신부에게 전하였

다. 케인 신부는 공소신자들의 미 공군 성당에서의 미사 참례를 승낙했고, 신자들을 위

하여 군용 버스를 공항 입구까지 보내 주었다.

그 당시만 해도 민간인들의 공항 출입이 엄격히 규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인이 미사 

참례를 하기 위하여 공항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고 지금의 공항 정문인 팔각정에서 

군용버스를 이용해야만 했다.

미사는 물론 고백성사까지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자들뿐만 아니라 케인 신부도 

불편했었다.

그 후 공항 안에서 근무하는 한국 신자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게 되어 정의채 바오로 

신부가 매주 미사를 접전해 주었고 고백성사도 봐 주었다. 정의채 바오로 신부 후임으

로 김희선 요셉 신부가 군종 신

부로 부임하고도 신자들의 미

공군 성당의 미사 참례 발길은 

계속되었다. 김희선 신부 후임

으로 김춘근 요한 신부가 부임

하였고, 김춘근 신부는 김동준 

미카엘의 요청으로 공소집에서 

숙식을 하기도 했고 공항 입구 

민가에서 숙식을 하기도 하면

서 신자들과 가까이 지냈다. 교

우들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였 공소집을 방문 한 브레난 신부 일행



10     공항동본당 50년사

고 신자들에게 교리교육도 실시했으며, 신앙적인 체험을 이야기해 주기도 했다. 또한 

신자들을 데리고 광릉으로 소풍을 가기도 했으며 미 군종 브레난 신부에게 공항동 공소

를 소개해 주기도 했다.

1965년 8월, 성모 승천 대축일을 맞이하여 박병윤 신부는 브레난 신부에게 공소 신자

들을 위하여 공소집에서 미사를 집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브레난 신부는 쾌히 응하

고 공소집을 방문하여 공소신자들을 위한 미사를 집전했다. 공소집 마당까지 가득 모인 

신자들은 한여름의 무더위도 잊는 채 진지하게 미사 참례에 전념하였다. 이전에도 수 

차례 공소집을 방문했던 브레난 신부는 이 같이 열성적인 신자들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종자돈(seed 

money)으로 김포공항 근처에 성전을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공항동에 대지를 구입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날인 1966년 2월 6일, 정초식(定礎式)에 

대한 가톨릭 신문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김포공항 북쪽 방화리 734번지 360평 대지 위에서는 130평의 성당과 사제관을 설

립하기 위한 정초식이 있었다. 미 공군 제랄드 브레난 군종 신부는 공항동 성당에 건립 

기금으로, 유산으로 받은 5,000달러(한화 108만 원)를 희사하였다.”

박병윤 신부는 “새로 건립될 공항동 성당은 김포공항에 인접해 있어 김포공항을 내왕하

는 모든 신자들이 수시로 미사 참여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온 외국 신부(브레

난 군종 신부)가 유산으로 받은 돈을 희사하여 성당을 짓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존경한다. 이를 본받아 신자들은 더욱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성전 건립에 열심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인천 교구의 나길모 주교(메리놀회 소속)를 비롯하여 

많은 장병들과 공항동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대주교의 집전으로 정초식이 있었고, 김

포공항 안에 있는 미군 장교 클럽에서 브레난 신부 주최로 파티가 있었다.

본당 교우들은 정성을 다하여 성금을 모았고 성전 신축을 위하여 기도했다. 당산동 본

당의 박병윤 신부의 도움을 받으며 공소신자들은 땅을 파고 벽돌을 날랐다.

1966년 7월 17일 상오 10시에 김포공항 북쪽 360평 대지 위에 김포공항 성당이 준

공되어 첫 미사가 봉헌되었다. 10월 경에 완공이 되리라 예상했던 성당이 교우들의 성

원과 헌신적인 근로 봉사 덕분에 3개월 앞당겨 완공된 것이었다. 준공식에는 착공부터 

준공이 될 때까지 매일 건축 현장에서 봉사한 공로를 치하하여 최두국 안토니오 회장과 

김관섭 안드레아가 신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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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평의 대지 위에 85.13평의 성당과 32.88평의 사제관이 지어진 것은 전 교우들의 노

력의 결실이었지만 브레난 신부와 박병윤 신부의 헌신적인 도움은 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브레난 신부는 완공된 성전을 보지도 못한 채 본국으로 귀국을 하였고 대신 미 

공군의 위넌 군종 신부가 첫 미사를 봉헌하였는데, 국경을 초월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느

끼며 이 성당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염원했다. 그리고 제랄드 브레난 신부 뜻에 

따라 그 아버지의 본명인 프란치스코를 기념하여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본당 주보성

인으로 정하고 그의 축일인 10월 4일을 창립기념일로 정하였다.

1966년 10월 4일 주보성인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 미사가 있었다. 100여명

의 신자와 군인들이 함께 하였다. 제단을 향하여 남성들은 왼쪽, 여성들은 오른쪽에 신

문지를 깔고 앉았고 신발은 벗어 한쪽에 놓았다. 박병윤 신부는 모든 신자들의 열성과 

진실한 신앙으로 이 지역이 활성화되고 발전되기를 기원하였다.

김관섭 안드레아와 최두국 안토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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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초대 김철규 바르나바 신부 시대
(1966년 12월 14일~1970년 11월 13일)

1. 김철규 신부 부임

1966년 12월 14일 박병윤 신부는 약현 본당으로 전임하였고, 공항동 공소는 공항동 

본당으로 승격되면서 김철규 신부가 부임했다. 김철규 신부는 1943년 12월에 서품을 

받았고, 1951년에 노기남 주교에 의하여 서울교구 가톨릭 운동의 지도자로 임명받아 

활동했다. 도림동과 중림동 본당에서 사목 활동을 하였으며 1961년 유럽 시찰을 마치

고 돌아와 미리내 성당과 가회동 본당에 부임하여 사목 활동을 하다가 공항동의 초대 

주임신부로 부임했다. 교우들은 진심으로 김철규 신부의 부임을 환영했지만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 개척해야 할 신부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 당시 총신자 수는 300여명이 교적을 두었지만 꾸준히 성당에 나오는 신자는 100

여명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철규 신부와 여성 구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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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사목기구

본당 남회장 : 김관섭 안드레아           부회장 : 차금용 요셉

본당 여회장 : 오세희 마리아              부회장 : 김귀년 안나, 조한상 멜라니아

성모회장 : 진애순 세실리아

1967년 2월 15일 본당 승격 후 처음으로 본당 행정 조직이 형성되었다. 공소 시절부터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었고 본당 신축 등 큰일에 앞장섰던 최두국 안토니오 공소

회장 후임으로는 김관섭 안드레아를 본당 초대회장으로, 부회장에 차금용 요셉을 임명

했고, 여회장에는 오세희 마리아를 중심으로 신자들의 활동 조직표가 구성되었다.

2. 김철규 신부 이임

공항동 본당에서 신자들의 믿음이 되고 신앙 길라잡이가 되었던 김철규 신부는 공항

동에 부임한 지 만 3년이 되어가는 1970년 11월에 서울대교구 부주교로 선임되어 아쉬

움을 뒤로 한 채 본당을 떠났다.

서울대교구 사제 총회는 200년간 한국 가톨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구의 본부 행

정을 맡아 일을 할 부서장을 전 신부들의 비밀 투표로 선출하였다. 이 투표에서 김철규 

공항동 본당 신부는 부주교에, 상서국장에는 김몽은 수유동 신부가 선출되었다.

부주교로 임명된 김철규 신부는 “모든 신부들이 투표로 나를 뽑았으니 잘 협조해 주리

라 믿고 민족 복음화의 전열 재정비의 봉사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신부는 공항동 성당을 떠나 11월부터 명동 주교관에서 교회 행정 기구를 재정비하

고 교회 현황을 검토하여 모든 성직자들과 신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신부들 역량을 총화하고 평신도들의 활동을 지원할 것이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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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2대 임응승 요한 신부 시대
(1970년 11월 13일~1974년 5월 9일)

1. 임응승 신부 부임

1970년 11월 13일, 명동 대성당의 수석 보좌 신부로 활동하던 임응승 신부가 본당의 

제2대 신부로 부임했다. 임응승 신부는 1950년 4월 15일 사제 서품을 받은 후 월곡동

과 풍수원, 이태원 등 큰 본당에서 사목경험을 쌓고 대교구에서 큰 살림을 하다가 열악

한 환경을 면치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공항동 본당으로 부임하여 왔다. 임

응승 신부는 사목 방침을 전교 활동과 가정 성화 및 신자들의 재교육과 교리 교육 등에 

중점을 두었다.

본당이 건립된 지 4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본당 입구에는 성모상이 없었다. 임 신부는 

전에 근무를 했던 명동 본당 교우들 중 안나 회원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들은 가난한 

본당을 도와준다는 뜻으로 성모상을 건립해 주었다.

1971년경 교리교육을 담당할 전교사 박 젬마가 본당에 부임하여 왔다. 그는 임응승 

신부와 함께 주일 학교 교리(아동 교리, 중학생 교리)와 예비자 교리(부인반, 성인반) 그

리고 신자들의 재교육에 많은 공헌을 했다. 보통 주일학교 교리는 일요일, 토요일 4시부

터 있었고 예비자 교리는 일, 수, 금, 토, 저녁 미사 후에 실시했으며 가정방문을 하면서 

일반신자들을 위한 교리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박 젬마 전교사가 일신상 이유로 본당을 떠나 서독으로 가고 후임에 김 마리 루시아 

전교사가 부임하여 교리교육 및 본당 행정을 돌보았다.

* 본당의 첫 교리교사였던 박 젬마는 개인적 사정으로 본당을 떠나 서독으로 간 후에

도 본당 발전을 위하여 수시로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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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국제공항 확장 계획에 의한 

성전 이전의 문제로 1967년 공항

동 성당이 신축되어 공소 시절부터

의 신자들 염원이 이루어졌지만, 김

포공항 확장공사를 위한 도시계획

에 공항동 본당이 포함되어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임응승 신부는 김포공항 확장 공

사 때문에 성전이 철거되고 다른 곳

에 새 성전을 신축해야만 되는 본당

의 어려운 사정을 서울대교구에 알렸다. 1972년 6월 서울대교구 재정분과에서는 공

항동의 새 성전 신축을 위한 보조금 신청을 승인하여 약 500만원을 보조하였다. 그리

하여 이 보조금과 신자들이 적립한 성전기금으로 1973년 3월, 새 성전 신축을 위한 대

지로 공항동 4-144번지의 대지 330평을 매입하고, 본당이 확장되면 수녀들이 본당

에 올 것을 예상하여 대지 옆집 건물을 구입했다. 그 당시 땅값은 평당 15,000원 정도

였다.

그러나 공항동 4-144번지의 성전 신축 예정부지 330평은 생산 녹지였다. 생산녹지란 

개발 제한 구역 중 농업, 임업, 목축업 및 어업지구 등이 포함되어 있는 녹지 지역으로, 

농업, 수산업과 같은 재배 및 생산업은 가능하나 도시 개발은 제한이 되는 곳이다. 생산

녹지 안에서는 20%의 건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80평의 건물 신축밖에는 허용되지 않

았다. 과해동과 개화동의 대부분은 그린벨트에 묶이게 되었고, 외발산동과 마곡동과 공

항동 일부는 생산녹지가 되었다.

기성회와 성전 신축을 위해 대지를 구입한 후 1973년 5월에 기성회가 조직되었고 성

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경제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공업화와 수출 증대로 예전보다 국민생활은 윤택해졌

지만, 증가하는 신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본당을 신축하기에는 큰 부담

이었다.

성모상 축성식의 임응승 신부와 김철규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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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당에 재산을 희사한 신자들

1) 본당에 성금을 희사한 신자 정 우술라

1971년 5월경, 김포국제공항 뒤 과해동에 살고 있는 최세실리아가 본당 신부를 찾아

왔다. 자기는 명동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신자 생활을 했으며, 명동 성모병원에서 근무

를 하다가 이곳으로 이사를 하였다. 자기 집에는 중풍에 걸려 고생하고 있는 정 우술라

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자신의 대모이며 자신과 같이 명동 성모병원 주방에서 근무

하다가 정년퇴직을 했다. 정 우술라는 자녀도 없이 한평생을 혼자 살아오면서 틈틈이 

모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하느님 사업에 쓰고 싶다는 말을 최 세실리아를 통하여 신부

께 전해 달라고 하였다. 다음 날 신부와 김관섭 안드레아는 정 우술라를 찾아가 성사를 

주고 최 세실리아의 말을 확인한 결과 약 2,000,000원 가량의 금액을 성모병원에 보관

하고 있었다. 신부는 그녀의 위임장을 받아 성모병원에 보관 중이던 전액을 인수하여 

본당의 기금으로 입금하고, 정 우술라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미사를 봉헌해 주기로 약

속하였다. 그 후 정 우술라는 병이 악화되어 포천에 있는 먼 친척집에서 10월 21일 임

종했다.

2) 가옥을 희사한 신자 홍복녀 아녜스

공소 시절부터 공항동 25번지에는 홍복녀 아녜스가 비신자인 남편과 단 둘이 살고 있었

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집세를 받아 근근히 살아왔는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불편한 점

이 많아졌다. 구역반장이었던 김정순 데레사가 이 분을 많이 보살피고 돌보아 주었다. 생

일과 명절 뿐만 아니라 수시로 찾아 집안일을 도와주고 식사를 대접하였다. 후에는 김

정순 데레사뿐만 아니라 같은 구역 신자끼리 교대로 이 분을 돌보아 주었다.

홍복녀 아녜스 할머니는 이같은 신자들 정성과 사랑에 감명을 받아 자기가 기거하던 

곳은 조그마한 집이지만 사후에 하느님께 바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신부와 상의하여 

삼성 합동 법률 사무소에서 사후 유언 공증을 하였다. 이 할머니가 외발산동에 살 때부

터 친하게 지냈던 김관섭 안드레아가 집행인이 되고, 증인은 임 신부와 김 데레사가 되

어 사후에 집을 공항동 교회에 헌납하겠다는 내용을 공증하였다. 1978년경 몸은 점점 

쇠약해져 남의 도움 없이는 거동조차 할 수 없을 즈음 음성 꽃동네에 여생을 의탁하였

고, 1982년 4월에 그곳에서 선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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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 후 유언에 따라 그 가옥을 팔았고 현금 3,000,000원이 공항동 본당에 입금되었다. 

그 후 1월 21일 아녜스 성녀 축일에 본당에서는 그녀를 위하여 미사를 올려 주었다.

2. 임응승 신부 이임

방화동과 공항동 지역은 영등포와 인천 그리고 부천의 공업단지와 이웃하고 있으며, 

변두리 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입되어 왔으므로 따라서 본

당을 찾는 신자들도 점점 많아졌다.

한편 사회는 유신 헌법이 제정되고, 긴급조치 1호, 2호가 선포되는 등 늘 불안하였다. 

김수환 추기경은 25회 인권 주간을 기념하여 YMCA 대강당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과 ‘평화적 정권 교체’,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민주체제의 제도적 회복’ 등에 대한 의견

을 표명했다. 이어 사제들과 신자들은 ‘순교 정신으로 불의에 항거하는 가두 데모’를 하

기 시작했다. 최루탄가스가 천지에 진동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

여 인권이 탄압되고, 천주교회에서 그 순교의 정신으로 기도하고 항거하던 1974년 5

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신자들을 교육시키고 신앙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던 임

응승 신부는 공항동 본당을 떠나 월곡동 본당으로 전임되어 갔다.

본당을 방문한 김수환 추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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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3대 박고빈 시메온 신부 시대
(1974년 5월 9일~1978년 8월 18일)

1. 박고빈 신부 부임

1974년은 공소 시절부터 가난하지만 끈질긴 생명력으로 척박한 공항동과 방화동 지

역 곳곳에 뿌린 이곳 신자들의 신앙의 씨앗이 비로소 싹트기 시작한 해였다.

임응승 신부의 후임으로 법원리 본당과 한강 본당에서 사목을 했던 박고빈 시메온 신

부가 부임되어 왔다.

박고빈 신부는 1961년 12월에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성격은 강직하면서도 온유했으

며, 서민적이고 검소했다. 박고빈 신부는 신자들의 생활을 파악하여 사목의 방향을 정

하고자 전 교우를 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실시하였다.

박 신부는 한 달에 걸쳐 사목위원들과 구역장 그리고 전교회장의 도움을 받아 전 지역 

전 신자(1974년 5월의 총 신자 수는 993명으로 추정)를 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실시하

였다.

신자들은 방문일자와 시간을 기다리며 신부의 가정 방문을 환영했고, 신부는 신자들

에게 올바른 생활의 중심은 미사 참례임을 강조하고 성가정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 

또한 냉담자들을 찾았고, 생활하느라 바빠 자주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자들을 찾아 

주일 미사에 참례하도록 독려하였다. 한 달의 가정 방문 결과, 신부는 신자들의 가정형

편을 잘 파악하게 되었고, 교적 정리(주소 불명인 신자가 100명에 달하였음)도 되어 교

회 행정에 도움을 주었다. 박고빈 신부는 미사 시간에도 신자 배가 운동을 펼 것과 형제

적 사랑 나누기를 강조하였고, 구역 중심 소공동체 운영의 중요성과 신심단체의 육성 

그리고 주일 학교 및 청소년 사목 등 교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교회 쇄신을 강조했다.

그리고 구역 중심의 소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정성화가 우선임을 강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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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목요일을 신부 방문의 날로 정하여 신자들과 면담을 했고, 적극적으로 미사에 참

례하도록 신자들을 독려했다.

먼저 구역, 반의 기초 조직이 본당 평신도 활동의 구심점이 되도록 13개 반을 4구역

(추후에 5, 6구역으로 분할됨)으로 크게 나누고 각 구역을 4~6개의 반으로 편성하였다. 

총 4개 구역에 29개 반으로 구성되었다.

2. 박고빈 신부 이임

박고빈 신부가 부임했던 1974년부터 명동 대성당을 중심으로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

들과 신자들이 인권 탄압 중지, 구속 인사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데모하는 횟수가 날

이 거듭될수록 증가했다. 1974년 10월 9일, 혜화동 신학교에서 2만명의 신자들은 전국 

성년대회를 마치고 데모했고, 11월 11일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 주최로 전국에서 인

권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실시했다.

그와 같이 민주주의를 향해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1978년 8월 18일, 공항동 본당의 

기초 공동체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부속건물 신축을 위하여 땀을 흘렸으며, 노인 학교나 

방지거 중등학교 등을 세워 신자들의 신앙적 시야를 넓혀 주고, 교육을 통하여 신앙을 

재무장시킨 박고빈 신부는 아현동 본당으로 전임되었다.

박고빈 신부와 첫영성체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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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4대 김재천 요셉 신부 시대
(1978년 8월 18일~1980년 2월 17일)

1. 김재천 신부 부임

1978년 8월 18일, 중곡동 본당에서 성전을 건립하는 등 많은 사목활동을 하던 김재

천 요셉 신부가 공항동 4대 신부로 부임하였다.

2. 본당 사목 목표

신자들의 숙원인 새 성전 건립을 위한 기반 조성과 신자들의 재교육 등을 위한 사목 

목표를 정했다.

3. 사목 목표

 성전 통합

부속 건물만 신축되었을 뿐 생산녹지가 해제되지 않아 새 성전의 신축 허가가 나오

지 않고 있음. 대망의 1980년대에는 두 개의 성당(구 성당과 부속건물)을 하나로 통합

할 것이며 특별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임.

 신자 재교육

교구의 사목 지침과 사업 목표에 의하여 우리 교형자매들의 신앙심을 고취하고 바

른 신앙심을 심어 주고자 각종 연수 및 피정에 파견하여 본당자체의 계획에 의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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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피정을 실시하여 신자들의 자질과 신앙심을 더욱 불어넣어야겠다. 또한 자녀

를 위한 주일학교도 더욱 강화하여 교육에 열중해야겠음.

 교무금 배가 운동

그간 본당에서 실시한 교무금 및 헌금을 봉투를 사용하여 일시에 바치던 것을 분류

하여 교무금제를 부활함으로써 교회 운영비를 증가하여 계획상의 운영비 적자를 되도

록 줄여 나가야겠음.

 조직 강화

본당 운영에 필요한 사목위원회를 재정비 강화하여 본당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구역

반을 재편성(동, 통 단위)하여 구역장 및 반장을 임명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신심

을 굳히며 교우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본당 발전에 최선을 기울일 것임.

 선교 활동 강화

이미 조직된 활동체를 재정비 강화하여 만반의 복음화를 위하여 주어진 임무를 충

실히 하고 이웃에서의 모범된 생활을 표양으로 선교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

이다.

위에 제시한 사목 목표에 교형자매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우리 본당 발전에 

각 개인 모두가 일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함.

4. 수녀들의 본당 첫 파견

1) 이행자 요안나 수녀와 염유순 미카엘라 수녀

1978년 12월 15일에 모든 교우들의 염원이었던 수녀 모시기 운동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인보성체수도회 소속의 이 요안나 수녀와 염 미카엘라 수녀가 어려운 여

건 속에 있는 본당에 부임되었다. 김 신부가 중곡동 본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성체회 

소속 수녀에게 공항동 본당을 소개하면서 수녀들이 오도록 협조를 부탁하였고, 그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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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게 된 것이었다.

본당 신부와 신자들은 성전 부속건물을 부분 개조하여 수녀원으로 사용하였고, 신자

들의 정성으로 마련된 기금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다소나마 수녀들 생활에 불편

이 없도록 애를 썼다. 수녀들은 구 성당과 수녀원을 자전거로 오가며 생활하였고, 신자

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신심 생활을 돕고 단체를 구성하느라 동분서주 하였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활기찬 생활을 하게 되었고 예비자들의 교리 교육과 반장들의 활동이 활발해

지기 시작하였다. 반상회에 참석하는 교우들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냉담하다가 다시 성

당을 찾는 신자의 수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같이 교우들의 신앙생활을 돕느라 수녀들의 일과는 빈틈이 없었고, 그동안 몇몇 여

교우들이 하던 제대 준비와 제의 정리와 성당 내부 환경미화까지 맡아 일을 하느라 무

척 바빴다.

두 수녀는 주보에 일과 시간표를 발표하고 체계적으로 매일의 활동을 실천하였다.

2) 이행자 요안나 수녀와 염유순 미카엘라 수녀의 활동 내용

 이행자 요안나 수녀의 활동-세 쁘레시디움 지도, 성모회, 연령회, 구역장회 지도, 

가정방문, 예비자 교리 지도

 염유순 미카엘라 수녀의 활동-첫 영성체 및 예비 아동 교리, 본당 사무실과 제의

방 정리, 중·고등학생회 지도, 성가단 지도, 주일 청년회 지도

   

5. 김재천 신부 이임

1980년 초의 서울 대교구의 신자 수는 349,314명이었다. 당시 서울 대교구가 관할하

는 지역 내의 인구는 8,872,133명으로 주민 전체에 대한 신자의 비율은 3.94%였고, 이

는 1978년 말의 3.8%에 비하면 조금 증가한 비율이었다. 당시 공항동 성당의 신자 현

황은 670여 세대, 약 2,500명의 신자가 있었던 1980년 2월, 김재천 요셉 신부는 일신

상의 사정으로 본당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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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5대 장덕범 바오로 신부 시대
(1980년 3월 6일~1985년 8월 30일)

1. 장덕범 신부 부임

1980년 3월 6일 학자 신부라는 별명이 붙은 장덕범 바오로 신부가 본당 5대 신부로 

부임했다. 장덕범 신부는 본래 평양교구 소속으로 부산교구와 마산교구에서 봉직을 했

다. 마산교구장과 서울대교구장의 합의 및 교구참사회의 동의를 얻어 서울교구에 소속

하여 본당으로 부임하였다.

장 신부 부임 직후, 박고빈 신부 때 시작한 노인대학의 첫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장덕

범 신부는 구역을 파악하고 신자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하여 근 한 달 동안 가정방문을 

실시하면서 ‘한국주교단에서 1980년을 가정 성화의 해로 정한 내용’을 설명하고, 모든 

신자들이 가정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여 성가정을 이루도록 당부하였다.

장덕범 신부 부임 기간인 1980년부터 1985년

까지는 한국 선교 150주년과 103위 성인 시복식

이 있었기 때문에 신자들의 활동은 그 어느 때보

다도 활발했고, 신자수도 증가되었다.

2. 본당 사목 목표

1) 사목 교서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1984년 200주년을 뜻있

게 기념하고자 공동 사목지표를 선정하여 제시하

고, 온 교회가 일치된 모습으로 힘차게 민족 복음 장덕범 신부 시절 성당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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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운동에 총 매진하고자 다짐했다.

연도별 사목 지표와 실천 내용 및 중점 사항을 보면, 복음화 운동이 가정에서 시작하

여 이웃, 본당 공동체 그리고 교구와 온 나라로 확산되었으니 연도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 : 가정 성화의 해

    1981년 : 이웃 전교의 해

    1982년 : 본당 공동체의 해

    1983년 : 교구 공동체의 해

    1984년 : 전국 일치의 해 및 200주년 신앙대회 개최의 해

2) 본당의 사목 목표 및 주요 계획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토대는 본당이다. 그러기에 한 본당 안에서 모든 신자들은 순교 

선혈들이 모든 신분을 초월하여 같은 백성, 같은 형제의 관계로 영적 친교를 맺은 것처

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장 신부는 교구 설정 150주년 행사와 

선교 200주년 신앙대회에 전 신자가 참석하여 복음 안에서 신앙 쇄신을 하고 선교하는 

본당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한 사목 목표를 정했고, 새 성전 건립을 위하여 1억원의 모

금 운동을 전개하였다.

사목 목표

사목 목표 책임분과 주요 시책 세부 사항

신자 증가 운동 선교분과

선교체제 재확립

선교활동 전개

홍보수단 강화

본당 현황 파악

단체 및 구역간 유대 강화

예비자 인도, 외짝교우 인도

비신자 방문기도, 1인 1명 인도

본당 주보 편집, 선교 홍보지 배포

교육 강화
교육분과

청소년 분과

평신도 교육 확대

예비자 교리 강화

청소년 지도 강화

주일학교 운영 활성화

사순절, 대림절 신자 교육

반상회 순회 교육, 예비자 교리반 봉사

평신도 피정, 성령 세미나 교육

각 단체별 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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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육 

강화
청소년분과

초·중·고 교육 강화

청년 교육

교사 연수

피정, 교리 경시대회, 여름 성경학교

하기 수련회 실시, 교구 주최 연수

자체 피정, 교사들 연수

복음의 생활화 전례분과

전례의 능동적 참여

미사전례 봉사자 양성

전례의 생활화

미사전례 해설

십자가의 길, 성시간, 참회예절

예비자 환영 미사, 춘추 판공 성사

세례성사, 복사단, 성인복사 전례교육 교육

독서자 교육, 대축일 전례교육

사랑과 친교의 

실천
사회복지

형제적 사랑

지역사회 봉사

후원사업 참여

자원봉사자 교육

사회 사도직 연수

불우이웃돕기, 성소후원회

결핵환자 후원, 자선바자회

구역 공동체의 

활성화
구역분과

구역 현황 파악

구역의 활성화

구역장 양성 교육

가정방문, 구역장 연수

연락망 조직

불우이웃, 환자 파악

가정기도 봉헌

예비자, 냉담자 파악

성서모임 적극 참석

성전 신축
성전신축 

추진위원회

모금, 대지 구입, 설계, 

시공, 성전 신축

본당 교우 신입서 제출

단체별 모금 운동

대지 확보, 설계(설계자 선정)

주보에 홍보

조감도 제작 홍보

설계 내용 홍보

구역 모임성모회원 상지회관 피정



26     공항동본당 50년사

3. 성전 건립 계획

김재천 신부 시대부터 본당의 숙원인 새 성전 건립을 위하여 성전 신축 위원회를 조직

하고 특별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항 확장 공사 계획이 발표되어 성전 이

전을 해야 할 당위가 신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시기가 도래되었다. 또 조선 교구 설정 

150주년 및 선교 200주년 신앙대회를 맞이하여 신자들이 증가하고 신자들의 신앙심이 

고조되는 시기인 1981년에 사목 목표를 ‘성전 신축’에 두고 성전 신축위원회를 구성하

였다.

1) 본격적인 성전 건립

1981년 11월 성전건립 임원 상임 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했고, 1982년 사목 목표를 

성전 건립급 1억원 모금에 두었다.

(1) 성전 건립 위원회

     총재 : 장덕범 바오로 신부

     회장 : 남대원 베드로

     부회장 : 김관섭 안드레아

                 이화순 호노라다

     총무 : 고진욱 루가

(2) 성전 기금 목표액

     대지 확보 400평(평당 25만원)

     1억 모금 목표

(3) 모금 방법

     성전 건립 봉헌서 제출 : 일시불, 분납제

     봉헌서는 반장들을 통해 각 가정에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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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금년은 조선 교구설정 1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더

욱이 지난 10월 18일 여의도 신앙대회에서 우리 80만 형제자매의 진지하고 엄숙하고 자랑스러운 

그때 모습은, 또 우리 가톨릭의 거룩하고 공번되고 하나이고 일치의 교회의 모습과 더불어 아마도 

우리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자랑스러운 행사였습니다. 이제 지난날 신앙 대회의 감격스러웠던 모든 

일은 흥분과 자랑만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받은 성령의 은총을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웃에 ‘그리스도를 우리 동네에’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도직 수행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당 사목위원회에서는 이제 우리 공항동 천주교회에서도 

우리의 숙원 사업인 새 성전 건립을 더 이상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으른 상태에서 벗어나 내가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릴 수 있는 참신한 교회를 세우자고 굳은 뜻을 모아 신부님과 굳게굳게 교

회의 새 역사 창조의 뜻을 굳혔습니다. 현실을 돌이켜 볼 때 우리 공항동 천주교회 성전이 세워진 

지 어언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초창기의 신자 수 300여명으로 지금 이 건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동네에 처음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 세상은 날로 발전하고, 또 인구도 

날로 늘어나 우리 공항동 천주교회에서도 현재 건물로서는 신자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습니

다. 다시 살펴보면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의 중심인 미사 참례를 하는 데 성당이 좁아 서서 참례할 

뿐만 아니라 요즘은 성당 문 밖에서도 참례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주일학교는 교실 부족 관계로 추운 날씨에도 천막이나 창고에서 주일학교 교리를 하는 것

을 볼 때, 부모 된 우리로서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현재 전교사업을 으뜸으로 하는 교회에

서 수녀원과 성당이 원거리에 있어 전교 수녀로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며, 여의도 

신앙대회 이후 급격히 늘어난 새 신자들이 불편하고 부족한 교실로 인하여 모처럼 주님을 찾는 좋

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은 우리 신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역경 속에서 17년을 지나면서도 현재 처해 있는 실정만 내세우고 단순히 지역적 

여건 때문이라는 구실로 주님 성전 건립을 게을리 하였음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해 주님으로 향할 때가 온 것입

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가 이 성전을 지어 주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주님의 집을 지어 주겠습니까? 주님

의 성전을 짓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한 장 한 장의 벽돌을 정성들여 쌓아 주님의 집을 짓

는 데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성전 

건립은 성공할 수 있다고 굳은 신념으로 이 성전 건립에 대진군합시다.

1981년 11월 29일

     성전 건립 추진위원 일동

(4) 성전 건립 취지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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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 해체 청원서

성령 가족 중심으로 성전 건립을 위한 철야 기도회가 실시되었으며, 구역반장과 단체

장들이 기도회에 합세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청년회에서 부활 계란을 판매하여 성금을 기탁했고, 각 단체에

서도 정성껏 모은 성금을 기탁하면서 온 신자들의 공통된 마음으로 미사를 바쳤고, 새 

성전 건립을 위한 기도문을 암송하며 일치된 마음으로 2차 헌금을 했다.

한편, 4,000명의 신자들 이름으로 각계각층으로 진정을 보내 방지거 유치원 부지(공

항동 4-144)의 녹지 해제를 건의했다.

4. 장덕범 신부 이임

1985년 8월 30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전 신축 기금 확보에 전 신자들이 노력하

도록 했다. 그리고 신자들이 단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 여러 가지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진행하도록 한 장덕범 신부가 5년 6개월 만에 본당을 떠나 행당동 주임 신부로 가게 되

었다.

✝ 새 성전 건립을 위한 기도문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천주여, 당신은 기도하는 성전에 머물러 계시며 은총으로 도와주시니 

우리 모두 주의 새 성전을 애타게 그리워하나이다. 주여,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어 당신

이 즐겨 거처하시고 모든 이가 정성껏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흠숭과 찬미를 드릴 수 있는 새 

성전을 마련하게 하소서, 당신의 집에 사는 이 복되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루 빨리 새 성전을 

이룩하고 이 지역에 주님의 성전이 견고한 바위 위에 서게 하소서. 더욱이 당신 성전 건립을 

위해 희생하며 수고하는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을 돌보시고 주의 평화와 기쁨이 넘

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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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6대 조학문 바오로 신부 시대
(1985년 8월 31일~1990년 9월 7일)

1. 조학문 신부 부임

1985년 8월 29일에 조학문 바오로 신부가 6대 주임 신부로 부임했다. 조학문 신부는 

가톨릭 대학 신학부 출신으로, 1981년 2월 24일 서울 대교구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 

대방동 본당과 명동 주교좌성당의 보좌 신부를 거쳐 공항동 본당의 주임 신부로서 첫발

을 내디딘 조학문 신부는 새 성전 신축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지고 본당 사목을 시작하

였다. 젊고 패기에 찬 조 신부는 임시 성당으로의 이전이라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도 활기차면서도 꼼꼼하게 본당 분위기를 바꾸어 나갔다.

교회의 모든 중심은 가정이라 하여 가정의 성화를 중시하고 가족 간의 대화를 강조하

였으며, 청소년들이 교회의 미래라 하여 보좌 신부가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소

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적극 지원하였다.

또한 재임 중 구 성전이 철거되어 임시 성당으로 이전하여야 했고, 여러 가지 역경 속

에서도 현재의 본당을 신축하는 업적을 남겼다.

2. 본당 사목 목표

1986년도 본당 사목 목표를 ‘본당 공동체의 바람 추구의 해’로 정하고, 그 바람으로는 

첫째, 성체의 만남의 장, 둘째, 대화를 통한 만남의 장, 셋째, 하느님과의 만남의 공간으

로 설정하여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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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시 성당으로 이전

1986년 3월 23일 12시 미사를 끝으로 공소에서 본당으로 승격한 후 처음으로 지어진 

방화동 734-3번지(지금의 공항 제2청사 자리)에 위치한 공항동 본당에서의 모든 활동

은 끝나고 방지거 유치원 자리에 위치한 가건물에 마련한 임시 성당으로 옮기게 되었

다. 비만 오면 황토 진흙탕이 교우들의 신발과 성당의 온 마당을 황토색으로 물들게 하

였다. 특히 마지막 견진 성사 때 그 황토 진흙탕 때문에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자매들을 

위해 형제들이 몇 번씩 차량봉사를 했던 많은 추억을 뒤로하고 그 정들었던 성당을 떠

나야 했다.

임시 성당은 공항동 4-144번지의 396평에 있던 기존 60평에 가건물 85평을 증축

하여 전체 건평 약 145평을 새 성전

이 완공될 때까지 사용하도록 계획되

었다.

기존 건물 60평은 교리실과 사무실

로 사용하였고, 새로 신축한 가건물 

85평은 성당으로 사용하였으며, 사제

관과 수녀원은 일반 주택을 임대하였

다. 그러므로 사제관과 수녀원은 여러 

번 이사를 다녀야 하는 고생을 감당해

야만 하였다.

4. 본당 신축위원회 구성

1985년 9월에 부임한 조학문 신부는 새 성전 신축을 위해 수고할 사람들을 찾기 시작

하였다. 그리하여 그동안 성전 건립을 위해 다방면에서 애쓰고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여러 신자들을 만나 신축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드디어 그 해 10월, 신축위원들이 임명

되고 12월 1일 12시 미사 중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새 성전 건립을 위해 몸과 마

음을 아끼지 말고 헌신적인 봉사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임무를 마치고 본당 신축 위

임시성당에서 성모의 밤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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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가 해체된 1987년 12월 6일까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5. 기공미사 및 기공식

공항동 성당 교우들의 염원이자 최대 관심사였던 성전 신축을 위한 공사가 드디어 시

작되어 모든 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1987년 3월 15일 오전 11시에 기공미사를 드리

게 되었다. 공항동 본당 대 역사의 첫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순간으로써, 신자들의 마

음을 하나로 만들어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더할 나위 없

이 기쁘고 가슴 벅찬 축제의 날이 되었다. 기공 미사를 마치고 기공식이 있었다. 이 행사

를 위하여 교구에서는 김옥균 주교가 참석하여 기공 미사를 집전하였고, 공사 현장에서

의 기공식에서는 김관섭 성전 신축 위원회 위원장의 경과보고가 있었고, 이어서 김옥균 주

교의 축성 후에 조학문 본당 신부의 인사말로 이어지고 테이프 절단과 시상식이 있었으며, 

이어 주교의 강복이 있었다. 이 행사는 1부 기공미사, 2부 기공식, 3부 나눔의 시간으로 거

행되었으며, 나눔의 시간에는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여 기쁨을 함께 하였다. 또한 삼창 공

영에서 기증한 기공식 기념타올 1,000매를 각 가정에 배부하였다.

✝ 성전 신축 기도문

믿음과 사랑과 희망의 주님!

사랑의 성전을 애타게 그리며 한마음 되어

어려운 여건 속에 마음을 열어 기도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 성전 신축이 나의 집이며 일임을 깨닫고

작은 힘들이 모여 모두가 하나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소서.

당신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굳건한 반석 위의 성가정을

정성되이 이루게 하시며 빠짐없는 마음들이 뭉쳐서

아름다운 성전을 마련하는 사랑의 승리를 이루게 하소서.

아직도 멀고 힘든 성전을 위해 희생하며 수고하는 가정과

모든 이들의 정성에 축복하시며 용기와 지혜를 주시어 영원히

당신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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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기공 미사 후에 새 성전 신축 설계에 대한 간담회가 열려 설계사와 본당 교우들

이 함께 모여서 새 성전 설계에 대한 기탄없는 의견을 나누었다.

6. 호박돌 수집

새 성전 제대 뒷부분의 벽을 장식할 

호박돌을 수집하였다. 임시성당 사무

실 앞에 돌 수집 장소를 마련하고, 호

박 정도만 한 크기(두 주먹을 합한 것

보다 큰 것)에 둥근 형태의 돌을 신자

들로 하여금 미사 참례 때마다 가져오

게 하여 교우들의 정성이 그대로 제대

에 드러나도록 하였다. 호박돌 수집은 

1988년 4월까지 계속되었다.

7. 새 성전으로 이전

1) 사제관 이전

1987년 12월 23일 사제관이 완공되어 우선 사제관만 신축 성당으로 이전하게 되었

다. 따라서 평일 새벽미사가(월, 금)새 성전 지하성당에서 봉헌되었다.

2) 미완성 신축 건물의 부분 이용

1987년 12월 24일 성탄 전야 미사부터 28일까지의 성탄 전례 행사를 새 성전에서 거

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초등부 성탄 발표회, 구역 반 성가 경연대회, 젊은이 가요제가 

새 성당에서 있었으며 성탄 전야 미사 및 성탄 대축일 미사를 신축 성전에서 봉헌하여 

신자들의 폐품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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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빨리 새 성전으로 옮기고 싶은 교우들의 마음을 하느님께 전했으며 마지막까

지 최선을 다해 성전 신축에 애쓰는 교우들의 정성을 봉헌하였다.

3) 성전 신축 봉헌 기도

 

「새 성전 신축기도」의 「성전 신축 봉헌 기도」로 바꾸어 매 미사와 모임 끝에 바치도록 

하였다.

✝ 성전 신축 봉헌 기도

믿음과 사랑과 희망의 주님!

신축 성전을 주님께 봉헌하기 위하여

한 마음 한 몸이 되어

우리 모두 마음 열어 기도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 당신께 말미암은 것이며

시간도, 능력도, 생명도, 재화도 당신의 것이오니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은 가운데

우리의 모든 힘과 정성을 모아

주님의 성전 봉헌에 함께하게 하소서.

당신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축복스런 신축 성전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가꾸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함께하소서.

우리의 신축 성전을 위해

모두 함께 기도하며 모두 협력하게 하시며

주님께 감사와 봉헌에 다함께 노력하여

주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영원히 당신 이름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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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 성전 이전에 따른 9일 기도

새 성전으로의 이전을 눈앞에 두고,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다듬고 새 성전에서 맞는 

신앙인의 자세를 묵상해 보는 9일 기도가 있었다. 1988년 3월 18일(토)부터 9일 동안 

매일 저녁 6시 미사 후(저녁 미사가 없는 날은 저녁 6시)에 전 신자들이 모여 새 성전에

서 새롭게 출발하는 신자들의 정성을 모아 봉헌하였다.

5) 새 성전으로 이전 

1988년 3월 27일 12시 미사를 마지막으로 임시 성당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새 성

전으로 이전하였다. 타이탄, 픽업, 봉고차 등의 화물 차량을 가진 신자들의 봉사로 무사히 

이전하여 지하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다. 아직 성당 내부 및 1층 교리실은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지하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지하 교리실만을 사용하였으며, 본당 

사무실은 사제관 지하층에 있는 지하성당 입구 우측 방을 사용하였다. 비록 아직은 마무리

되지 않아 지하층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사하는 날 신자들은 그간의 수고와 어려

움을 생각하며 감회가 새로웠고 그 기쁨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8. 본당 사목 목표

1) 본당에서는 1988년도 사목 목표를 설정,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성체 성사를 중심으로

 •성체 관련 서적 읽기

 •미사 준비 자세 확립

 •성물, 성상(가정, 교회)을 격조 높게 꾸밀 것

 •신자 모두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것

 •단체 성체 조배 권장

 •성체에 대한 인식, 관심 촉구 및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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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중심으로

 •전교하는 자세(1인 이상)

 •신자 재교육 관심 촉구(전입자 동화에 노력, 신자 1인 1단체, 후원회에 가입 노

력)

 •신축에의 관심 촉구

 가정을 중심으로

 •마음의 가정이 교회임을 인식, 성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

 •월간 1회 이상 가족이 함께 미사 참례

 •이웃에 대한 봉사 기회 확대(언행, 표양의 모범)

 •성당 안에 공동의 장 마련 및 참여

 새 성전을 중심으로

 •새 성전의 이전과 함께 더욱 발전하는 마음가짐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성당 운영이 되도록 노력

 •성전의 꾸밈, 환경 정리, 사용함에 있어서 나의 성전이라는 새로운 마음가짐

2) 1990년도 본당 사목 목표는 다음과 같다.

 신앙인의 삶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리를 숙지

 •적극적인 성사 생활 참여

- 영성체, 고백 성사에 심도 있는 준비 및 성찰

- 미사 시간 준수 및 평일 미사 참례

- 기도하는 신앙인의 삶을 실천

- 무관심한 기도생활 지양

- 온 가족이 함께 정기적 기도 시간을 갖고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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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삶

 •스스로에 충실

- 피정, 성서 읽기, 교회와 관련된 도서의 숙독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깨달음

 •가정을 사랑

- 매일 가정기도문을 바침

 •이웃을 사랑

- 말로만의 사랑이 아닌 실천적인 삶

-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고 단순하게 살기

- 지역 내 중학생 대상 장학사업을 추진

- 가난한 이들의 현실을 보다 전문적, 근원적으로 인식 노력

- 많이 가진 이는 많이 나누고, 적게 가진 이는 적게라도 나눌 것

 공동체의 삶

 •전 신자 소속감 달성 : 단체활동 참여 및 보다 구체적인 활성화

 •지역 공동체 활성화 : 반, 구역 모임 참석 및 적극 활동

 •교회 공동체 참여

 •성소 후원회 활성화 : 우리의 사제는 우리가 지원 양성

9. 본당 낙성식 및 감사와 기쁨의 날 축제

1) 낙성식

새 성전이 완공되기 전인 1987년 12월 23일 입주하여 한쪽에서는 공사가 계속 진행

되어 왔기 때문에 불편이 컸으나, 드디어 1988년 10월 22일에 공사가 완료되었다.

그 이후 1989년 5월 13일에 준공식과 축성미사를 올리게 되었다. 이 행사는 제1부 축성

미사, 제2부 축하식, 제3부 축하연으로 나누어 거행되었다. 김수환 추기경이 참석한 가운

데 성전 준공 테이프를 절단하였고, 성당 머릿돌에 대한 추기경의 축성이 있었다.

오후에는 추기경의 집전으로 제1부 새 성전 축성미사가 거행되었다. 축성미사에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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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축성과 성수 뿌림, 축성 기도, 도유, 분향, 제단봉헌이 있었다. 제2부 축하식에서는 

사목회장의 본당 연혁 및 건축경과 정기용, 박명신, 이용덕에게 추기경의 감사패가 수

여되었고, 김관섭 안드레아, 최중우 요한, 최국종 바오로에게는 주임 신부의 공로패가 

수여되었으며, 주임 신부의 인사말과 추기경의 격려사로 폐회되었다. 이어서 제3부 축

하연이 지하 대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준공 당시의 건물 개요는 다음과 같다.

 •대지 위치 : 강서구 공항동 691번지

 •대지 면적 : 719평

 •건물 면적 : 980평

 •지하 1층 : 294평(교리실, 회의실, 대강당, 기계실, 폐백실, 독서실)

 •지상 1층 : 294평(교리실, 회의실, 소강당, 사무실, 휴게실, 관리실, 도서관)

 •지상 2층 : 317평(성당, 사제관, 수녀관)

 •지상 3층 : 75평(성가대)

 건축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지 구입비 - 대토분(405평) : 55,455,300원

                        구입분(314평) : 194,761,060원

                        계                  : 250,216,360원

 •공사비 - 건축, 설비, 전기공사비 : 1,102,361,600원

 •기타 부대 공사비 : 160,927,930원

 •설계비               : 24,000,000원

 •성물 및 비품비    : 75,308,000원

 •계                      : 1,645,880,410원

 설계, 시공자 및 조각가는 다음과 같다.

 •설계자 : 기용건축 연구소 정기용

 •시공자 : 삼창공영(주) 박명신 프란치스코

 •조각가 : 1987년도 대한민국 미술대전 조각부분 대상 수상자 이용덕 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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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와 기쁨의 날 축제

본당 낙성식을 전후하여 1989년 5월 12일(금)부터 5월 14일(일)까지 ‘감사와 기쁨의 

날 축제’ 기간을 설정하여 구역, 반별로 음식을 준비하여 판매하고, 기타 성당 마크와 낙

성 기념 문구가 새겨진 생활자기 등을 판매하여 신축 부채 상환에 도움을 주었다.

10. 조학문 신부 이임

본당에 부임한 이후 임시성당으로의 이전과 본당의 신축에 불철주야로 노고를 아끼

지 않은 조학문 신부가 커다란 공적을 남기고 1990년 9월 7일 신정동 본당으로 전임

되었다.

송별미사는 9월 2일 11시 30분 미사에 봉헌되었고, 이어서 송별식이 있었으며, 이임 

일자는 9월 7일 10시였다.

축성 미사



제1편 본당사     39

제 9장

7대 배갑진 베드로 신부 시대
(1990년 9월 7일~1995년 3월 16일)

1. 배갑진 신부 부임

6대 조학문 바오로 신부의 후임으로 7대 배갑진 주임신부가 1990년 9월 7일에 부임

하였다. 앞서 9월 4일 교구청 파견신부의 입회하에 신·구 주임 신부의 인수인계를 마

쳤다.

신임 주임 신부의 환영미사는 1990년 9월 9일 11시 30분 대미사로 봉헌되었고 미사 

후 환영회가 거행되었다.

배갑진 신부는 가톨릭 대학 신학부 출신으로, 1979년 3월 6일 서품되어 수유동 본당

과 명동 대성당 보좌 신부를 거쳐 가락동 본당 주임신부로 전임되어 성당을 신축하는 

등 많은 일을 하고 공항동 본당에 부임하였다. 공항동 본당이 신축된 새 건물에서 안정

적인 발전을 시작할 무렵에 부임하여 재직 중 많은 공적을 이룩하였다.

본당 신축에 따른 부채를 완전히 상환하고, 방화동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개발되면

서 본당의 신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본당 분할계획에 착수하였으며, 본당지 

「하늘」을 창간하였다. 장학기금 확충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평화대학을 창설하고 본당 

내에 영안실을 설치하여 본당 신자들은 물론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 외에 

2000년대 복음화 운동에 발맞추어 소공동체(구역 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2. 본당 사목 목표

매 연초에 주임신부는 사목 목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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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1년 사목 목표

우리 공항동 신앙공동체는 금년(1991년)으로써 설립된 지가 28년이 됩니다. 그 동안 

선임 신부님들, 수녀님들 봉사자들, 그리고 교우분들의 기도와 봉사로 이룩된 이 성전

은 “보시니 참 좋더라(창세기 1장)”라는 야훼 하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교우들의 하느

님에 대한 믿음, 희망, 사랑은 온통 삶 안에 가득 차 있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신

앙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시대는 분명히 변화합니다. 현재 이 세상, 이 시대는 우리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있

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 적이 일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느님께

서는 당신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이 불안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자유롭게 살기 위

해 하느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

기시는 것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우리 모두

가 살아야 할 삶의 지표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길, 너의 길, 나의 

길인 것입니다. 분명 그 길의 끝에는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께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1991년도 예수그리스도의 길인 겸손한 삶을 본받는 자세로서 4가지 목표를 세워 한마

음 한뜻으로 사목을 하고자 합니다.

(1) 일치하는 교회상 정립

    가. 교우들 간에 마음의 장벽을 허물자(서로 인사하기)

    나. 가정기도로써 성가정을 만들자

    다. 함께 사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모범이 되자

    라. 노인들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지키자

(2) 도와주는 교회상 정립

    가. 가난한 성당과 자매결연을 맺어 도와주자

    나. 불우한 이웃, 환자들을 방문하여 사랑을 실천하자

    다. 지역 내 불우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자

    라. 한마음 한 몸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헌혈, 헌미운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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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찬의 삶을 사는 교회상 정립

    가. 지속적인 성체 조배 실천(성시간, 영성체, 성체강복)

    나. 매일 미사 참례하기

    다. 성사생활(고백성사, 성체성사)에 관심을 갖자

    라. 구역 모임 활성화(여성은 주 1회, 남성은 월 1회)

(4) 공부하는 교회상 정립

가. 적어도 하루에 성경을 10분씩은 읽도

록 하자

나. 세대주 피정(연 2회 : 남성, 여성 구분)

다. 각 단체 활성화

라. 신앙, 교양강좌 실시(신자 재교육)

마. 십일조 정신으로 교무금 납부

바. 성전을 아끼고 깨끗하게 사용하기

3. 1992년 사목 목표

금년도 서울 대교구 사목 교서는 2000년대를 향한 사목 계획 1단계로써 ‘교회 공동체

를 내적·외적으로 복음화하자’입니다.

교회는 사귐과 섬김과 복음 선포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공항동 신앙 공동체는 

여러모로 성장을 이루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에서 멀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목자, 수도자들에게는 신자들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매우 어려워졌고, 신자들의 소

속감과 유대감을 잃어버려 교회 공동체는 갈수록 그 속이 비고 껍질만 두꺼워지게 되었

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 서로 본연의 모

습을 정확히 찾고, 우리 본당의 거룩한 모습을 다져가야 하겠습니다.

즉,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표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접근하기위하여 1992년도 

우리 본당은 차근차근히 우리가 사는 세상을 관찰하여 우리들의 공동체를 진단하고, 진

단의 결과에 따른 처방을 내리고 그 결과를 실행해 가는 사목을 하고자 합니다.

사목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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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찾도록 하자

 •신약성서 중 사도행전, 교회헌장, 200주년 사목회의 ‘지역사목’       

 •의안집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신앙, 피정, 교양 강좌를 통한 성숙한 신앙인 되기

 •행복한 가정 운동을 통해 생명수호(혼인교리, 성교육) 실시

 •하느님께 하루 30분 기도하기

 가난한 교회, 형제를 도와주자

 •근검절약과 나눔의 정신을 생활화하기

 •장학사업 지속적으로 전개

 •가난한 이웃, 환자를 방문하여 도와주기

 •한마음 한 몸 운동 지속적으로 전개

 구역 모임을 통해 우리 형제애를 실천하자

 •구역 모임을 통해 하나 되기

 •노인대학 설립 및 영안실 준비 설치

 •구역 모임을 활성화하기

3) 1993년 사목 목표

1993년도 서울대교구 사목 교서는 교회 공동체를 내적·외적으로 복음화하자는 두 

번째 해로써 우리 모두가 복음화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과 신념을 정립하자는 데 있습

니다.

복음화는 ‘교회가 선포하는 신적 능력’으로 모든 개인과 집단의 양심, 그들이 관계하

고 있는 활동, 그들의 생활과 구체적 환경을 변혁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현대의 

복음 선교 18).

즉,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신자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활하는 삶의 현장에 구체적인 변혁과 역전이 전개되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

니다. 따라서 우리 공항동의 신앙 공동체는 복음화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이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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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이 질문에 이제 우리 각자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 동안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공동체 일원의 일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

다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족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양파 같은 신앙 

태도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복음화를 위해 순교적인 용기 있는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합

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의 가정, 우리 반 공동체, 구역 공동체, 본당 공동체가 복음화 되지 

못한 원인을 찾아 서로 본연의 모습을 정확히 찾고, 우리 본당의 거룩한 모습을 다져가

는 사목을 하고자 합니다.

 구역 모임을 활성화하는 소공동체 생활을 정립하자.

 •반 모임을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신약성서 중 루가복음, 사도행전을 필수적으로 읽도록 하자.

 •가난한 이웃들을 방문하여 현실적으로 

도와주자.

 •한마음 한몸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자.

 •본당 영안실 준비, 설치로 선교에 열중

하자.

 •남성 모임을 살아 있는 공동체로 정착시

키자.

 가정을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자.

 •가정주일을 정하여 모든 가족이 미사에 참례하자.

 •가정기도로써 가족애를 실천하자.

 •주부미사를 통해 가정성화 교육을 실시하자.

 •외짝 교우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자.

 •생명수호 교육(혼인교리, 성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자.

사목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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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94년도 본당 사목 목표

1994년도 서울 대교구의 교구장의 사목 교서는 교회 공동체를 복음화하자는 세 번째 

해로써 이제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현장은 세상이어야 하고 갈수록 물질과 향락이 

지배하는 오늘의 세상이 복음적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우리 자신이 세상으로 나아가 변

화를 일으키자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전례 안에서 기도 모임이나 단체 회합 안에서 복음을 읽고 그치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 삶의 현장에 복음을 가져가는 데 있습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맺히는 복음의 열매는 세상을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동체도 금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워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

짐없이 소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참여하여 복음화 되길 희망하는 바입니다.

 소공동체를 활성화하여 복음화하자

 •성서를 하루에 15분씩 시간을 정해 꾸준히 읽도록 하자

 •소공동체(구역 모임, 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성체 조배와 매일 미사에 참여하여 

소공동체를 위한 봉사자가 되자

 •가난한 시골 본당, 이웃, 환자를 방

문하여 현실적으로 도와 주자

 •공동체의 일치를 위한 행사를 자주 

갖도록 하자

 •본당의 분할을 위한 계획, 준비를 

하자

 가정의 해를 맞이하여 가정 공동체를 실현하자

 •한 달에 한 주일을 정하여 모든 가족이 미사에 참례하자

 •가정기도로써 가족들이 많은 신앙적 대화를 이룩하자

 •아버지 미사, 주부 미사를 통해 부부 성화를 이룩하자

 •가정 중심의 선교활동을 실천하자

중·고등부 코이노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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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교육, 생명수호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의식을 거룩하게 만들자

 •부부 중심의 교육, 피정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도록 하자

5) 1995년 본당 사목 목표

1995년 금년은 2000년대를 향한 복음화의 장기 사목 계획의 1단계(1992~1994)를 

마치고 2단계(1995~1997)의 첫 번째 맞는 해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회고해 보면 2000년대 복음화를 위한 소공동체 삶을 열심히 살아 왔다

고 봅니다. 복음화를 소공동체의 인식을 이해시키는 과정으로 성실하게 신자의 길을 걸

어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거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우

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우리의 실생활이 복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년

도 본당의 사목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소공동체 삶을 성실하게 살자

 •신약성서, 특히 4복음서를 완전히 읽고 묵상, 기도하자

 •소공동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공동체의 일치를 위한 행사를 자주 갖도록 하자

 •본당 분할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자(방화동 성당 신축기금 모금 준비)

 교리교육, 전례교육을 동해 공동체의 신심을 성숙시키자

 •각 단체 중심의 피정, 교육의 기회를 갖자

 •성서 연구 그룹에 본당의 지도자, 봉사자가 참여하자

 •주일 학교를 통한 청소년의 올바른 신앙 의식을 정립하자

 •아버지, 주부 미사에 많이 참여하자

 •고백성사, 성체성사를 통해 회심, 화해의 생활을 하자

 관용의 해를 맞이하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자

 •한 달에 한 주일을 가정주일로 정하여 모든 가족이 미사에 참례하자

 •가정기도로써 가족들이 많은 대화를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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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당 사목의 복음화 위원, 각 단체장들의 기도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자

3. 배갑진 신부 이임

교구청 인사발령에 의하여 1995년 3월 17일에 절두산 성지의 절두산 기념관장 겸 순

교자 현양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이임하게 되었다. 4년 6개월 동안 공항동 본당 주임 

신부로 재직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떠나게 되었다.

환송미사는 3월 12일 12시 대미사로 봉헌되었고 미사 후 환송식을 갖고 교우들과 석

별의 정을 나누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마태복음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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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장

8대 유재국 바실리오 신부 시대
(1995년 3월~1998년 10월)

1. 유재국 신부 부임

7대 배갑진 신부 후임으로 1995년 3월 17일에 유재국 신부가 8대 주임 신부로 본당

에 부임하였다.

환영 미사는 1995년 3월 19일 12시 대미사에 봉헌되었고 뒤이어 환영식이 있었다.  

유재국 신부는 성신대학(현 가톨릭 대학교 신학대학)을 입학한 후 파리 생 쉴 피스 신학

대학에 유학하여 그 대학을 졸업하고 사제 서품을 받았다. 파리의 가톨릭 대학교 사목 대

학원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부산 서면 보좌 신부를 거쳐 마산 월남동 천주교회 주임 신부를 

시작으로 응암동, 청담동, 세종로, 불광동 본당 주임 신부를 거쳐 공항동 본당 주임 신부로 

부임하였다. M.B.W. 한국 추진회 회장과 서울대교구 참사위원, 사제 평의회 의원, 사제 

공제회 위원장 등 본당 사목 외에도 여러 가지 직책을 수행하며 헌신하였다.

조학문 신부 시절에 본당 신축이 끝나고, 배갑진 신부 시절은 신축에 따른 부채를 청

산하고 안정기에 들어선 시기였

다고 한다면, 유재국 신부가 부임

한 후 본당의 안정적 여건을 발판 

삼아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

였다.

유재국 신부 부임 이후 팽창된 

공항동 본당을 분당해야 할 일이 

시급하게 대두되어 본격적으로 

방화동에 새로운 성전을 신축하

기 위한 계획에 착수하였다. M.B.W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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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당 사목 목표

1) 1996년도 사목 목표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

새해를 맞으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새해에도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도록 주님께 의탁합니다.

금년도 본당 사목 목표를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로 정합니다. 교회의 참 모습인 사랑

과 나눔의 공동체를 우리 본당에서 구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겠습니다. 예수

께서 세우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느님의 백성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

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로서 모든 신자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본당 사목 목표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지침을 정하여 실시

하고자 합니다.

 반 모임의 활성화

반 모임은 소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효과적인 것입니다.

이웃에 사는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눔으

로써 교회의 본 모습을 체험하게 됩니다.

반 모임은 종전대로 실시하되, 한 구역 내의 몇 개 반에서는 남·여 교우가 함께 모여 

반 모임을 실시하는 모범반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반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본당이 활성화됩니다.

 청소년·청년 사목의 활성화

지금까지 본당 사목에 있어서 청소년 및 사목이 침체되어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 원

인은 복합적인 것으로 본당과 부모님과 사회를 둘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 

제도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학교 교육에만 치중한 나머지 

자녀들을 본당으로부터 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인간 성숙의 전부는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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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녀들의 성숙한 인간 교육을 위해서는 신앙교육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늘의 청

소년들과 청년들은 내일의 일꾼으로서 2000년대의 주역들입니다. 21세기의 사회와 

교회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청

소년, 청년사목의 활성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성서 묵상과 필사 실시

성서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이정표와 길잡이가 되어

야 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매일같이 성서를 읽고 묵상하기 바랍니다. 일생에 적어도 

한 번만이라도 구약, 신약 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묵상할 것을 권고합니다.

금년부터 성서 필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매일 몇 장씩이라도 노트에 신약 성서부터 

기록하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서를 끝낸 교우들은 구약 성서를 필기하면 

됩니다. 연말에 필사본을 점검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당 사목 목표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신

자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친교를 맺고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재물

을 찾아서 모든 사람에게 각자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신명나는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들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리하여 온 백성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그 

모임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늘려 주셨다(사도 2, 42 ; 44~47).”

2) 1997년도 사목 목표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무한한 은총에 깊은 감사를 드

립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본당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동시에 새해

에도 더욱 많은 은총을 주시도록 기원합시다. 금년은 우리 본당이 창립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공항동 지역에 주님의 성전이 창립된 지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름으

로써 이제 우리 본당은 장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본당 발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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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신 역대 주임 신부님, 보좌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모든 신자 여러분에게 본당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숙기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는 본당의 내적 

성숙을 위하여 각자의 직책에 적극 참여하며 헌신하는 일입니다. 본당의 내적 쇄신을 

위해서는 우리 본당의 신자 각자가 자각해야하며, 또한 의식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즉, 

내가 바로 본당의 주인이라는 의식과 신자로서의 본분을 재확인하고 다짐하는 마음가

짐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본당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이웃에게 봉

사하는 삶을 목표로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와 봉사의 공동체를 사목 목표

로 하고, 아래와 같은 세부지침을 세웁니다.

 본당 창립 30주년 축제

본당 주보성인인 성 프란치스코 축일 주간에 본당 창립 30주년 기념 축제를 개최합

니다. 본당 창립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당의 역사를 편찬하여 길이 보존할 것

입니다. 「공항동 본당 30년사」의 출판을 위하여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

다. 기념 축제는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자들이 참여하도록 계획

할 것입니다.

 청소년, 청년 사목의 활성화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청소년, 청년 사목에 모든 신자들이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은 내일의 교회와 사회의 주역으로서 지금

부터 자질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부모님들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

에도 정성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사목

회 산하의 청소년 분과위원회를 보강하

여 청소년사목 운영위원회로 개편하여 

사목하게 될 것입니다. 본 위원회와 교리

교사 및 부모들이 함께 협력하여 청소년 

사목을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루터기 풍물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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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동체의 활성화

본당은 ‘소공동체들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본당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공동

체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반모임을 꾸준히 해 온 반도 있는가 하면, 반모

임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반도 있습니다. 여성반 모임은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만, 남성들의 모임은 부진한 현실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몇 개 남녀 혼합 반

을 모범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반모임의 활성화는 우선 반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의 

희생과 봉사가 요구되며 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너희

가 두 명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있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합니다.

 성서 묵상과 필사 운동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하느님의 말씀인 성서를 자주 대하면서 묵상하고 실생활에 

옮기도록 합시다. 성서를 노트에 베끼면서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나의 삶의 양식으

로 삼아야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길잡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필사한 성서는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값진 보물

이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목 세부 지침을 목표로 삼아 모든 신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습니다. 본당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하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오. 또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시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무슨 일에서나 기도와 간구로써 

감사하며 여러분의 요청을 하느님께 알리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3) 1998년 본당 사목목표(성령의 해 - 가정성화)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난 한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크나큰 은총 속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해는 본당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축제

와 행사를 무사히 치렀습니다. 주님께는 영광이며 우리 모두에게는 풍성한 은총이었습

니다. 대희년을 2년 앞둔 금년은 ‘성령의 해’로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 하심에 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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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하느님이시며, 

우리 모두는 성체와 견진성사 때 성령을 받았으며, 성령의 궁전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며, 사랑과 일치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각자는 성령께 

대한 신앙을 쇄신하고 회심해야겠습니다.

1998년도 본당의 사목 목표로는 ‘가정성화’로 설정하였습니다. 가정은 하느님께서 마

련해 주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면

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성화’를 사목목표로 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세부지침을 정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1) 가정성화

오늘의 우리나라 가정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

다. 이혼율의 증가, 청소년 범죄, 가출, 학생폭력,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이 급증하고 있

으며,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가정성화는 우선 부부사이의 원만한 관계와 서로

를 아끼고 사랑할 때 비로서 가능합니다. 부부사이의 일치가 그 가정의 모델이 되고 자

녀들의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말로써가 아니라 삶의 증거를 통하여 모범을 보여 줄 

때만이 그 효과를 거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와 사랑을 드림으로써 자

녀의 도리를 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들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 매주 1회 가족들이 함께 모여 복음 나누기를 한다.

둘째 : 주일날 자녀들을 꼭 미사에 참여토록 한다.

셋째 : 매월 마지막 주일을 가정주일로 정하고 가족이 함께 미사참여를 한다.

(2) 소공동체 활성화

2000년대 복음화를 목표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교우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소공동체의 활성화가 없이 본당 발전을 기대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공동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사랑의 

대화를 나눔으로써 우리의 신앙은 보존되고 성장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구역모임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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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참여하여 신앙을 체험하고 형제애를 나누기 바랍니다.

(3) 쉬는 교우 찾기 운동

신자라면 마땅히 신자의 본분과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하느님의 계명과 교회법을 따

르면서 신자생활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신자들이 냉담하고 있고 신앙

생활을 저 버린 채, 쉬고 있습니다. 쉬는 교우들 자신에게 물론 우선적 책임이 있겠지

만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위의 쉬는 교우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쉬는 교우들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고 구역모임과 주일 

미사에 초대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범적인 삶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좋은 

표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 방화동 본당 분할사업

교구 사목방침에 따라 금년에는 방화동에 본당을 신설하는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본당은 신자수가 8000명이 넘는 비대한 본당으로 성장하였으나 냉담자가 늘

어나는 등 여러 가지 사목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분당 사업의 일환으로 성당대지

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업에 모든 교우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

시기 바랍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한 세대도 빠지지 말고 동참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세부지침을 실천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인의

식을 가지고 적극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해를 맞이하여 특별히 성령께 기도하면

서 도우심을 청탁해야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

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

람들을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

다. (루가 4 : 18)

1998년 1월 1일

주임신부 유재국 바실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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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재국 신부 이임 

교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유재국 바실리오 신부님께서 신당동본당으로 가시고, 진건 

본당 주임신부님이신 심홍보 베드로 신부님께서 제 9대 주임 신부님으로 오십니다. 두 

분 신부님께서 주님의 축복속에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기도 드리며 정성어린 축복속

에  환영의 인사를 드립시다.

 환송순서

 •환송미사 : 오늘 10월 4일 10시 30분 대 미사중

 •환송식 : 환송 미사 후

 •본당에서 떠나시는 날 : 10월 9일 금요일 10시 미사 후

 환영 순서

 •본당에 오시는 날 : 10월 9일 금요일 11시

 •환영미사 : 10월 11일 일요일 10시 30분 대 미사 중

 •환영식 : 환영 미사 후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8: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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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장

9대 심흥보 베드로 신부시대
(1998년 10월~2003년 9월)

1. 심흥보 신부 부임

8대 유재국 신부님의 후임으로 1998년 10월 9일에 심흥보 신부가 9대 주임 신부로 

본당에 부임하였다.

환영미사는 1998년 10월 11일 10시 30분 대 미사 중에서 봉헌되었고 뒤이어 환영식이 

이어졌다.

심홍보 신부는 가톨릭 대학교 신학부 출신으로 1988년 2월 12일 서품되어 수유동 성당

과 독산동 성당 보좌 신부 그리고 진건 성당 주임신부를 거쳐 본당 주임 신부로 부임하였

다. 심홍보 신부는 본당 재임 중인 1999년 부활대축일에 방화 3동 성당 신설을 위해 본당

을 분할하고 방화 3동 지역의 사목권 일체를 주임사제의 책임 하에 주임대리로 최부식 신

부를 위임하고 방화 3동 성당 설립을 위한 본당 부담금으로 760,218,278원을 희사하였다.

또한 심홍보 신부는 이어 2000년 1월에 프란치스코 어린이 집을 건립하기 위하여 먼저 

프란치스코 어린이 집 건립을 위한 기도문을 만들고 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신

축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선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공항동 전 신자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그해 11월 1일 10시 프란치스코 어린이집을 완공하여 개원하는 업적을 남겼다.

2. 심홍보 신부의 사목목표 및 세부시행 계획

 1. 1999년도 공항동 성당 소공동체 복음화의 구체적인 실천계획 과정

 1) 1998년부터 남성은 월 2회 구역모임에, 여성은 주 1회 반모임에 참여하여 복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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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들이고, 복음의 빛으로 자신의 삶을 나누기 시작한 신앙생활을 더욱 더 심화시

킨다. 또한 월 1회 가족이 다함께 모여 복음 나누기를 겸한 가족 기도 모임을 실시

함으로써 복음을 생활화한다.

 2) 구역, 반모임에서 복음나누기 7단계가 익숙해진 다음, 복음을 천주교회의 정신과 

신학교리의 흐름에 맞추어 봄으로써, 복음을 자신의 실제 삶에 명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일하며, 쉬며, 또!’라는 교재를 통해 전 신자가 교리교육을 심화한다.

 3) 1999년부터 주일학교에서는 복음을 나눔으로써 배우는 교리교재를 사용하여 체

계적인 교리교육에 힘쓴다. 주일학교 초등부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예수님, 어

서 오세요’로, 중등부와 고등부는 ‘하늘나라 망원경’으로 나눔 교리를 한다.

 4) 청소년 복음화의 1단계로 1998년부터 시작한 어린이 반모임에서 주일학교에서 

배운 교리를 지역에서 어린이 반모임을 통해 복음나누기를 함으로써 복음을 생활

화한다.

 5) 주일학교는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누어 청소년들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점차로 청소년 반모임을 갖도록 육성한다.

 6) 청년들은 자체적으로 청년 반모임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

 7) 본당 내의 모든 단체는 복음을 그 실천 강령으로 하고 복음나누기를 의무적으로 

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활동한다.

 8) 본당의 모든 단체는 복음을 기초로 최소한 연 1회의 피정과 연수를 한다.

 9) 본당의 각 지역 복음화를 위해 동별, 구역별, 반별 복음화 계획을 수립한다.

10) 예비자 선교와 냉담자 회두를 위한 동별 레지오 마리애 꾸리아와 지역선교단이 

활동한다. 본당에서는 지역의 복음화 활동으로 선발된 예비자들을 교육할 평신도 

예비자 교리교사를 양성 활동한다.

11) 가난한 이들을 위해 활동할 빈첸시오 아 바울로회를 동별로 설립한다. 본당에서

는 그 대표들을 본당의 부대표로 임명하고 육성한다.

12) 죽은 이와 죽은 이의 가족을 위로하고 장례 봉사할 연령회를 동별로 설립한다. 본

당에서는 그 대표들을 본당의 부대표로 임명하고 육성한다.

13) 이렇게 점차적으로 자모회와 제대회 및 기타 신심 활동단체를 동별로 설립 운영

함으로써 지역의 복음화를 주체적으로 실현하며 각 지역은 분당의 준비를 한다.

14) 본당 내에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한 첫 사회복지활동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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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0년도 공항동 교회 소공동체 복음화의 구체적인 실천계획 과정

 

 1) 2000년 대희년을 맞이하는 본당

(1) 본당에서는 2000년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하여 용서와 화해, 회개의 기쁨

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르코 복음을 중심으로 꾸며진 대림 판공 찰고지

를 통해 주님을  미리 익히고, 판공성사를 통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회개와 

용서를 거쳐 이웃과의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초대한다.

(2) 이웃들에게 참 기쁨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역 반모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찾

아 실현하도록 한다. 즉, 용서와 화해, 부채 면제 혹은 일부 탕감, 집세 동결, 

어려운 이웃에게 경제적 도움 주기 등

 2) 2000년대를 맞는 소공동체의 복음화

(3) 1998년도부터 남성은 월 2회 구역모임에, 여성은 주 1회 반모임에 참여하여 

복음을 맛들이고, 복음의 빛으로 자신의 삶을 나누기 시작한 신앙생활을 더욱

더 심화시킨다. 또한 월 1회 가족이 다함께 모여 복음 나누기를 겸한 가족기도 

모임을 실시함으로써 복음을 생활화한다.

(4) 구역, 반모임에서 복음나누기 7단계가 익숙해진 다음, 복음을 천주교회의 정

신과 신학교리의 흐름에 맞추어 봄으로써, 복음을 자신의 실제 삶에 명확히 적

용할 수 있도록 ‘가톨릭 교리서’라는 교재를 통해 전 신자가 교리교육을 심화

한다.

(5) 소공동체의 복음화와 이웃선교 및 이웃돕기활동을 위해 파티마의 성모 순례 기

도회를 구역반별로 갖는다.

(6) 2000년대를 향한 소공동체 복음

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7) 주일학교에서는 1999년부터 복

음을 나눔으로써 배우는 교리고

재를 사용하여 교리교육을 더욱 

심화한다. 주일학교 초등부 1학

년부터 6학년까지는 ‘예수님, 어 실직자를 위한 바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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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오세요’로, 중등부와 고등부는 ‘하늘나라 망원경’으로 나눔 교리를 한다.

(8) 청소년 복음화의 1단계로 1998년부터 시작한 어린이 반모임에서 주일학교에

서 배운 교리를 지역에서 어린이 반모임을 통해 복음나누기를 함으로써 복음

을 생활화한다.

(9) 주일학교는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누어 청소년들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

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점차로 청소년 반모임을 갖도록 육성한다.

(10) 청년들은 자체적으로 청년 반모임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

(11) 교구장님의 방침대로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본당의 우리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공고히 한다.

(12) 본당 내의 모든 단체는 복음을 그 실천 강령으로 하고 복음나누기를 의무적으

로 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활동한다.

(13) 본당의 모든 단체는 복음을 기초로 최소한 연 1회의 피정과 연수를 한다.

(14) 본당의 각 지역 복음화를 위해 동별, 구역, 반별 복음화 계획을 수립한다.

 3) 이웃 선교

(15) 선교분과장을 선교의 책임자로 둔다.

(16) 예비자 선교와 아울러 냉담자 회두를 위해 구역반과 동별 레지오 마리애가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17)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비자 모집과 양성을 위해, 예비자 환영식 2개월 전에 

예비자 봉헌식을 갖고, 1개월 전에 선교 다짐대회를 가진 후 예비자 환영식을 

한다. 그리고 세례 받기 1개월 전에 예비자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한 주 전에 

예비자 피정을 하고  세례성사를 받도록 한다.

(18) 예비자 봉헌식에는 신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예비자를 선정하여 봉헌한다. 우

리가 선정한 예비자가 우리 성당에 오고 안 오고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

기에 우리는 단지 우리가 주님께 모시고 갈 형제자매를 선정하여 기도하고 권면하

며 주님께서 그 형제자매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노력한다.

(19) 신자 한 사람씩 자신들이 봉헌한 예비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본당 

차원에서 ‘예비 신자들을 위한 기도의 날’을 정해 전 교우가 기도한다.

(20) 예비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예비자 초대장을 전달하고 자신의 체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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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한다.

(21) 어린이집을 통해 비신자 가정의 자녀들과 그 부모들에게 전교한다.

(22) 어려울 때 잊지 않고 찾아가서 섭섭하고 소외된 채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한다.

(23) 냉담자들을 위해 꾸준히 본당 주보를 넣어 주고 자기 체험과 친교를 통해 회

두시킨다.

(24) 우리의 선교의식을 강화하고 충실하게 하기 위한 선교 다짐대회를 가진다.

(25) 본당 사목협의회 교육분과 산하에 평신도 교리 교육위원회를 두어, 평신도 교

리 교사와 나눔 봉사자, 성서 봉사자를 육성하여 교리 교육을 활성화한다.

(26) 예비자 교리 기간을 6개월로 줄여 평신도 교리 교사와 나눔 봉사자가 적극적

으로 인도하게 한다.

(27) 세례성사를 받은 새영세자들이 적어도 성서를 전체적으로 한 번 읽고 견진성사

를 받도록 하기 위해 견진교리로 성서 40주간을 구약과 신약 반으로 1년여에 걸쳐 

교육하며 성서 봉사자가 담당하게 한 후, ‘칠성사생활’이란 교재를 통해 성서의 말씀

을 생활화하는 성사생활로 마무리하여 견진성사를 받도록 한다.

 4) 사회사목

(28) 본당 내에 빈첸시오 아 바울로 회의 지구교육을 유치하여 회원들뿐만 아니라 

전 신자가 사회사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의식을 고취시킨다.

(29) 가난한 이들을 위해 활동할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를 더욱 양성시켜 본당의 

사회사목 분야의 실질적인 담당자로 활동케 한다.

(30) 동별로 빈첸시오 회원을 모집하여 본당의 전 지역을 골고루 보살피도록 한다.

(31) 가난한 이들을 찾아 돌보고 시설을 방문하여 지원하는 데 더욱 성의를 다한다.

(32) 가난한 집안의 어린이들을 프란치스코 어린이집에서 교육하고 보육한다.

(33) 죽은 이와 죽은 이의 가족을 위로하고 장례 봉사할 연령회를 더욱 활성화시

킨다.

(34) 성모회는 창조환경의 보존과 유지, 북한 어린이와 난민 돌보기, 민족의 화해

와 일치를 위한 사회사목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

(35) 본당의 사회사목분야를 점차적으로 교구 사회복지회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는 물론, 노동사목, 빈민사목, 사회교정사목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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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활성화시킨다.

(36)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묵주기도와 단식과 봉헌을 통한 북한동포 돕기 

기금을 봉헌한다.

 3. 2001년도 공항동 교회 소공동체 복음화의 구체적인 실천계획 과정

 1) 소공동체의 복음화

(1) 소공동체의 복음화 기준을 선교와 연계시킨다.

(2) 소공동체 모임에서 단지 복음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복음을 실현해야만 

한다.

(3) 소공동체 모임에서 지역 사회의 문제를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 모색한다.

그래서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활동이 무엇인지 찾아서 

실천한다.

(4) 월 1회 가족이 다함께 모여 복음 나누기를 겸한 가족 기도 모임을 실시함으로

써 복음을 생활화한다.

(5) 복음을 나누고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성서공부에 적극 참여한다.

(6) 소공동체 모임에서 지역 사회의 문제와 소공동체회원들의 염원과 갈등을 보편

교회의 전례인 미사 중의 보편지향기도를 통해 주님께 청함으로써 보다 교회 

전례를 생생하게 살아 있도록 한다.

(7) 전례 교육을 통해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전례를 통한 하느님 체험

의 강도를 보다 깊이 한다.

(8) 소공동체의 복음화와 이웃 선교 및 이웃돕기활동을 위해 파티마의 성모 순례 

기도회 구역 반 별로 갖는다.

(9) 2000년대를 향한 소공동체 복음화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10) 주일학교 초등부는 교리 전달이라는 주입식 교육 방법에서 소공동체회원들

끼리 복음을 나누고 함께 실현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소공동체 교

육 방법으로 전환한다.

(11) 중고등부도 같은 교육 방법론으로 이미 시작한 ‘작은 공동체’를 더욱 활성화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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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년들은 자체적으로 청년 반모임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

(13) 프란치스코 어린이집을 통해 우리 어린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공고히 한다.

(14) 본당 내의 모든 단체는 복음을 그 실천 강령으로 하고 복음나누기를 의무적으

로 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활동한다.

(15) 본당의 모든 단체는 복음을 기초로 최소한 년 1회의 피정과 연수를 한다.

(16) 본당의 모든 단체는 고유의 영성과 그 목표를 탐구하여 내실화함으로써 자립

한다.

(17) 소공동체는 단체들과 함께 본당의 각 지역별 복음화 계획을 수립 실현한다.

 2) 이웃 선교

(18) 선교분과장을 선교의 책임자로 둔다.

(19) 예비자 선교와 아울러 냉담자 회두(回頭)를 위해 구역반과 동별 레지오 마리

애가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20) 예비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예비자 초대장을 전달하고 자신의 체험을 통해 

전교한다.

(21) 프란치스코 어린이집을 통해 비신자 가정의 자녀들과 그 부모들에게 전교

한다.

(22) 어려울 때 잊지 않고 찾아가서 섭섭하고 소외된 채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한다.

(23) 냉담자들을 위해 꾸준히 본당주보를 넣어주고 자기 체험과 친교를 통해 회두

시킨다.

(24) 본당 사목협의회 교육분과 산하에 평신도 교리 교육위원회를 두어, 평신도 교

리 교사의 나눔 봉사자, 성서 봉사자를 육성하여 교리 교육을 활성화한다.

(25) 6개월로 그치는 예비자 교리 기간을 보충하기 위해, 세례성사를 받은 새영세

자들이 성서를 전체적으로 한 번 읽고 견진성사를 받도록 성서 40주간을 구약

과 신약 반으로 나누어 1년여에 걸쳐 견진교리를 한다.

 3) 시노드

(34) 교회의 발전을 위해 본당의 복음화를 다지는 복음화 연구 모임을 신설하고, 



62     공항동본당 50년사

교구 시노드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참여한다.

 4. 2002년도 공항동 교회 공동체 복음화의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과정

 1) 소공동체 복음화

(1) 소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나눈 복음을 자신들의 가정

과 직장 그리고 동네에서 실현해나간다. 특별히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

쁜 소식이 되는 활동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찾아 실천한다.

(2) 월 1회 가족이 다함께 모여 복음 나누기를 겸한 가족 기도 모임을 실시함으로

써 복음을 생활화한다.

(3) 복음을 보다 깊이 나누고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성서공부에 적극 참여

한다.

(4) 청소년들도 어려서부터 복음을 생활해 나가는 실습을 통해 교육한다.

(5) 프란치스코 어린이집을 통해 영유아들의 신앙교육을 공고히 한다.

(6) 본당 내의 모든 단체와 모임은 복음을 기초로 활동하며 최소한 년 1회의 피정

과 연수를 한다.

(7) 소공동체는 단체들과 함께 본당의 각 지역별 복음화 계획을 수립 실현한다.

(8) 월보를 통해 본당 공동체의 복음화와 친교를 다진다.

 2) 평신도를 선두로

(9) 평신도가 자발적으로 복음화의 주역으로 참여한다.

(10) 소공동체와 단체들은 자신들의 활동 계획 수립과 아울러 본당의 행사 계획을 

수립 집행한다.

(11) 평신도가 교회 운영에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한다.

 3) 지도자 양성

(12) 교회의 복음화에 주역이 되기 위해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성한다.

(13) 공동체에서 나눈 복음을 실현한 결과를 다시 복음의 빛으로 되새기고 시도하

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복음의 사도로 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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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복음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성서(성서 40주간, 성서 모임, 여정, 성서 못자리)와 

신학(가톨릭 교리 신학원) 및 활동에 관련되는 전문 교육을 습득한다.

(15) 성직자, 수도자가 될 성소자들을 양성한다.

 4) 시노드

(16) 이 시대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할 것

인가를 모색하고 이루어 나가면서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앞당긴다.

 5. 2003년 공항동 본당 사목계획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

희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

의 골자이다(마태 22, 37-40).

 1) 하느님의 사랑

(1) 기도

우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모시고 싶

어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청하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주님의 뜻을 헤

아리기 위해 기도한다. 매일 삼종기도, 아침 저녁기도, 특수기도를 바친다. 특별히 

묵주 기도의 해에 묵주기도를 바치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수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뚜렷이 바라보게 된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성령께 

청하며 기도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 삶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순간들을 향

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깨닫게 된다. 성

서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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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공동체 묵상 나눔-말씀 선포와 수용 및 식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형제들과 나눔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

는 주님을 형제들에게 전하게 된다. 또 자신의 묵상을 나누는 형제들을 통해 주님

께서 어떻게 그에게 임하시고 사랑해 주셨는지를 들으며, 성령을 통해 나에게도 

전해지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사랑이 감상적인 것

이거나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이 아닌 현실에 적용 가능한 것인가를 식별하고 계획

하게 된다.

(3) 성사 생활

우리가 깨달은 주님의 뜻을 현실에 실현할 때 주님의 힘을 얻기 위해 성체성사

를 영한다. 또한 실현 과정에서 생겨난 과오를 씻고 정정하며 새롭게 태어나기 위

해 고해성사를 본다. 그리고 우리가 애써 실현하여 얻은 바를 미사 중에 주님께 제

물로 봉헌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체성사로 축성하시고 성숙시켜 주님과 함께 

다시 세상에 나아가게 된다.

(4) 봉헌

주님과 주님께서 알려 주신 하느님 나라를 갈망하고 이루기 위해, 기도와 묵상 

중에 깨닫고 형제들과 계획한 바를 실현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친다. 그래서 우리

가 가지고 싶고 얻고 싶은 욕구를 거룩한 욕구로 바꾼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

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보답하는 의미로 나를 주님께 봉헌하게 된다.

 2) 이웃 사랑

(1) 인정과 포옹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듭 부족한 나를 계속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리

며, 그 보답으로 우리도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한다. 그래서 비록 잘못을 저지

른 형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그의 다른 많은 잘한 일과 함께 바라보며 받

아들이게 된다. 잘못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우리는 서로 부둥켜안고 감싸 주며 보

듬어 주게 된다. 또 그가 연약한 상황을 홀로 당하지 않도록 함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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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눔

자선은 나의 속죄와 형제들의 선의을 가져오는 중요한 덕목이다. 그러므로 우리

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몸과 시간과 재능을 형제들과 나눈다. 형

제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 주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눔으로써 점점 더 풍요하게 퍼트리게 된다.

(3) 희생

뒤처지거나 불행을 당한 형제에게 나의 선행을 주님을 통해 보태어 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 또한 형제를 생각하여 아끼고 절제하고 

겸손하게 삶으로써 내가 바치는 공과 덕과 함께 우리 모두가 차별과 불평등에서 

오는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되게 한다.

(4) 봉사

우리 스스로 절제하고 올바르게 살며 희생하여 얻은 바를 형제들에게 나눌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위하여 봉사하게 된다. 하느님 나라는 나 홀로 죄 없고 착실히 산

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가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마지못해

서 그리고 다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완성과 도래를 향한 순수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적극적인 봉사를 살아 하느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

 3) 실천 계획

(1) 하느님 사랑을 위해

    ① 기도의 생활화

    ② 구역, 반 소공동체 모임과 각 단체의 복음 나누기

    ③ 규칙적이고 능동적인 성사생활

    ④ 성소자 발굴과 양성 및 청소년·청년 양성

 

(2) 이웃 사랑을 위해

    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



66     공항동본당 50년사

    ②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정신의 실천

    ③ 공동체 차원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동실천

    ④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봉사활동

(3) 교구 시노드의 능동적인 참여

3. 신부·수녀 동정

1) 신부 동정

(1) 최부식 사도요한

- 1998년 3월 6일 본당 부임

- 1998년 11월 29일 방화3동 주임대리로 임명 

(2) 전기석 대건 안드레아

- 1999년 12월 3일 본당 부임

- 2001년 12월 백석동 본당 부주임으로 전임

(3) 이봉석 노엘 수사

- 1999년 10월 사제서품(본당 출신)

(4) 박종철 세자요한

- 2001년 12월 본당 부임

- 2003년 12월 잠원동 본당 보좌로 전임

(5) 임정옥 예로니모 사제 서품(본당 출신)

- 2003년 1월 

심흥보 신부와 최부식 주임대리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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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정우 도미니코 사제 서품(본당 출신)

- 2003년 7월 4일 본당 출신으로 사제 서품

- 2003년 7월 6일 본당에서 첫 미사 및 강복

(7) 최장민 도미니코

- 2003년 12월 본당 부임   

 

2) 수녀 동정

(1) 박은선 요안나

- 1999년 2월 23일 이임

(2) 정경숙 막달레나

- 1999년 2월 23일 박 요안나 수녀 후임으로 본당 부임

- 2001년 2월 18일 이임

(3) 정옥규 루시아

- 2001년 2월 18일 이임

(4) 목순달 루시아, 서은자 가타리나

- 2001년 2월 25일 부임

(5) 수도회 간의 협의와 서울대교구장의 승낙 아래 2002년 2월 19일 인보성체 수도회가 

이임신고,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에서 부임

(6) 오은수 미카엘라, 김명진 세자요한, 박미경 사비나

- 2002년 2월 19일 본당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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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목 협의회 구성

 1) 2003년 6월 15일 본당 사목 방문 자료 내용

 직      책 성    명 세   례   명 

사목회 회장(남성 총구역장) 박을상 마태오

사목회 회장(여성 총구역장) 김금순 베로니카

고문 민두영 바오로

부회장

공항동 남성지역장 김학렬 블라시오

공항동 여성지역장 양무순 글라라

방화1동 남성지역장 이범륜 바오로

방화1동 여성지역장 김명순 요셉피나

방화2동 남성지역장 박근수 베드로

방화2동 여성지역 최순희 안젤라

단체협의회대표 전영애 엘리사벳

단체협의회 총무 이말순 모니카

전례분과장 남병호 베드로

   성찬봉사회장 김관섭 안드레아

   미사해설단장 우명례 마리나

   성가단장 그라시아 전영애 엘리사벳

   성가단장 세시리아 박기숙 마리아

   성인복사단장 박근수 베드로

선교신심 분과장 배희숙 루시아

  꾸리아 단장 배희숙 루시아

  M.E 대표 부부 송종석 요한

  마리아의 푸른군대 단장 김근선 가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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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체조배 회장 이말순 모니카

   성령기도 회장 김경석 율리아

   울뜨레아 간사 최영익 비오

사회복지분과장 임경옥 사비나

   빈첸시오 회장 홍진희 안젤라

   성모회장 이현숙 가타리나

재정분과장 김해진 히지노

교육분과장 이금선 사라

  교리교사 회장 정순자 수산나

  성서봉사 회장 이금선 사라

  나눔봉사 회장 임명옥 프란치스카

시설분과장 정재철 루수

  부분과장 박태수 F.사베리오

  분과위원 강명규 실베스텔

홍보분과장 김해진 요한

노인분과장(평화대학장)편 김동준 미카엘

  부분과장 최병진 베로니카

  연령회장 정남준 바오로

청소년분과장 김연섭 야고보 

  부분과장 이준성 요셉

  초등부 이은인 글라라

  중고등부 이승열 베드로

  자모회 안경숙 베로니카

  복사단 자모회 이희란 율리안나

  청년협의회장 김인태 에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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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화 3동 본당 신설

심홍보 신부가 부임해온지 6개월 지난 뒤 정곡초등학교 옆 공터에 방화 3동 성당 부

지 500평을 마련하고 15지구장 주임사제와 최부식 사도요한 주임대리 신부의 첫 미사

가 1999년 3월 21일 사순 5주일 9시에 집전되었다. 이어 2주 뒤인 4월 4일(부활대축

일)부터 방화 3동 본당신설을 위해 본당을 분할하고 방화 3동 지역의 사목권 일체를 

주임사제의 책임 하에 최부식 주임대리에게 위임하였다. 그동안 오랜 숙원이었던 방

화 3동 본당설립이 1999년 9월 26일에 완공되어, 같은 날 서울대교구 친서 제99-6

호에 의거하여 방화 3동 본당 신설 축하와 

아울러 그동안 신설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

쓰셨던 최부식 신부의 노고를 치하하는 축

사와 함께 최부식 사도요한 신부의 환송미

사가 집전되었다. 

같은 날 방화 3동 초대 주임신부 박희원 

보니파시오 신부가 부임하였으며, 방화 3동

에 거주하는 공항동 성당 신자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정든 본당을 떠났다. 

6. 프란치스코 어린이집 건립

제9대 심홍보 신부는 부임해온지 6개월 만에 본당을 분할하여 방화 3동 본당을 신설

하는데 주력하였고, 이어 2000년 1월 프란치스코 어린이집 건설을 계획하고 동년 1월 

‘프란치스코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기도문’ 작성을 필두로 

하여, 동월 16일에 미사 전과 단체모임 시에도 위 기도문으

로 받쳐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2000년 9월 24일 어린이

집 신축모금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열었으며, 같은 해 11월 

1일(수) 10시 드디어 프란치스코 어린이집을 완공하여 개원

하였고, 이듬해 3월 6일 10시 30분에 당시 15지구장 염수

방화3동의 주임대리 최부식 신부

어린이 집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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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신부가 참석한 가운데 봉헌식과 입학식을 거행하였다.   

7. 심흥보 신부 이임

심흥보 신부 재임기간 동안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방화 3동 본당을 분가하였고, 지역

주민들의 새싹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프란치스코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업적을 남기고 

2003년 9월 16일 본당을 떠나 임지인 미국에 소재해 있는 타코마 성당의 주임사제로 

떠났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요한복음1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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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장

10대 최원석 프란치스코 신부 시대
(2003년 9월~2008년 9월 까지)

1. 최원석 신부 부임

최원석 신부는 가톨릭 신학부 출신으로 1992년 7월 3일 서울대교구에서 사제서품을 

받았다. 이후 서초동 성당과 오류동 성당에서 보좌역임하고 1995년 1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독일 볼프강 폰 괴테대학교에서 유학한 후 귀국하였다. 2003년 3월 중견사제

를 마치고 2003년 9월 17일 심흥보 신부 후임으로 공항동 본당 10대 주임 신부로 부임

했다. 최원석 신부의 환영미사는 9월 23일 교중미사 시간에 전 신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성대히 거행되었다. 

특히 최원석 신부는 2008년 본당 설립 40주년을 「감사와 찬미의 40년」이라는 주제로 

신자들이 야외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봄과 가을을 택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신자들 

간의 ‘화목과 일치’를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 있었다.    

2. 본당 사목 목표

1) 2004년도 본당 사목목표

(1) 일치와 화합, 사랑의 공동체

(2) 세부시행

  ① 본당 단체 활성화

  ② 소공동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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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년도 본당 사목 목표

(1) 나눔과 사귐 그리고 친교의 공동체

(2) 세부시행 지침

 ① 예수님과 사귀자

 ② 서로 웃음으로 사귀자

 ③ 서로 칭찬하자

 ④ 상대방을 배려하자

3) 2006년도 본당 사목교서

하느님 안에서의 신나는 공동체 건설

주님 안에 사랑하는 공항동 식구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해 친교와 화합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여러모로 애써 왔습니다. 특히 

성전보수를 위한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역사회에 고백하고 동시에 

우리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올 한해에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내적으로 심화시켜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을 만끽해 보려 합니다.

우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키우고 예수님과 더욱 친해지며 성령 안에서의 신앙생활

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깨닫는 것이 필

요합니다. 자신이 가진 신앙에 감사를 할 때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의미가 있으며, 

이 세상은 참으로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쁨, 슬픔, 고통, 행복 등을 우리가 인간적 차원

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그것들을 소화해 내어 그 모든 것이 하느님

께 나아가고 하느님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더욱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은총의 도구들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

다. 신앙은(지식만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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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반복해서 생활 안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기도생활이 필요합니다. 피아노 치면

서 피아노 배우듯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싹트고 성장해 나갑니다.

한편,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숙시켜 나가야 합

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무늬만 신자가 아니라, 신자로서 해야 할 최

소의 것을 하면서 거기에 만족하는 유아적인 신자로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

기에는 신앙의 깊은 맛이 없습니다. 신앙을 성장뿐만 아니라 성숙시켜 나갈 때,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산다는 이 믿음 생활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생활이 세상의 삶, 가치보다 얼마나 더 깊고 심오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

시 한 번 더 나 자신이 신앙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

서 결국 인간의 story(인생역정)와 하느님의 story(구원역정)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안에

서 이 세상 너머의 삶도 이미 맛보며 생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신앙생활

이요, 믿음 생활입니다.

공항동 식구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다음과 같은 점에 역점

을 두려 합니다.

첫째,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형성

둘째, 가정, 소공동체, 본당의 삼위일체적 공동체 형성

셋째, 노인, 젊은이와 함께하는 공

동체 형성

넷째,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공

동체 형성

“아무쪼록 희망을 주시는 하느님

께서 믿음에서 오는 온갖 즐거움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가득히 안겨 주

시고 성령의 힘으로 희망이 여러분 구역모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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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로마 15,13).”

구세주의 모친이시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하느님 구원의 섭리와 

우리 모두의 협력으로, 우리 본당에 새 하늘과 새 땅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4) 2007년도 본당 사목교서

가정을 복음화 합시다.

   첫째, 서로 관심을 갖는 가정을 이룹시다.

   둘째, 함께 기도하는 가정을 이룹시다.

   셋째, 온 가족이 교회 성사에 참여하는 가정을 이룹시다.

   넷째, 성경을 함께 읽는 가정을 이룹시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지금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중대한 위기에 처

해 있습니다. 다른 생명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안락을 유지하려는 반생명적인 죽음의 문화

가 온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모든 희망을 잃은 듯 스

스로 목숨을 끊고 심지어 온 가족을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을 뒤덮고 있는 어둠과 죽음의 문화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가정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이 처해 있는 이러한 현실은 가정의 정체성이 전체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

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와 가족관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

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혼인에 대한 가치관의 붕괴로 말미암아 거룩한 혼인계약의 의미가 

상실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와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손가정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부

와 자녀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가정이라는 기초적인 세포가 건강을 잃게 되면 그 사회

는 내부로부터 치명적인 병을 앓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사회의 기반 전체가 흔들리게 



76     공항동본당 50년사

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 가정의 문제에 교회는 물론 온 세계가 심각하게 문

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가정 문제의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살리는 일에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쓰러져가는 가정을 지키고 올바로 세우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교회가 이 시대에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하겠

습니다.

첫째, 서로 관심을 갖는 가정을 이룹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모든 교육이 어렵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

계가 좋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가족들

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이

룰 수 있겠습니까? 온 가족이 한데 모이는 생일이나 영명축일, 명절이나 대축일 등을 ‘주

님 안에서 대화하는 날’로 정하는 것입니다. 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대화를 하게 될 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주님

과 사람들의 눈에 아름답고,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것에 세 가지가 있으니, 형제간의 화목

과 이웃끼리의 우정, 그리고 부부간 금술의 화합이 그것이다(집회 21,1).”

둘째, 함께 기도하는 가정을 이룹시다.

현대 가정에서 그리스도 신자인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되찾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 교육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교리서를 찾아보며 교리를 가르치

고, 어머니는 기도와 묵상을 위한 음악을 준비하며 묵상을 함께하는 가정.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은 얼마

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가정에서 기쁨을 맛보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신뢰할 수 있

는 가정을 이룬다면 가정의 복음화는 더욱 진척될 것입니다.

셋째, 온 가족이 교회의 성사에 참여하는 가정을 이룹시다.

가끔 자녀가 태어나면 유아세례를 베풀지 않고 자녀들이 커서 자기들 스스로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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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선택

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반드시 전해 주어야 하는 부

모의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는 

것은 어린 자녀들에게 하느님의 은총 없이 살라는 것인

데, 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는 자녀들을 불행한 

삶 속에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왜 부모가 하느님께서 어

린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하느님의 은총 속에 살도록 도와주어야 하지 않

겠습니까? 부모는 유아세례를 비롯하여 견진성사, 성체

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혼인성사에서 오는 은총을 온 

가족이 넘치고 넘치도록 받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죽

기 전까지 아주 열심히 했던 부모라도 자녀들이 신앙생

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모가 장례미사도 없이 무덤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사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줍니다.

넷째, 성경을 함께 읽는 가정을 이룹시다.

가족이 함께 모여 성경을 읽는 것은 가족들의 가치관과 신앙관을 복음 중심으로 일치

시켜 줄 뿐 아니라 가족 간 대화를 위한 훌륭한 매개 역할을 해 줍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이면 자주 그리고 규칙적으로 성경을 함께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려면 가족 모두가 아는 정해진 곳에 성경을 펼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 어느 한 곳을 정하여 책받침대나 탁자에 성경을 항상 펴 놓고 자주 들여

다봅니다. 눈길이 자주 머물면 마음도 저절로 그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 읽기를 가정기도 시간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 가정기도를 할 때에 

성경 읽기 시간을 할애하여 단 5분이나 10분 동안이라도 정해진 분량을 함께 읽고 묵상

을 나누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읽기를 매일 규칙적으로 하게 된다면 성경 말

씀이 매일 일용할 영적 양식이 되어 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맞는 성경을 읽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릴 때 한 번 익힌 것

은 자라서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성경 인물에 관련된 비디오, 만화책, 퍼즐 등을 자녀

에게 맞는 방법들을 이용하여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히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큰 도움

중·고등부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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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는 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되찾아 가정을 복음화 할 때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최초의 복음 선포자의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든 사회가 필요

로 하는 사회적 덕행을 가르치는 최초의 학교가 되도록 가정을 복음화 합시다. 하느님

의 은초오가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5) 2008년도 본당 사목교서

“생명의 근원인 가정의 복음화”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본당은 지난해 사목 목표인 “가정을 복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사목

적 열성을 기울여 풍성한 은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한 본당 설립 40주년을 “감사와 

찬미의 40년” 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목적 행사를 통해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2007년 한 해 동안 본당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교우 분들과 봉사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느님께서 우리 공항동 본당에 베풀어 주신 무한한 은총에 찬미를 드립니다. 이러한 

노고에 힘입어 올해 2008년은 우리 가정과 사회 안에 생명의 문화가 한껏 꽃피우기를 

기원하며 “생명의 근원인 가정의 복음화”를 공항동 본당 사목목표로 설정합니다.

현대의 많은 요소가 가정의 생명문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

다. 특히 급속한 사회변화의 소용돌이 속

에서 가속화된 전통적 가족제도의 붕괴는 

가정의 일체성과 연대성을 급속히 약화시

키고 있습니다. 가정의 보호기능과 부양

기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가정에 대한 경로 대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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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감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핵가족이 일반화되고, 인위적 출산정책 등으로 인

해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거나 이혼, 가족 분산 등과 같이 다양한 

이유로 수많은 가정이 해체되는 현상은 사회의 커다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것은 노인 문제나 자녀의 교육문제, 청소년 탈선과 같은 또 다른 사회 문제들을 파생

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 내부의 문제로써만 가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의미

에서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인간생명은 수태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

든 차원에서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사회가 가정과 생명의 

가치를 수호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낙태를 조장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모자보건법은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하며, 인간 배아복제 연구 금지, 사형제도 폐지, 자연 출산 장려 

정책 추진 등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이 그 존엄한 

가치를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인간 존

엄성의 토대가 되는 가정의 숭고한 가치와 권리가 우리 사회 안에 분명하게 선포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가정의 숭고한 그리스도교적 가치를 살려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해체 가정, 결손 가정에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사목해야 합니다. 본당은 교회의 전

반적인 사목 활동 가운데서 가정 사목의 중심지가 되어야 합니다. 본당 사목자는 중요

한 교육 수단인 혼인 준비 과정이나 가정 교리교육 형태들의 발전에 더욱 노력을 기울

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책임 있는 부모 의식을 고취시키고 가정의 가치들을 보존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가정 안에서 자유와 상호 존중, 윤리적 책임을 중

시하는 신앙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이고, 교리교육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적, 정신적 유산이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 역

시 ‘첫 번째 은인’이신 부모님을 공경하여야 합니다. 199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가정 교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온전한 일치는 성부이신 아버지 하느님과 성자이신 예

수 그리스도의 일치를 세상 안에 드러내어 보여 줍니다. 따라서 가정이야말로 교회가 

포기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고귀한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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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는 우리 모든 가정이 생명의 고귀함과 은총을 풍성히 받아 새 생명이 싹트는 

작은 교회,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3. 신부·수녀 동정

1) 신부 동정

(1) 최장민 도미니코

    - 2005년 11월 개봉동 성당 보좌로 전임

(2) 이용현 알베르토

    - 2005년 11월 본당 부임

    - 2006년 11월 용문 청소년 수련장 신부로 전임

(3) 이태규 바오로

    - 2006년 11월 본당 부임  

2) 수녀 동정

(1) 김명진 세자 요한

    - 2004년 2월 이임

(2) 조정례 이사악

    - 2004년 2월 본당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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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미경 엘리사벳

    - 2004년 2월 프란치스코 어린이집 부임

(4) 김혜정 노엘라(본당 출신)

    - 2005년 2월 2일 그리스도 교육수녀회에서 종신 서원식

(5) 오은수 미카엘라

    - 2005년 2월 이임

(6) 이미자 레지나

    - 2005년 2월 본당 부임

(7) 조정례 이사악(본당), 김미경 엘리사벳(어린이집)

    - 2007년 2월 이임

(8) 백은심 폴린(본당), 김수호 안젤라(어린이집)

    - 2007년 2월 본당 부임

(9) 이미자 레지나

    - 2008년 2월 이임

(10) 김미희 안나

    - 2008년 2월 본당 부임

   

4. 사목협의회 개편

1) 새 사목협의회가 구성되어 임명식이 2003년 10월 26일 11시 교중미사에서 

거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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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기 사목위원 임원 명단     

직      책  성    명 세   례   명 

사목협위회장 윤 영 대 미카엘

남성총구역장  (부회장) 박 근 수 베드로

여성총구역장  (부회장) 김 금 순 베로니카

사목협의회 총무 김 용 길 즈가리아

공항동  남성지역장 손 성 택 이냐시오

공항동  여성지역장 양 무 순 글라라

방화1동 남성지역장 이 범 륜 바오로

방화1동 여성지역장 이 말 순 모니카

방화2동 남성지역장 김 석 길 바오로

방화2동 여성지역장 최 순 희 안젤라

기획분과장 이 준 성 요 셉

전례분과장 남 병 호 베드로

선교신심분과장 박 금 자 실비아

사회복지분과장 임 경 옥 사비나

재정분과장 김 승 인 그레고리오

교육분과장 임 명 자 글라라

시설관리분과장 이 건 학 마르띠노

홍보분과장 김 해 진 히지노

노인분과장 김 동 준 미카엘

청소년분과장 김 경 환 야고보

사목위원 피정



제1편 본당사     83

2) 2기 사목회가 구성되어 임명식이 2004년 4월 25일 11시 교중미사에서 거행되었다.

[표 2] 2기 사목평의회 임원 명단 

직      책 성    명 세   례   명 

사목평의회장 김 재 현 히지노

남성총구역장 겸 부회장 손 성 택 이냐시오

여성총구역장 겸 부회장 김 명 순    요셉피나

기획, 재정, 시설, 홍보

담당부회장
김 승 인 그레고리오

전례, 교육, 사회사목, 체육문화

담당 부회장
남 병 호 베드로

선교신심, 노년, 청소년담당

부회장
이 기 호 요 한

기획분과장 최 재 홍 가브리엘

기획분과 부 분과장 허 성 일 알렉시오

공항동 지역장 도 윤 현 니꼴라오

자문위원 김 관 섭 안드레아

     “ 김 동 준 미카엘

     “ 민 두 영 바오로

     “ 윤 영 대 미카엘

     “ 최 채 영 로사리아

     “ 홍 옥 녀 수산나

     “ 박 을 상 마태오

3) 3기 사목협의회가 구성되어 임명식이 2005년 11월 27일 11시 교중미사에서 

거행되었다. 

[표 3] 3기 사목평의회 위원 명단  

직      책 성    명 세   례   명

사목평의회장 최 영 익 비 오 

남성총구역장  박 근 수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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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총구역장  홍 옥 녀 수산나

전례, 교육 담당 부회장 남 병 호 베드로

재정, 시설, 사회사목, 체육문화

담당 부회장
장 태 호 비 오

선교, 신심, 노년담당 부회장 이 민 수 요 셉

기획, 홍보, 청소년담당부회장 김 용 길 즈가리아

공항동  남성지역장 정 성 진 가브리엘

공항동  여성지역장 정 재 화 마리아

방화1동 남성지역장 이 강 익 안셀모

방화1동 여성지역장 최 영 미 루치아

방화2동 남성지역장 조 재 행 토마스

방화2동 여성지역장 정 효 선 율리안나

기획분과장 김 해 진 히지노

전례분과장 남 병 호 베드로

선교신심분과장 김 근 선 가타리나

사회복지분과장 홍 진 희 안젤라

재정분과장 김 승 인 그레고리오

교육분과장 구 은 모 세실리아

시설관리분과장 이 건 학 마르띠노

홍보분과장 문 현 일 라파엘

노년분과장 이 민 수 요 셉

문화체육분과장 심 용 보 요 셉 

청소년분과장 김 용 길 즈가리아

자문위원 7명

 김관섭 안드레아,                      김동준 미카엘

 민두영 바오로                         윤영대 미카엘

 김재현 히지노                         최채영 로사리아

 박을상 마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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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기 사목협의회가 구성되어 임명식이 2007년 12월 2일 11시 교중미사에서 

거행되었다. 

[표 4] 4기 사목위원 위원 명단 

직      책 성    명 세   례   명 

총회장 손 성 택      이냐시오

부

회

장

남성 총구역장 박 근 수      베드로

여성 총구역장 홍 옥 녀      수산나

전례, 교육, 재정담당 남 병 호      베드로

청소년, 기획, 홍보담당 김 용 길      즈가리아 

시설, 사회사목, 문화체육담당 장 태 호      비 오

노년, 선교신심담당 남 궁 영      율리우스

가정사목, 청장년담당 윤 동 진      레오폴드

 총 무 구 병 두      바오로

 공항동  남성지역장 정 성 진      가브리엘

 공항동  여성지역장 정 을 희      아녜스

 방화1동 남성지역장 이 강 익      안셀모

 방화1동 여성지역장 최 영 미      루치아

 방화2동 남성지역장 조 재 행      토마스

 방화2동 여성지역장

 기획분과장 김 해 진      히지노

 전례분과장 김 두 창      미카엘

 선교신심분과장 김 근 선      가타리나

 가정사목분과장 윤 동 진      레오폴드

 사회복지분과장 홍 진 희      안젤라

 재정분과장 김 승 인      그레고리오

 교육분과장 구 은 모      세실리아

 시설관리분과장 김 광 호      요 셉

 홍보분과장 문 현 일      라파엘

 노년분과장 남 궁 영      율리우스

 문화체육분과장 김 관 우      가브리엘

 청소년분과장 김 용 길      즈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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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란치스코 축구단 발대식

최원석 신부가 본당으로 부임해온 이듬해 8월 15일 선교와 신자들의 건강한 신앙생

활은 건강한 체력에서 시작된다는 기치 아래 프란치스코 축구단을 창설하여 많은 지원

을 아끼지 않았다. 매주 교중미사가 끝난 

후 축구를 좋아하는 교우들과 지역사회 

젊은 형제들이 모여 체력단련과 친목도

모를 위해 만나서 신자가 된 교우들도 상

당하며, 본당의 행사가 있는 날이면 앞장

서서 봉사하고 있다. 특히 본당의 주요 

단체의 하나로서 지속적으로 그 책무를 

수행하는 아주 모범적인 단체이다. 

6. 성전 보수 공사 및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최원석 신부는 1989년 5월 12일 김수환 추기경의 집전으로 본당축성식을 거행한지 

16여년이 지나자 성전보수의 필요성을 느껴 2005년 5월 22일 성전보수공사 및 보수기

금을 신립 하였다. 본당 전 신자들의 정성어린 기금 모금으로 성전 천장과 내부에 대대

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성전 보수 공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바

자회를 실시하였다. 바자회는 신자들의 적극

적인 참여 하에 성대히 거행되었다.  

서울대교구 축구단 연합회

바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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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당설립 40주년 행사

1) 성경 필사

2007년 9월 2일 공항동 성당 설립 40주년을 위한 전 신자들의 묵주기도와 반별로 할

당되어 전 신자들이 참여하는 정성이 듬뿍 담긴 성경쓰기는 책으로 제본되어 본당의 날 

교중미사 때 봉헌되었다.

2) 사진 및 자료전시

2007년 9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본당설립 40주년을 맞아 본당 사무실 및 신자들

이 소중하게 간직해온 사진과 자료들을 전시하여 지난 40년의 신앙생활을 회상하며 성

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당시 많은 교우들은 소박하지만 뜻 깊은 행사였다고 

입을 모았다. 

3) 바자회

9월 9일 본당 마당에서 음식판매와 교우들이 기증한 기증품 판매 및 장기자랑 한마당

이 열렸다. 또한 음식 나눔을 곁들인 장기자랑을 통해서 그날 참석한 많은 교우들은 파

안대소한 행사였다.

4) 체육대회

10월 7일 송정초등학교에서 전 신자가 함께한 체육대회는 여성구역에서 마련한 맛있

는 풍성한 음식을 나누며 친교를 다진 뜻 깊은 행사였다. 그날 일기예보로는 비가 온다

고 되어있으나 흐린 날씨 탓으로 오히려 따가운 가을 햇살을 피할 수 있어 체육행사하

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체육대회행사를  끝내고 뒷정리하여 성당에 원위치 시키자마

자 그동안 참았던 굵은 빗방울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봉사자들의 뒤풀이도 덕담으로 가

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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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원석 신부 이임

최원석 신부는 2003년 9월 16일 공항동 성당에 부임하여 5년 동안 재임하면서 온화

한 성품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공항동 신자들에게 영적지도자로서의 소임을 다했다. 

2008년 9월 2일 최원석 신부가 본당을 떠나는 날 아침 많은 할머니들과 자매님들의 성

대한 환송을 받으며 정든 공항동 본당을 뒤로 한 채 새로운 거처로 떠났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루카복음 10:42)



제1편 본당사     89

제 13장

11대 전경표 아브라함 신부시대
(2008년 9월~20013년 8월)

1. 전경표 신부 부임

전경표 신부는 가톨릭 신학부 출신으로 1992년 7월 3일 서울대교구에서 사제서품을 

받았다. 

전경표 신부는 돈암동 성당, 개봉동 성당, 가락동 성당 보좌를 거쳐 행당1동 성당 주

임신부와 중서울지역 교구장대리 보좌를 역임한 후 2008년 9월 2일 제10대 최원석 신

부 후임으로 본당 제11대 주임 신부로 부임하였다. 환영미사는 2008년 9월 7일 11시 

교중미사 때 전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특히 전경표 신부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4시까지 열정적이고 공격적인 가두 

선교활동을 통해 부임한 후 2년간 465명이 세례를 받을 정도로 신자수 늘리는 데 심혈

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월 1회 영화상영, 신앙 강좌 연 2회, 예비신자 피정, 성령세미

나와 일일 피정 등을 실시하는 등 신자들의 영적성숙에도 힘썼다.

 선교분과 : 선교단 조직 

    - 가두선교

  

가두 선교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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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당 사목 목표
  

1) 2009년도 본당 사목 목표

(1) ‘선교와 가정중심의 해’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9월에 온 이래로 공항동 성당은 작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주임신부

와 보좌신부가 바뀌었습니다. 한편으로 서운한 일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신앙생활에 

일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임 이후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려는 노력이 신

자들 안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변화는 실천적인 면에서 성서 100주간, 세대주 미사, 외짝교우 세례식, 냉·난방 공사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사목은 사목회의 활성화, 구역·반 성

장을 위한 지원, 월 1회 분과회의 실시입니다. 특히 지역 특성상 사회복지분과와 교육분

과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님께서는 몇 년 전부터 서울대교구 신자수 배가 운동을 위해

서 2020운동을 실시하고 계십니다. 즉, 2020년에 신자율을 20%로 만들기 위한 노력입

니다. 현재 서울대교구 인구수 대비 신자수는 약 13%입니다. 우리 성당의 경우 인구수 

대비 신자수는 6%(2008.4.30. 현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울대교구에 복음화율에 비

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선교에 주력해야 합니다. 또 쉬는 교

우를 발견하여 교회와 함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내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것은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일입니

다. 다른 사람에게 천주교에 대해서 얼마나 대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외적인 

것은 우리 성당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어떤 방법으로 선교를 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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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구장님께서는 사목교서 주제를 “가정은 신앙의 터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교

구장님께서 가정은 하느님의 계획안에서 ‘부부생활과 부부애로 깊이 맺어진 공동체’로

써 설립되었기 때문에, 즉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가 될 사명이 있다고 하십니다. 또 부모

는 최고의 신앙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부부가 사랑을 실천하여 신앙에 모범

이 된다면 자녀에게 큰 모델이 될 것입니다.

또 기존에 당연시 되던 가정의 권위와 가치는 이제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상호존중의 평등한 가정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

입니다. 이제는 남성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대주 미사를 중요하게 생

각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변화에서 오는 아픔을 공유하고 승화하며 새로운 모습의 

가장으로서 세대주가 서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한 노력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천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야고보서 2,17)”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성령님께 의지했으면 합니다. 힘과 용기를 주

시는 성령, 지혜와 경외심을 주시는 성령, 치유와 성장을 주시는 성령님께 의지했으면 

합니다.

 2) 2010년 본당 사목 목표

‘기쁘게 선교하자’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우리 본당의 작년도 사목목표는 ‘선교와 가정 중심의 해’였습니다.

서울대교구 2020운동에 동참하고, 관할 구역 내의 복음화 실천운동으로 본당에서는

① 700명 선교운동을 위한 전 신자 묵주기도 100단 운동

②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가두선교와 가정방문 등 적극적인 선교운동을 하였습

니다.



92     공항동본당 50년사

③ 2009년도 세례자는 319명으로 700명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전 신자가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2)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님의 금년도 사목교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우리 자신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만 교회 안에서 기쁘게 살기보다는 하느님의 자녀답게 지난해에 이

어 ‘선교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①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선교단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선교교육을 하고, 구체

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합시다.

② 남성 세대주 미사를 더욱 활성화하고, 세대주 미사 시간에 소공동체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남성 세대주들에게 영성적인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굳건하게 뿌리내리도록 합시다.

③ 사순기간 동안 실시하는 성령 세미나에 참여하여 전 신자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라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④ 10월 본당의 날에 개최할 ‘전 신자 체육대회’를 통하여 가정과 본당이 하나로 일

치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의 장이 되도록 합시다.

(3)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정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와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깊이 묵상하고, 평일 미사에도 적극적으로 참례함으

로써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내적인 체험을 통해 우리 자신과 본당이 복음화 될 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목목표의 세부사항을 전 신자가 실천하여 ‘기쁘게 선교’하는 한 해가 되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

도록 파견된 것이다(루카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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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1년 사목 목표

“새로운 복음화를 열자”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선종하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오로지 새로운 복음화만이 깊고 빛나는 신앙의 성장

을 보장할 수 있다(평신도 그리스도인 34항)”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복음화의 대상은 

교회 안뿐 아니라 교회 밖,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이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서울대교구는 지난 한 해 동안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사목목표로 설정하고 세

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복음화 2020운동’의 참된 열매를 맺기 위

해서는 외적인 교세의 증가뿐 아니라 복음적 생활의 실천과 이를 통한 인류의 쇄신, 인

류의 복음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구는 2020년을 향해 가면서 중

장기 계획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새로운 복음화와 시대를 위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교회와 신자들의 ‘자기

복음화’입니다. 교회는 복음 선포자이지만 먼저 교회 자신이 끊임없는 회개와 쇄신으로 

자신을 복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 후 2년간 선교에 주

력해서 465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실

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심

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앞으로 2년간 어

떤 사목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향후 새로

운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선교가 지속적

인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복음화

입니다. 먼저 자기복음화는 필연적입니 견진성사 주례 조규만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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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복음화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라면 당연히 실천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내

가 먼저 복음화 대열에 앞장섰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

고 교회공동체에 함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복음화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느님께 간청했으면 합니다. 

특히 성령께 우리가 가는 길을 잘 인도해 주십사 기도드리고, 한 마리의 양도 소중하

게 여기시는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시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합니다.

[실천 방안]

1) 구역

   견진성사 대상자 방문

   쉬는 교우 방문

   매월 구·반장 회의시 신앙 강좌

   가두선교지원

2) 각분과

   (1) 교육분과: 

       - 견진성사 강의 계획

       - 월 1회 영화상영

       - 신앙 강좌 연 2회

       - 예비신자 피정

       - 성령세미나와 일일 피정

   (2) 선교분과: 선교단 조직: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4시 가두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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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설분과:

       - 성전 계단 공사

   (4) 사회복지분과:

       - 매월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보조금 전달

       - 매월 1회 평화대학 학생들에게 생일잔치

       - 어버이날 행사(5월 8일)

       - 매월 1회 미용 및 이발 봉사

       - 중고등부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4) 2012년 본당 사목목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친애하는 공항동 성당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이신 정진석 추기경님께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라는 주

제로 2012년 사목교서를 발표하시면서, 부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되새기며"로 

그 의미를 찾아보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새로운 복음화란 단순한 재복음화가 아니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방식

의 복음화입니다. 즉, 이미 복음화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반복하여 복음화를 시도하는 

재복음화와는 다르게,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따른 복음화의 내용은 말씀의 선포, 복음 가치에 따른 삶의 증

거, 교회의 자기복음화입니다. 새로운 복음화는 '복음화'가 교회의 본질(What)에 관하

여 다룬다면, '새로운 복음화는 본질을 담기 위한 형식 내지 기능(How)을 다룬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복음화의 주요 3대 요소는 새로운 열정, 새로운 방법, 새로운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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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본질과 기능을 구별한다면, '복음화'는 교회 사명의 본질에 해당하고, '새로운 

복음화'는 그 본질을 잘 실행하기 위한 기능적 측면입니다. 교회의 본질인 복음화를 이

루기 위해 기능적인 측면을 보완하는 것이 '새로운 복음화'의 핵심 내용입니다. '새로운 

복음'이란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를 알아보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복음화의 길을 만들 수 

있는 '담대한 행동양식'과 복음의 가치를 '식별하는 판단능력'이 요구됩니다.

우리 본당도 2012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와 교육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외적 복음화를 위한 투신이고, 교육은 내적 자기 쇄신을 위해

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 가두선교 3년간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교단을 발족시켰습니다만, 이

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는 선교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서 가톨릭을 널리 알렸으면 합니

다. 또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세대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성경공부, 교회의 

가르침, 교리 지식 등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외에 소공동체와 제단체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항동 성당 교우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수고를 내년에도 함께 발산했으면 합

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5) 2013년 본당 사목 목표

신앙의 해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루카 7,5).

친애하는 공항동 성당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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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2012년 본당 사목목표로 "새로

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라는 주제로 제2

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새로운 복음의 내용으로 교회의 외적으로 

선교와 내적으로 자기 쇄신을 위해서 노

력했습니다. 

2013년은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선

포하신 "신앙의 해"입니다. 이는 세계 교

회가 심각한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유럽 교회의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은 과도한 과학적 사고방식과 개인주의입니다. 이로 말미

암아 신앙의 중요성과 의미를 상실한 것, 한 마디로 '식어버린 신앙'이 유럽 교회의 당면

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천주교회에도 이런 형태의 위험이 서서히 나타난다고 봅니다. 신앙에 입문

을 했지만,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개인적인 작은 난관이나 교회의 모습에 실망

하여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또 성경과 교리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이단적 교

설에 빠지는 신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허약한 신앙’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해에 본당도 모든 프로그램을 '신앙의 기초'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자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삶의 

현장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어떤 응답도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

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

하여 구원을 얻습니다(로마 10,10)." 여기에서 마음은 신앙에 이르도록 해 준 첫째 행

위가 바로 하느님의 선물과 은총의 활동이며, 이는 그 사람을 내면 깊숙이 움직이고 

변화시켜 준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공

부와 묵상, 기도의 방법론, 교회 가르침 등입니다. 또 전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

2013년 신앙의 해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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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을 고백해야 합니다. 전례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

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전례헌장 10항)"입니다. 특히 

미사 때 신앙고백을 통해서 공동체로 하나 되고 동시에 개인적인 감사와 찬미의 장이기

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신앙인이 되고자 한다면, 사랑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

은 죽은 것(2,17)"입니다. 신앙과 사랑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

이 없는 신앙은 공허한 울림일 뿐입니다. 또한 신앙이 없는 사랑의 실천은 쉽게 좌절되

고 맙니다. 신앙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열매를 맺고, 사랑의 실천은 신앙을 더욱 굳건하

게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공항동 성당에서 사목을 한지도 4년이 지났습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었지만 공

동체를 변화시키데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신앙의 해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육과 전

례에 참여하고, 사랑의 실천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실천한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실천 사항]

1)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

-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고 성경쓰기를 하여주십시오.

2)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

- 하느님과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아침·저녁 기도, 삼종기도, 식사 전·

후 기도를 충실히 하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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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4) 미사로 하나 되는 신앙

- 미사를 통해 그리스도와 또한 신자 상호간에 일치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 또

한 성체신심의 고양을 위해 성체조배에 적극 참여하여 주십시오.

5)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

- 신앙을 증거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신앙을 실천하여 주십

시오.

3. 신부·수녀 동정

1) 신부 동정

(1) 이태규 바오로

    - 2008년 12월 삼성동 성당 전임

(2) 김경영 영주바오로

    - 2008년 12월 본당 부임

    - 2011년 2월 대치동 성당으로 전임

(3) 김원철 레오

    - 2011년 2월 새 사제로 본당 부임

    - 2013년 2월 거여동 성당으로 전임

(4) 김광두 고스마

    - 2013년 2월 본당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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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녀 동정 

(1) 서영수 데레사

    - 2010년 2월 본당 부임

(2) 박숙경 안젤라(본당)

    - 2011년 이임

(3) 김수호 안젤라(어린이집)

    - 2011년 이임

(4) 김복순 마리안나

    - 2011년 2월 본당 부임

    - 2012년 2월 2일 이임

(5) 서영수 데레사

    - 2013년 2월 이임

(6) 천은주 아가다(본당)

    - 2013년 2월 부임

(7) 최애영 데레사(어린이집)

    - 2013년 2월 부임

4. 사목협의회 개편

1) 새 사목협의회가 구성되어 임명식이 2008년 12월 7일 11시 교중미사에서 

거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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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기 사목평의회 위원 명단 

직      책 성    명 세   례   명 

총회장     손 성 택      이냐시오

부

회

장

남성 총구역장     조 재 행      토마스

여성 총구역장     홍 옥 녀      수산나

전례, 선교, 교육분과담당     최 재 홍      가브리엘

청소년, 기획, 홍보담당     김 용 길      즈가리아 

가정, 사회사목분과담당     윤 동 진      레오폴드

시설, 문화분과담당     장 태 호      비 오   

총  무     김 두 창      미카엘

기획분과장     김 해 진      히지노

전례분과장     김 근 선      가타리나

가정사목분과장     윤 동 진      레오폴드

사회복지분과장     기 연 종      요 셉 

재정분과장     김 승 인      그레고리오

교육분과장     구 병 두      바오로

시설관리분과장     김 광 호      요 셉

홍보분과장     문 현 일      라파엘

문화체육분과장     김 관 우      가브리엘

청소년분과장     김 경 환      미카엘라

2) 2기 사목협의회가 구성되어 임명식이 2009년 11월 8일 11시 교중미사에서 

거행되었다.

[표 2] 2기 사목평의회 위원 명단

직      책 성    명 세   례   명 

 사목평의회장     부 원 식      안드레아

 부회장     권 석 산      아타나시오

 남성총구역장     기 연 종      요 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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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총구역장     홍 옥 녀         수산나

 총  무     전 영 권      야고보

 부총무     허 연 희      엘리사벳

 전례분과장     김 근 선      가타리나

 시설분과장     김 광 호      요 셉

 사회복지분과장     조 윤 행      대건안드레아

 청년분과장     김 경 환      미카엘라

 교육분과장     유 민 하      토마스아퀴나스

 재정분과장     김 온 조      마르띠노

 

3) 3기 사목협의회가 구성되어 임명식이 2010년 1월 2일 11시 교중미사에서 

거행되었다. 

[표 3] 3기 사목평의회 위원 명단

직      책 성    명 세   례   명 

 총회장     부 원 식      안드레아

 부회장 겸 전례분과장     김 근 선      가타리나

 남성총구역장     김 계 원         야고보

 여성총구역장     장 혜 숙         실비아

 총무 겸 교육분과장     유 민 하      토마스아퀴나스

 부총무     허 연 희      엘리사벳

 재정분과장     김 온 조      마르띠노

 사회복지분과장     조 윤 행      대건안드레아

 시설분과장     김 광 호      요 셉

 선교분과장     양 정 환      라파엘

4) 4기 사목협의회가 구성되어 임명식이 2011년 11월 13일 11시 교중미사에서 

거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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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4기 사목평의회 위원 명단

직      책 성    명 세   례   명 

 사목평의회장     진 종 구      베드로

 부회장     김 근 선      가타리나

 남성총구역장     이 건 학         마르띠노

 총무     조 철 민      바오로

 부총무     허 연 희      엘리사벳

 기획,홍보분과장     정 상 귀      바오로

 전례분과장     김 근 선      가타리나

 시설분과장     김 광 호      요 셉

 사회사목분과장     조 윤 행      대건안드레아

 재정분과장     김 온 조      마르띠노

 선교분과장     양 정 환      라파엘

5) 5기 사목협의회가 구성되어 임명식이 2012년 12월 9일 11시 교중미사에서 

거행되었다. 

[표 5] 5기 사목평의회 위원 명단

직      책 성    명 세   례   명 

 남성총구역장     이 영 철         바오로

 여성총구역장     진 영 자      실비아

 부회장 겸 전례분과장     김 근 선      가타리나

 총무     홍 종 열      야고보

 부총무     허 연 희      엘리사벳

 기획분과장 겸 홍보분과장     정 상 귀      바오로

 재정분과장     김 온 조      마르띠노

 사회사목분과장     조 윤 행      대건안드레아

 교육분과장     유 민 하      토마스아퀴나스

 시설분과장     김 광 호      요 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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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 신자 성지순례(배론 성지)  

2008년 9월 28일 전경표 신부가 본당으로 부임해 온지 1개월여 만에 전 신자가 배론 

성지로 순례를 떠났다. 이 행사는 전 신자가 참여하는 실로 오랜만의 큰 행사였다. 그동

안 심흥보 신부와 최원석 신부를 거치면서 10여년 넘게 방화 3동 성당신축, 프란치스코 

어린이집 건립, 본당 보수공사 등 기금마련으로 인하여 본당 차원의 행사를 거의 하지 

못한 관계로 다들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구성원들 간의 친교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자

리였다고 입을 모았다. 

6. 마곡동, 방화1동 일부신자교적 방화3동 성당으로 이관

전경표 신부가 부임해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2008년 10월 1일 최원석 신부 재임 말기

에 교적문제로 방화 3동 성당과의 일시적인 갈등관계가 교적이관으로 해결되었으며, 이

적하는 일부신자들 134세대 368명은 정든 본당을 떠나 방화 3동 성당으로 이적하였다. 

가끔 애경사 자리에 참석할 때면 교우들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아직도 친교를 유지하

는 광경을 볼 수 있다.  

7. 세대주 미사 신설

전경표 신부는 2008년 10월 10일에 세대주 미사를 신설하였다. 매주 금요일 오후 8

시 30분에 직장 일로 매일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들을 위해서 신설한 세대주 미

사는 전 신부가 봉직하는 동안 지속되었다. 

8. 선교 추진위원회 구성 

2009년 2월 8일 700명 선교목표 달성을 위해 선교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토요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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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이면 본당 구역에 있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 나가 비 신자들, 타 종교 신

자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였다. 개신교 선교 전략이라고 반대하는 교우들도 있었지만 뜻

있는 교우들이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본래 목표로 하였던 700명 선교 목표달성은 미치

지 못하였다. 하지만 본 활동을 통해서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선교활동 사전 준비로 3차례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선교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9. 남성 전 신자 도보로 연풍성지순례(연풍-수안보-문경)

“함께 가자! 우리의 길을...”이란 주제 아래 2010년 9월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동

안 실시한 연풍성지 및 문경새재 남성 전 신자 도보성지순례는 전경표 신부님을 포함 

총 96명이 참가하였다. 이러한 성지

순례를 통해 순교성인들의 삶을 묵상

하고 체험하면서 예수그리스도가 우

리 신앙의 중심임을 깨닫고 평상시에 

여성구역에 비해 소통이 소홀한 남성 

구역원들과 함께 함으로써 구역원 간

의 상호작용은 물론이거니와 구역간

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큰 계기가 되

었다.

10. 본당의 날 전 신자 체육대회

2010년 10월 3일 본당의 날을 맞이하여 전 신자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 안에서 

하나 됨을 느끼며 본당공동체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800여명의 전 신자가 20여대

의 차량에 구역별로 나누어 타고, 의정부 교구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으로 이동하였다. 

모처럼 본당을 떠나 야외에서 10월의 정취를 만끽하며 미사와 레크레이션 등 행사를 치

르는 과정에서 하느님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연풍 성지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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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본당설립 45주년 기념 야외미사 및 명랑운동회

본당 설립 45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45년간 수많은 역경에도 꾸준히 성장해온 본당공

동체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리고, 레크레이션 및 게임을 통하여 교우들

이 소통하고 나누며 이를 통하여 본당 공동체의 일치와 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야외미사 

및 명랑운동회를 2012년 10월 7일(일)방화중학교에서 800여명의 전 신자가 모인 가운

데 성대히 열렸다. 

이날 행사는 야외미사와 제2부 즐거운 명랑운동회(오리발 릴레이, 풍선안고 꽝, 훌라

후프 장애릴레이, 훌라후프 개인콘서트, 민속 대 줄넘기, 애드벌룬 굴리기), 제3부 본당 

가수왕 선발대회 및 장기자랑 등을  통해 본당의 화합과 일치를 이루었다

12. 전경표 신부 이임

전경표 신부는 2013년 8월 27일 공항동 본당에서의 임기를 다 채우고 많은 신자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아쉬움을 뒤로한 채 임지인 마천동 본당 주임사제로 떠났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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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장

이동익 레미지오 신부 시대
(2013년 8월 27일~ 현재)

1. 이동익 신부 부임

이동익 신부는 제11대 전경표 신부 후임으로 2013년 8월 27일 제12대 본당 주임 신

부로 부임했다. 

이동익 신부는 1975년 가톨릭대학교에 입학하여 1983년 7월 25일 사제서품을 받고, 

1985년 로마 라테란대학교 성 알폰소 대학원에서 윤리신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

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성 안셀모 영성연구소에서 박사후과정(post-doctor 

course)을 수료하고 1991년 귀국하여 동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로 부임하여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소장, 생명대학원원장, 가톨릭중앙의료원원장을 거쳐 본당 주임

신부로 부임하여 2016년 12월 현재 주임사제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2. 본당 사목 목표

1) 2014년 본당 사목 목표

하느님의 말씀은 새로운 복음화의 원동력

친애하는 공항동 성당 교우 여러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를 빕니다.

몇 달 전 제가 공항동 성당의 본당신부로 부임하여 주님의 사업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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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사랑과 축복 때문입니다. 비록 몇 달밖에 지나지 않

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실천에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러한 여러

분과 함께 본당 신부로서의 열정과 기쁨을 안고 주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제게는 

크나큰 축복입니다.

교구장님이신 염수정 추기경께서는 지난 해 ‘신앙의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구체적으

로 우리의 허약한 신앙을 강화하기 위한 다섯 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말씀

으로 시작되는 신앙’,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미

사로 하나 되는 신앙’,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이 그 방안들이고, 이 다섯 가지 실천 

방안들은 앞으로 5년 동안 교구민 전체가 하나 되어 구체적으로 실천할 방향입니다.

공항동 성당 공동체도 작년 ‘신앙의 해’를 마감하고 그 후 첫 번째 해를 맞는 2014년

에 교구장님의 지침에 따라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목 목

표를 지향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예언서를 통틀어 첫째가는 계명이 “네 마음

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마태 

22,38-37; 신명기 6,5)”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느님을 믿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

되는 것이 하느님 사랑이고, 따라서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본이 됩니다.

하느님을 아는 것은 당연히 하느님의 말씀을 접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곧 하느님의 말

씀인 성경을 읽는 것이 하느님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성경을 잘 읽

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느님을 사랑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

지 않으면 하느님을 만나는 기쁨을 체험할 수 없고, 따라서 신앙이 자라나지 않거나 있

는 신앙도 식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로니모 성인은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

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당신 

자녀들에게 말씀을 건네시면서 필요한 힘과 지혜, 용기를 주십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두고 자주 읽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교구장님의 사목교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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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본당에서는 지난해까지 많은 교우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는 성경통독모임을 해 

왔고, 이제 서서히 하느님 말씀에 맛들여가고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신

자들이 분명 그 말씀을 통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본당 신부로서 

공항동 성당 신자 모두가 하느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이를 위한 관

심과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느님 말씀을 생활화할 수 있

도록 다양한 방법을 소개할 것이며, 체계적인 성경공부의 기회도 갖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참된 영적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 교회의 살아 있는 정통에 비추어서 읽혀

지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교구장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교회가 공인한 성경 프로그램

으로 공부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공항동 성당의 교우 여러분,

지난 해 말, 본당의 사목협의회와 구역장, 단체장들이 함께 자리한 사목계획 수립을 

위한 연수에서는 「공항동 성당 신자들의 신앙생활 지침 10가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리고 이 지침들을 본당의 모든 신자에게 공지하였습니다. 그 지침들 중에서 ‘매일 성경 

읽기를 생활화한다’는 지침이 가장 첫 번째 지침으로 제시되었고, 그 다음으로 우리 본

당이 하느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나머지 아홉 가지 지침들이 제시되었습니

다. 당연히 성경 읽기를 생활화할 때 나머지 아홉 가지도 자연스레 연결되어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열 가지 지침들에 대해 여러분 모두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

니다.

이 열 가지 지침들을 하나둘씩 점검하면서 실천한다면 그 실천의 기쁨과 더불어 하느

님께 대한 영적 체험도 보다 가까이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좋으신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그 사랑을 통해 이웃을 향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2013년에도 온 마음으로 하느님 알기에 정진하도록 합시다. 말씀과 함께 계시는 하느

님을 늘 만나는 공항동 성당 공동체이기를 기대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하느님을 알

고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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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 본당 사목 목표

‘기도는 새로운 복음화의 활력’

친애하는 공항동 성당 교우 여러분 !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를 빕니다.

2014년 한 해를 돌아다보면 공항동 성당 공동체는 하느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

드리게 됩니다. 교구장님의 사목 목표에 따라 본당 공동체가 하느님의 말씀에 더욱 가

까이 나아갈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웃에게서 찾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전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은 언제나 가까이 있었습니다. 매 미사 전에 하느님의 말씀

을 함께 봉독하고 그 말씀과 함께 하느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나날이었고, 하느님

의 말씀에 더 맛들이기 위해 교우들 모두는 성경공부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교

구장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체계적인 성경공부인 「성서사십주간」을 시작하여 매주 화

요일은 ‘성경공부의 날’로 자리 잡혀 갔습니다.

본당 교우들의 성경공부는 실천적 삶을 통해 그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

람들에게 특별히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

는 성경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빈첸시오회」 창립으로 이어진 것은 얼마나 주님께 감

사드려야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빈첸시오회」의 창립과 함께 500명 가까운 회원들

이 가입해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의 가르침은 서서히 공항동 

성당 지역에 밝은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2014년 10월 제48회 본당의 날 행사는 공항동 성당 공동체에게는 또 하나의 감동이

었습니다. 1,000명 가까운 신자들이 멀리 움직이는 거대한 행사였음에도 모두가 기쁘

게 일치되어 하루를 함께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사건이었으며, 나아가 우리의 신앙 선조들의 신앙을 

따르고자하는 우리들의 열정의 결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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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구장님이신 염수정 추기경께서는 「2015년 사목교서」를 통해 “기도는 새로운 복음

화의 활력”이라고 가르치시면서 전교구민에게 “2015년에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시작되

고 일깨워진 신앙이 더욱 성장하도록 기도 생활에 전념”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교구장님께서는 사목교서에서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향하여 마음

을 들어 높이는 것이며, 하느님의 은혜를 청하는 것입니다.”(다마스쿠스의 성 요한) 이

런 기도 생활의 모범이요 스승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자주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마르 1,35; 루카 5,16 참조). 공생활을 시작하여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기도하셨고(루카 3,21참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더 열

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열두 사도를 뽑기 전에 산으로 가시어 밤새워 기도하셨고(루카 

6,12참조), 수난을 앞두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으며(루카 

22,41-44참조),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루카 23,34. 46참조).

이렇게 기도는 예수님 삶의 원동력이었고, 기도를 통해 성부와의 일치 안에 머무르셨

고, 기도의 힘으로 성부의 뜻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 행적의 원동력은 이처럼 기도

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항동 성당의 교우들은 기도하는 예수님의 삶을 

매우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기도와 저

녁기도, 식사 전후의 기도, 또한 주일에는 미사를 중

심으로 기도로써 거룩하게 지내며, 전례주년과 그에 

따르는 대축일을 경건하게 지내도록 권고하시는 교구

장님의 마음에 합하여 날마다 기도 안에서 주님과 가

까이 지낸다면, 복음의 기쁨을 나누면서 교회와 세상

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교구장님께서는 특별히 가족이 함께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가족이 정기적으로 모여 함께 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가족 간의 아픔과 상처가 이동익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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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되어 예수님의 성가정을 닮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구장

님이 강조하시는 가족이 함께하는 기도를 미사 전례를 통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2015년에는 「가족미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성가를 부르고, 함께 모여 미

사 독서와 보편지향기도를 준비하는 것은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

습이 될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미사에 참례하며, 하느님의 말씀과 강론을 들으면서 집

에 돌아와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정의 모습은 ‘작은 교회’

인 가정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 본당 공동체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에 전념하며 살아간다면 

자기 자신은 물론, 가정, 교회와 세상의 참된 복음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은 

우리 본당 공동체에게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본당 설정 50주년’이 되는 

2016년을 기쁨과 축복으로 맞이하기 위해 올 한 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에 

있어 우리의 기도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준비는 큰 의미가 없을뿐더러 우리는 

노고에 지치고 열정도 사그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본당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각각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며 복음 선포와 이웃 사랑의 길로 정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3) 2016년 본당 사목 목표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50년의 시작’

친애하는 공항동 성당 교우 여러분,

1966년 우리 지역에 공항동 성당이 설립된 지 어느덧 50년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모

두가 경축하고 나아가 본당 설립 5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올 한 해를 모두가 경축해

야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본당 설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준비로 본당 교우 전체가 50주년 

기념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면서 전교우 성경필사, 묵주기도 200만단 바치기 운동을 전

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우 전체가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 성당 리모델링 공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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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본당 신자 모두가 진정한 마음으로 본당 설

립 50주년을 기뻐하고 경축하기 위한 뜻 깊은 준비라고 여겨집니다.

본당 설립 50주년을 경축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보다 이 지역에 우리 본당의 설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설립되었는가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곧 본당의 설립은 그 지역 사

회의 복음화를 위한 것임을 빼 놓고서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소 시기 

약 10년 시기를 거쳐 공항동 성당이 설립될 당시에는 불과  300여 명의 신자들로 본당

을 시작하였지만 50년이 지난 현재 4,700여명으로 증가하였고, 가양동 성당, 방화3동 

성당 그리고 인천교구의 고강동 성당을 분가시켰으니 하느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깊이 

체험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구장이신 염수정 추기경께서는 2016년 한 해를 ‘교회의 가르침은 새로운 복음화의 

나침반’ 제목의 사목교서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한 우리의 순교 성조들이 

목숨을 바쳐 증거한 신앙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기억함으로써 ‘기억의 지킴

이’가 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기억의 지킴이가 되는 것은 과거의 은총을 기억하고 고

이 간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 그러므로 “지난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억은 현실적”이어야 하며, 이는 현대의 복음화를 이끄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2016년 교구장 사목교서 참조).

공항동 성당의 교우 여러분,

우리의 순교 성조들의 위대한 유산으로 한국 교회는 내외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으

며, 이는 미래의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순교 

성조들의 삶과 증거를 통해 한국 교회에 그리스도의 빛이 널리 퍼져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공항동 성당의 지난 50년의 역사도 앞으로의 새로운 50년, 100년을 위한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본당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공항동 성당에 맡겨진 선교 사

명을 다시금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올해 본당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당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우리 공항동 성당의 교우들은 무엇보다도 순

교로 신앙을 증거한 우리의 신앙 성조들의 하느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하느님 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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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받아야 합니다.  그분들의 삶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아직 하느님을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복음화는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50년 전 공항동 성당이 이 지

역에 세워진 이유도 ‘복음화’이며, 올해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또한 ‘복음화’입니

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새 신자 500명 모시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평년에 비해 4-5배나 많은 숫자이지만 지난해부터 우리 모두가 기

도로 준비해 왔고, 본당의 모든 교우가 열정으로 선교하고 있기에 불가능한 목표는 아

닐 것입니다. 교우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예비자를 인도하겠다는 각오로 이 운동을 전개

해 나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결실을 맺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한 ‘복음화’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본당과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사업’입니다. 지금도 본당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는 있지만 이

를 보다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특히 대상자들이 본당의 범위를 

넘어 우리 지역 사회의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 사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또 희망

합니다. 이를 위해 바자회 등을 통해 기금을 확보하는 일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공항동 성당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부터 50주년을 더욱 뜻 깊게 지내기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께서 쓰시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쉬는 교우들과 아직 주님

을 알지 못하는 지역 사회의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신 복음과 하느님 나라의 참된 

증인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본당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저희 공동체가 주님 안에

서 참된 기쁨의 축제를 지내게 하소서.”

본당 설립 50주년을 경축하며, 그 의미를 묵상하고 실천하는 우리 본당의 신자들 모

두에게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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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부·수녀 동정

1) 신부 동정   

(1) 김광두 고스마 

    - 2014년 2월 17일~2015년 2월 15일

(2) 윤종상 가브리엘 

    - 2014년 2월 17일~2014년 2월 22일 본당 부임

    - 2016년 8월 30일 가톨릭 신학대학교로 전임 

   

(3) 박준용 마리아 바오로 

    - 2016년 9월 1일~9월 4일 본당 부임

2) 수녀 동정

(1) 천은주 아가다 원장수녀 

    - 2015년 2월 22일 부산교구의 주례 본당으로 전임

(2) 이혜정 모니카 원장수녀

    - 2015년 3월 1일 본당으로 부임

    - 2016년 2월 7일 부산교구 다대성당으로 전임

(3) 박노미 글라라 원장수녀

    - 2016년 2월 21일 본당으로 부임

(4) 박가영 로사 수녀

    - 2016년 8월 29일 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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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영혜 가타리나 수녀 

    - 2016년 9월 2일~9월 4일 부임

4. 사목협의회 개편

1) 새 사목협의회가 구성되어 임명식이 2013년 11월 10일 11시 교중미사에서 거행되었다.

[표 1] 1기 사목협의회 위원    

직      책 성    명 세   례   명 

 사목회장     기 연 종      요 셉

 부회장     윤 동 진      레오폴드

 부회장     김 명 순      요셉피나

 부회장 (남성총구역장)     홍 종 민      바오로

 부회장 (여성총구역장)     나 경 애      엘리사벳

 총 무     최 민 수      스테파노

 기획분과장     최 재 홍      가브리엘

 재정분과장     김 승 인      그레고리오

 홍보분과장     장 행 운      요셉피나

 전례분과장     김 두 창      미카엘

 교육분과장     구 병 두      바오로

 선교신심분과장     박 희 상      미카엘

 사회사목분과장     조 윤 행      대건안드레아

 가정,생명분과장     최 영 미      루치아

 시설분과장     김 광 호      요 셉 

 노년분과장     이 재 성      멜리또

 문화체육분과장     목 철 규      야고보

 청소년분과장     전 영 권      야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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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 2월 1일자로 김재현 히지노이 사목회장으로 임명되고, 2015년 3월 1일자로 

부회장 6명이 임명되고 총무, 가정생명분과장 등이 임명되어 제2기 사목협의회가 구성

되었다.

[표 2] 2기 사목협의회 위원   

직       책 성    명 세  례  명 

 사목회장     김 재 현      히지노

부

회

장

기획, 선교신심, 홍보분과

담당 겸 홍보분과 담당
    윤 동 진      레오폴드

전례, 재정, 시설분과 담당     오 영 빈      클레멘스

교육, 청소년, 문화체육분과

담당 겸 청소년분과 담당
    장 태 호      비 오

사회사목, 가정생명, 노년

분과 담당
    김 명 순      요셉피나

남성구역분과 담당     홍 종 민      바오로

여성구역분과 담당     나 경 애      엘리사벳

 총 무     김 용 길      즈가리아

 부총무     이 경 희      아드리아나

 기획분과장     정 헌 초      요 셉

 재정분과장     김 승 인      그레고리오

 홍보분과장     백 복 흠      레 오

 전례분과장     김 두 창      미카엘

 교육분과장     구 병 두      바오로

 선교신심분과장     박 희 상      미카엘

 사회사목분과장     홍 종 열      야고보

 가정,생명분과장     손 종 덕      바오로

 시설분과장     김 광 호      요 셉 

 노년분과장     이 재 성      멜리또

 문화체육분과장     목 철 규      야고보

 청소년분과장     이 희 혁      즈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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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정생명분과 첫 모임

우리나라 생명윤리학 분야의 석학이신 이동익 신부가 본당에 부임해 와서 사목위원회

에 가정생명분과를 신설하였으며, 이 분야에 문외한 교우들을 일깨우기 위하여 수 차례

에 걸쳐 특강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4년 2월 26일 가정생명분과 첫 모임을 가졌

으며, 이후 가정생명분과 회원들은 교구에서 실시하는 생명윤리 관련 각종 강좌에 빠짐

없이 참여하여 교육받고 있으며, 그동안 소외된 독고 노인들에게 매주 한 차례 가정으

로 방문하여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나눠주며 집안 청소도 해주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 

말동무가 되어주는 등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6. 공항동 본당 빈첸시오 시작

이동익 신부가 본당에 부임해 오면서 그의 사목철학인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를 돕는 

데 역점을 두고, 그동안 유명무실한 빈첸시오를 2014년 4월 27일 새로운 모습으로 변

모시켰다. 우선 회원을 특별회원과 활동회원으로 구분하여 안정적인 기금마련을 위해 

정기 회비를 내는 특별회원 ‘500명 자원자 모집 캠페인’에 힘입어 많은 회원을 모집하

여 불우한 이웃 사랑의 실천에 여념이 없다.  

7. 태아 축복미사
     

2014년 5월 생명의 달을 맞이하여 본당에서는 태아들을 위한 축복미사와 기도를 5월 

첫째 주일(5월 3일) 오전 11시 교중미사부터 실시하였다. 태아란 임신 초기부터 출생 

시까지 임신된 개체를 의미하는 데, 여기서는 수정된 후 산모가 임신을 인지하게 되는 

시점을 말한다. 산모가 임신된 사실을 본당 사무실에 신청하면 태아축복 미사를 봉헌함

과 동시에 본당에서 마련한 아기를 위한 선물과 전 신자들의 기도로 축복한다.  

2016년 5월에는 본당 설립 50주년이 되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의미 있는 행사로  

본당에서는 혼인 40주년 이상 된 부부들의 혼인 갱신식과 태아들을 위한 축복미사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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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봉헌하였고 태아축복미사에 참여한 임신부에게는 본당에서 정성껏 마련한 아기들

을 위한 선물이 증정되었다.    

8. 신생아 축복식
  

새 생명인 아기는 생명이신 하느님의 모상이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본당에서는 2014년 5월 25일 태아 축복미사에 이어서 2014년 7월부터 11시 교중미사 

말미에 새 생명 탄생의 축복식을 거행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기들을 함

께 기억하며, 아기와 산모가 건강하기를 전 신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

를테면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교우분들은 세상에 태어난 아기와 산모를 위해

서 많은 기도와 축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124위 시복미사 참석 

2014년 8월 16일 10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직접 방한하여 집전

한 124위 시복미사가 거행되었다. 그날 공항동 본당 신자들 232명이란 적지 않은 인원

이 참석하여 많은 은총을 받았다. 전국에서 교황님이 집전하는 시복미사의 역사적인 현

장에 참여하기 위해 수많은 신자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집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 

이민 간 가톨릭 신자들도 많이 미사 참례했을 정도의 큰 행사였다. 그날 행사장은 치안

태아 안아보기태아 안아보기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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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신자들 십 칠만 여명만 임

시로 마련한 펜스 안에서 미사를 보

았고, 비신자들도 펜스 외곽에 운집

하였는데, 그 인원이 백만 명을 넘

었다고 보도되었다. 

더욱이 지난 2014년 8월 달 프란

치스코 교황님의 방한으로 우리나

라 온 국민들은 한시적으로나마 종

교의 벽을 넘어서 행복해했던 감동

의 시간들을 이었다. 그 당시를 회

상해 보았을 때 우리 가톨릭 신자 개개인들은 신자라는 사실만으로도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자랑스러웠고 가슴 뿌듯했다. 

10. 본당의 날 전 신자 성지순례 

본당의 날 48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는 2014년 10월 11일 충남 당진에 소재해 있는 

‘신리성지’에서 거행되었다. 10월 11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 전 신자들을 태운 20

대의 버스가 이동하는 큰 행사였다. 성지에서 야외미사를 마친 후 각 구역에서 정성껏 

마련한 음식 나눔을 하였으며, 일정에 따라 십자가의 길, 성지기념관 관람과 함께 본당

의 날을 자축하는 장기자랑 행사가 대미를 장식하였다. 전 신자들이 참여하는 성지순례

는 5년 만에 취려진 행사였기에 본당을 떠나서 야외행사를 하기에는 조금은 따가운 10

월의 햇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가족과 함께 또는 구역 구성원들과 정담을 나

누면서 소중하고도 흥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11.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특강 실시

‘참 생명교육(생명의 건설을 위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4년 10월 8일부터 11월 

프란치스코 교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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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까지 5차례 매주 수요일 날 전 

신자를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였

다. 첫 강의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

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동익 레미지

오 신부가 강사로 나셨으며, 두 번

째 강의는 ‘자연 출산 조절과 부부 

사랑’이란 주제를 가지고 외부에서 

온 이숙희 강사가 맡았다. 셋 번째 

강의는 ‘초기 인간 생명에 관한 윤

리’란 주제를 이동익 레미지오 신부

가 하였고, 네 번째 강의는 ‘치매환자 이해 및 돌보기’란 주제를 가지고 외부에서 온 김

혜정 강사가 맡았다. 마지막 강의는 ‘연명치료 중단과 안락사’란 주제를 가지고 이동익 

레미지오 신부가 강사로 나서 신앙인으로서 미처 깨닫지 못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의 진

수를 느낄 수 있는 유익한 강의였다고 입을 모았다.    

12. 신학 강좌Ⅰ(교회와 사회)과 Ⅱ(그리스도교 윤리학) 실시

이동익 레미지오 신부는 2015년 5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그리고 2015년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차례, 총 19주 동안 본당 다목적실에서 전·후반기로 나누

어 매주 수요일 오후에 본당 신자와 외부 수강생 45명을 대상으로 신학 강좌를 실시하

였다. 전반기에는 ‘교회와 사회’, 후반기에는 ‘그리스도교 윤리학’ 강좌 명으로 실시하였

다. 성직자로서의 생활의 대부분을 가톨릭신학대학교에서 학문연구(research)와 가

르침(teaching)으로 보낸 경륜으로 일반 신자들이 가까이 할 수 없었던 학문적인 접

근을 하는 기회를 얻은 수강자들은 크게 만족하였다. 그러나 평일 낮 시간에 제한된 

공간에서 실시된 강좌였기에 강좌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신자들은 아쉬움을 금치 못

했다.         

  

인간생명에 대한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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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녀들을 위한 부모교육 특강 실시 

구병두 바오로 교육분과장은 2015년 4월 10일부터 6월 26일까지 12주간 ‘자녀들을 

위한 부모교육’이란 강좌 명으로 실시하였다. 유태인은 우리 민족과 역사적·지정학적으

로 유사한 점이 많다. 주위에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수많은 외침과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

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민족이다. 그러나 유태인은 21세기를 주도하는 민족으로 거듭나

고 있지만 우리 민족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민족은 유태민족과의 우수성을 비교하여도 결

코 뒤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단적인 예로 유태인은 세계인구의 0.2%에 불과한 소수민족임

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벨상 수상자 가운

데 1/3을 배출한 데 비해 우리민족은 노

벨 평화상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의 노벨

상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가정교육의 차이에서 기인된다고 보고 

시작한 ‘자녀들을 위한 부모교육’은 비록 

1회성으로 끝났지만 가정교육의 중요성

을 일깨어준 계기가 되었다고 감히 평가

할 수 있다.

14. 가족미사 신설

어린이 미사와 중고등부 미사를 없애고 2015년 10월 4일 오후 4시 대성전에서 첫 가

족 미사를 봉헌하고, 가정이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 가정 성화에 이바지할 것을 기원했

다. 본당이 어린이 미사와 중고등부 미사를 없애는 파격적인 시도를 감행한 것은 자녀

의 신앙교육에 대한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에 있다. 가족미사를 통해서 가

족이 함께 기도하고, 가족 간에 신앙적인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해

를 거듭할수록 가족 간의 대화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미사참례를 한다는 것은 초기 가톨릭 공동체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보다 고무적인 것은 가족미사에 참례하는 신자수가 점점 늘어

특강 강사 구병두 바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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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15. 가정 축복식 

2016년 4월 17일 오후 4시 가족미사 시간부터 가정 축복식이 봉헌되었다. 특히 

2016년 부활시기에는 성소주일인 부활 제4주일 오후 4시 미사에 가족들 모두가 함께 

미사에 참례하여 가정축복을 받았다. 

  

16. 주한 교황대사 방문 미사집전 

2016년 4월 24일(일) 11시 교중미사에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 주한 교황 대사께서 

우리 본당을 방문하여 주일미사를 집전하였다. 대주교께서는 본당 이동익 레미지오 신

부와는 오랜 지기로서 본당 설립 50주년의 기념행사를 더욱 빛내기 위하여 몸소 방문하

여 우리나라 말과 라틴어를 혼용하면서 미사집전을 하였으며, 라틴어 통역은 레미지오 

신부께서 직접 맡았으며 그날 미사는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 나라에서 가장 큰사람이다.
(마태복음 18:3)





제 2편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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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동 성당 설립 50주년 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 공항동 본당공동체와 함께 계시니

찬미와 감사를 드리며,

저희가 사랑과 나눔, 선교와 일치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지난 50년을 되돌아보며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참된 복음화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 안에 하나 되고,

주님의 뜻을 생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저희가 주님 말씀에서 힘을 얻고,

주님께 봉헌하는 미사전례와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언제나 주님과 하나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총 속에 머물게 하소서.

또한 저희를 주님께서 쓰시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쉬는 교우들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신 복음과 하느님 나라의 참된 증인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본당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저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의 축제를 지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성프란치스코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한국의 모든 순교성인과 복자들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1. 공항동 성당 설립 50주년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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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 행사

1) 공항동 성당 시설물 개보수 공사

(1) 목적

본 개보수 공사의 목적은 그동안 노후화 된 시설물들을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아 하

느님의 성전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본당 신자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영

위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주요 개보수 내용

① 성당외벽공사: 성당 외벽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그 규모와 예산이 방대하여 

성당 정문으로 들어오는 앞부분의 외벽만 컬러 강판으로 마감하고 균열·누수의 부

분은 부분적으로 보수하였다.

② 성당마당공사: 성당 정문 부분의 외벽을 보수하면서 성당 마당도 보수하고, 2층 성

당 외부 문 입구에 있던 성 프란치스코 동상을 성당 마당에 위치한 ‘평화를 구하는 

기도’ 옆에 모신 것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기도를 신자들의 삶속에 심어주기 위해

서이다. 또한 성모상을 대리석으로 제작하여 봉헌하였다.

③ 성당감실 및 제대 벽 공사: 십자가 바로 아래에 있던 감실을 제대 우측으로 이동하

고, 성당 제대 벽이 자갈돌로 어두웠으나 제대 정면을 대리석 밝은 색으로 인테리

어 하여 십자가도 잘 보이고, 성당이 전체적으로 밝아졌다. 

④ 교실 및 회합실 공사: 천상실로 

사용되던 장례식장의 공간을 청

년 회합실과 소성당으로 리모델

링하고, 기존의 넓은 회의실 2개

를 분할하여 4개의 회의실로 개

조하였다.

⑤ 사제관과 수녀원 배관공사 및 사

제관 공간 재배치 공사: 사제관과 

수녀원 수도, 전기 배관 공사를 성전의자 교체작업



128     공항동본당 50년사

완료하였다.

- 사제관: 현재 사재관의 침실과 거실 공간을 서

로 바꿈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소음을 어느 정도 

차단하고 또한 햇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침

실을 확보하였다.

- 수녀원: 배관공사로 훼손된 장판과 도배 공사

를 하고 단열이 안 된 창문과 방문 및 화장실, 조

명 공사를 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였다.

⑥ 사무실 공사: 사무실 서류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이 

엘리베이터 설치로 없어지게 되어 사무실 서류창고와 책상배치를 조정하였다.

⑦ 관리실 공사: 관리직원이 근무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샤워부스를 설치하

였다.

⑧ 화장실 공사: 남자 화장실을 내부에 신설하고 남녀 화장실 모두 공간을 넓게 배치

하고 가방을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개조하였다.

⑨ 장애우 화장실 공사: 장애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들을 위한 화장실을 남녀 각

각 1개소를 신설하였다.

⑩ 엘리베이터 신설: 엘리베이터를 신설함으로서 노인들과 다리가 불편한 교우들이 

언제든지 미사와 단체 활동에 참례할 수 있으며, 장례미사 때도 운구대를 이동하

는 데 편리하도록 하였다.  

(3) 평가

① 성당 외부가 노후화되고 천주교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이 없어서 처음 본당을 방

문하는 분들이 성당을 찾을 수 없었던 사례가 흔히 있었다. 개선 공사를 하면서 

LED 천주교 로고와 간접등을 설치하고 벽면을 칼라강판으로 공사하여 어디서

나 성당임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주게 되

었다.

② 프란치스코 동상이 2층에서 1층 성당 마당으로 이동시켜 평화의 기도문 옆에 있어

서 조화를 이루고 성모님상 주변 화단을 조성하여 한층 아름다운 성당으로 거듭나

게 되었다. 

신설된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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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대 벽 대리석 공사, 나무로 되어있던 2층 성가대 난간 교체, 장의자 밝은 나무색

으로 제작하여 설치하면서 성당이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로 변모하였다.

④ 엘리베이터와 장애우 화장실 신설로 보행이 불편한 교우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을 

주었다. 

⑤ 소성당이 없어서 평일미사도 대성당에서 함으로서 여름과 겨울에 전기 사용 비용

이 많았는데 소성당을 만듦으로서 냉·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고 교리실 증설로 단

체모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⑥ 사제관과 수녀원의 오배수관과 전기배선을 교체함으로서 환경을 개선하였다. 

⑦ 관리실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샤워부스를 마련함으로서 직원 복지를 개선

할 수 있었다.

2) 한마음 체육대회 

(1) 목적

본 행사의 목적은 본당 공동체 전 신자들의 단합과 화합의 장과 나눔, 실천, 봉사의 친

목도모와 선교활동을 하는 데 있다.  

(2) 주요 행사 내용

    - 일시: 2016년 9월 25일(일) 09:00-17:00

    - 장소: 서울 항공 비즈니스 고등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우천 시)

신발멀리 던지기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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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야외미사

② 한마음 체육대회 

    - 음식나누기

- 체육행사: 단체 줄넘기, 큰 공 구르기, 2인 3각 릴레이, 신발 멀리 보내기, 판 뒤

집기, 훌라후프 릴레이, 발목 풍선 터트리기, 줄다리기, 계주

(3) 평가

① 경기진행: 프란치스코 축구단 전원이 참석하여 경기를 진행하였음

② 체육대회 준비물: 야외 미사 제대 설치, 천막 22개 대여 설치, 성당천막 3개 설치, 

성당파라솔 14개 설치, 운반차량 3대 참여, 간호원 3명 참여, 음향설치, 책상 30

개, 교실의자 10개, 간이 의자 210개, 분리 쓰레기 기구 20개 설치, 구역팻말 20

개 설치, 패찰, 우승 준우승 상품, 응원상 준비, 가스통 불판설치. 수도 전기 설치, 

큰 공 2개, 오제미, 현수막 4개 설치

③ 체육대회를 마치며 주변정리: 청년 팀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담당하였고, 축구단

은 시설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였음

④ 뒤풀이: 제반 시설물을 원위치하고  성당 지하식당에서 주임신부님을 모시고 청년 

25명, 축구단 20명, 사목위원 7명 등 총 52명이 판매하고 남은 음식으로 뒤풀이를 

하였음

⑤ 먹거리 준비: 각 구역에 음식 준비비용 30만원이 배당되어 구역에서 준비하는 음

식이 많아 1/2에 못 미치는 판매가 이루어짐

⑥ 미흡했던 점: 미사를 마치고 바로 국민체조를 했어야 하는데 각자의 구역으로 돌아

가 사회자가 멘트를 해도 다시 모이기가 쉽지 않았음

⑦ 잘 한 점: 

- 경기를 간결하게 진행하여 예정된 시간에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할 수 있었음

- 점심식사 때 청년 악단과 부토벤 악단의 연주는 체육행사를 한층 흥겹게 하는데 

기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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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동익 신부 작품전 및 바자회   

본당 설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일환인 바자회를 위한 기도문이 만들어졌고, 이동

익 신부의 사진작품전은 2016년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성황리에 

끝마쳤다. 그리고 바자회는 같은 해 5월 28일과 5월 29일 양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 바자회를 위한 기도 9일

본당설립 50주년 장학회 설립을 위한 바자회 9일 기도문

나눔과 친교의 원천이신 주님,

언제나 저회 공항 동성당 공동체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웃과 친교를 나누며 사랑으로 일치하고자

함께 모여 장학회 설립을 위한 바자회를  마련코자 하오니

저희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저희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뵈옵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소서

저희가 모든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느님이 저희에게 작은 것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 더 많음을 

굳게 믿으려 바자회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공동체의 일치와 화합을 이루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는 저희의 마음에

성령의 빛을 가득 채워 주시어

나눔의 기쁨으로 샘솟는 사랑과 평화가

언제나 저희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1) 목적

본 사진작품전과 바자회의 목적은 본당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공항동 공동체의 외적 

변화의 모습과 새로운 정신 자세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 ‘2016년 자연의 신비’를 주제

로 한 신부님의 사진작품전 및 불우이웃돕기와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바자회를 통하

여 하느님 나라 선포에 더욱 열성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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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행사 내용

① 사진작품전

    - 일시: 2016년 5월 28일-6월 3일

    - 장소: 공항동 성당 1층 로비 및 쉼터

이동익 신부의 주옥같은 작품 32점이 임시 갤러리가 마련된 본당 성전 1층 로비에

서 일주일 동안 전시되었다. 본당 신자는 물론이거니와 외부에서도 많은 인사들이 다

녀갔으며 비신자 지역주민들도 많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이번 사진전시

회를 통해서 본당 전 신자들은 시각예술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경험뿐만 아니라 장학

회 기금 마련을 위해 평소에 아껴왔던 작품들을 기증한 이동익 신부의 자비스런 사제

의 표상은 감동받기에 충분하였다.

② 바자회

    - 일시: 2016년 5월 28일-29일

    - 장소: 공항동 성당 및 장미공원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불우이웃돕기 및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바

자회답게 전 신자들이 참여하는 큰 행사였다. 많은 신자들이 평소 아끼는 귀중한 물품

을 흔쾌히 기증하였다. 또한 본당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웃사랑 실천인 뜻 깊은 

손희송 주교외 김성태 국회의원 신부님 사진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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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 희사한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적지 않은 목표 금액을 초과하여 달성할 수 있었

다. 더욱이 이틀 동안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판매하는 행사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응한 공항동 성당 교우들의 일치된 행동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도 분명 좋은 모습이

었을 것이다. 

 

4) 50년사 편찬 사업

(1) 목적

본 사업의 목적은 우선 본당 설립 원년부터 50주년이 되는 2016년까지 변천해온 본

당의 발자취를 정리하여 기록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통하여 지난 과거를 성찰하고 본당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앙심을 앙양하고자 하는데 있다. 아울러 미래를 향한 발전된 모습

으로 하느님 사업을 지속하기위해 사이트 리뉴얼 및 모바일 웹 개발, 동영상 제작 그리

고 축하 사진전 및 신앙수기를 공모하여 전시하고자 한다. 

(2) 주요 사업 내용

① 50년사 제작: 본당 50년 역사의 자료를 수집·분석·정리·종합하고 집필하여 보존

한다.  

② 홈페이지제작 및 모바일 웹 개발: 본당 공동체 구성원들이 쉽게 인터넷에 접근하여 

신앙심 앙양과 친교를 나룰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특히 모바일 웹을 계발하여 

휴대폰으로 본당 관련 소식과 정보를 쉽게 접근하도록 한다.  

③ 50년사 사진 및 신앙수기 전시회: 본당 신자들의 신심이 깃든 사진과 신심의 향기

를 품은 신앙수기를 공모하여 전시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앙생활의 귀감

이 되도록 한다.   

④ 50년사 동영상 제작: 본당의 50년 역사를 6-7분 분량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 

 •자료수집 팀

■ 신앙체험 수기 공모 

- 주제 : 공항동 본당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은 신앙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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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 자격 : 공항동 신자및 주일학교 학생

- 응모기간 : 2016년7월1일 부터 7월 31일까지

- 심사위원 : 주임신부님

- 결과

•응모 11명

•입상 2명 

   이영철 바오로, 제목 - 묵주기도는 주님께 통한다 

   정재훈 오딜리아, 제목 - 레지오 단원으로

■ 좌담회 내용

- 내용: 공소시절부터 1대 ~ 4대 주임신부님 시절

- 일시:  2016년 4월 3 일

- 장소 : 성당 사목회 회의실

- 참석인원 4명

   원로 신자: 김관섭 안드레아, 박순덕 마리아, 서행자 마틸다, 김순희 도로테아

   사회자: 김해진 히지노

•홈페이지 리뉴얼 및 모바일 웹개발

■ 실시사항과 결과

- 홈페이지 제작 - 김경희 루치아, 최홍규 베드로

- 웹개발 및 접속 - 김해진 히지노, 배성암 미카엘, 이욱 요아킴

■ 일정

- 홈페이지 리뉴얼 메뉴 설정 - 2016. 7. 31

   * 이후에도 계속 업데이트

- 웹 호스팅 이전 - 2016년 9월22(가비야) 

- 모바일 웹 다지인 완성 및 서버 임시주소 - 2016년 10월 11일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시연- 10월 28일 

- 신자들에게 발표 - 11월 6일

■ 평가

- 2016년 10월 말 현재, 기존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자수는 237명이고 일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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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방문자는 60명 내외임. 자유게시판 및 자료실 등의 사용 신자도 많지 않은 

상태임. 새로운 홈페이지는 모바일 웹과의 연동을 했기 때문에 신자들의 활용

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됨

- 새로운 홈페이지에 대한 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홈페이지가 되도

록 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도록 할 것임.   

 

•50년사 사진, 수기 전시회

■ 목표

본당 신자들의 신앙심을 바탕으로 한 사진, 신앙수기를 공모하여 우수작품은 시

상을 하고, 전시를 하여 전신자들이 같은 느낌, 같은 신앙속에서 일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 일정

2016년 

9월 - 전시 할 사진수집 및 성경 필사본 제작

8월 - 전시 개요, 공간구성 기초자료 협의 성경필사팀 참석

9월 29 -  전시장 레이아웃   칼라 시안 협의

10월 10일 - 전체 협의 (전시, 촬영, 시설) 자재 발주, 페인팅 

10월 16~22일 - 개관 및 시현 준비

10월 23일 - 개관

■ 평가 

- 전신자들이 50년 역사를 한 공간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

음. 공소시절부터 5대까지의 사진은 많지 않음.

- 성당 사무실에 있는 주보 철, 수합된 사진 및 각종 서류 및 성경필사본 등의 

보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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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수기>

레지오 단원으로
정재훈 오딜리아

1980년, 힘겨웠던 생활로 신앙을 원망하고 미움에 병들어 있던 가엾은 영

혼을 위하여 새로 부임 해 오신 장덕범 신부님께서 구역장님과 함께 나를 찾

아주셨습니다. 조용하게 기품이 있고 모든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신부님의 말

씀에 지난 날들의 수 많은 잘못들으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을 수 없었고 몸 둘 바를 모르고 당황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자리에서 저는 어린애 처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리고 신부님과 약속했습니다. 성당에 나가기로. 

어렵고 복잡한 집안 살림에 늦둥이 애들을 키우면서도 레지오 단원의 권유 받고 거부하지 않고 

구세주의 모친 Pr의 단원으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정말 신앙인으로 잘 자라기까지는 구세주

의 모친에 계셨던 형님들의 노력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이 거름을 주고 복을 주며 사랑으로 키워

줬기 때문입니다. 

1985년, 조학문신부님이 부임해 오시면서 사목회원 성전건립위원을 구성하셨고 저는 성

모회장을 맡아 달라는 말씀에 저는 거절할 수 밖에 없는 집안 사정이 있었지만 집에 돌아와 

많은 기도 속에서 성모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감사

하며 하느님과 성모님께 지혜롭고 슬기롭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했습

니다. 성전신축을 위한 여러가지 일이 많이 있었고, 일하는 분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특히 기공식 때에는 여러운 환경속에서 수 천명에게 국수대접을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성당 근처에는 새로운 이주 단지가 형성되면서 땔감으로는 길거리에 버려진 나무 외에

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나무를 주워 모우다가 억센 나무 토막을 모으다 손톱이 빠지기도 

하고 못에 찔리는 일도 있었지만 두려움 없이 일을 했습니다. 기공식 날 육수에 국수를 담고 

김치, 시금치, 콩나물만 얹어 젓가락만 꽂아주면 수천명이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님 강복하심과 성모님의 손맛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천명을 먹이신 기적을 우리에게 보

여주셨습니다. 

성모회 임기가 끝나니까 신부님께서 연령회를 맡아 일을 하라고 하셔서 순명을 하고 맡아 일

을 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레지오 단원들이 도와 주었고 늘 성모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

었습니다. 성모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으며 부족하지 않게 또 넘치지 않게 힘을 주고 사랑을 주

십니다.

2016년 제가 해야 될 말은 이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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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생활 수기>

묵주기도는 주님께 통한다.

 이영철 바오로

저는 레지오 단원으로서 즐겁게 봉사활동을 하며 열심히 레지오 활동을 하는 

등 신앙생활을 해 오던 중 2015년 9월 9일 갑자기 허리를 펼 수 없게 아프고 다

리가 몹시 땅기는 등 아픔을 참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을 하여 MRI 촬영 등 정밀 진단

을 받아보니“제4-5 요추 및 제5요추 제1천 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4-5 요추간 

척추협착증”이라는 긴 병명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며칠간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았고 퇴원후에도 소염제와 근육이완제가 

포함된 약을 먹으면서 집에서 몇 개월간  요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별 차도가 

없자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하였는데 제가 거절하고 운동을 하면 나을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픈허리

를 감싸쥐고 집에서 가까운 개화산 등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화산을 매일 오르던 중 어느날 거의 정상에서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서 1

시간 이상 엎드려 헤매다가 119 구급대를 부를까 생각하던 순간 문득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지 하는 생

각이 들어서 묵주기도 ‘고통의 신비’와 함께 화살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내용은 ‘고통의 신비 5단’과 함

께 화살기도로서 “주님 ! 제가 여기서 주저 앉으면 안됩니다. 저는 레지오 활동도 해야하고, 아직 외인

입교권면 활동에서 10명을 못 채웠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선교활동도 해야하고, 

저희 본당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예비신자를 많이 확보 해야 합니다.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주

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만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의 참 종이 되겠습니다. 아-멘 ”하고 

울부짖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났는데, 잠시후 약 3~4 초후에 허리에 뜨거운 기운이 느껴

지더니 아픈 곳이 없어지고 거짓말 처럼 허리가 가벼워지면서 온몸이 하늘로 치솟는 듯한 느낌을 받고 

거의 뛰어서 내려 왔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나머지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주님 !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수없이 되풀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매일 2회 이상 먹던  약도 끊고 물리치료도 끊었습니다. 그 후 의무감으로에서 바쳤던 묵주

기도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바치는 계기가 되었고 외출 중이거나, 여행 중이거나 잠자리에

서나 언제나 늘 묵주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 기쁜 것은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 주시

고 저를 알아주시고 있다는데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모든 것이 달리 보이고 매일 매일이 행복

했으며  묵주기도가 이렇게 주님과 통하는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남들은 허리 협착증이 거의 불치병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이후로 단 한번도 정형외과 병원을 간적이 

없고 약을 먹은 적도 없습니다.  

오직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치고 레지오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등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동익 레미지오 주임 신부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필요한 것은 오직 한가지 뿐이다”(루카 복

음 10,42)라는 말씀이 이렇게 절실하고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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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제작 및 상영

■ 실시 내용

- 2016년 7월부터 본당 근무했던 신부님 방문하여 축하 메시지 촬영. 

- 9월 21일 팀 회합 후, 스토리 보드, 시나리오작성 및 사진 편집 작업

- 나레이터: 이정명 에드먼드, 김순자 로사 

- 음향 담당 : 안정준 파스칼 

- 편집 및 수정 : 배성암 미카엘 

- 예비 상영, 리허설 10월 21일

■ 평가

- 10월 23일 본당의 날 행사에 상영, 50년 역사를 되돌아 보고 앞으로 공항동

성당의 의무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음

- 보관용 DVD를 제작하여 보관

5) 전 신자 성경 필사 

(1) 목적

본 성경필사의 목적 교우들의 영적쇄신을 위한 영성운동의 일환으로 ‘매일 성경읽기 

생활화’하고 교우들이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느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분

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다.

(2) 주요 내용

① 교우들이 하느님 말씀 안에서 영적쇄신의 여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② 본당 신앙생활 지침의 첫 번째 항목인 ‘매일 성경 읽기 생활화’를 실천하여 영적쇄

신을 도모한다.

③ 소그룹(3-6명) 단위 성경 쓰기를 통해 교우들에게 공동 관심을 유도하여 공동체의 

일치의식을 고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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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 잘된 점 

① 매일 빠지지 않고 필사에 주력해야 하는 어려움을 성경 안의 하느님 말씀으로 위

로받으며, 봉사자들과 조원들의 끈끈한 기도의 힘으로 혼연일치를 이룸

② 진도가 부진한 조를 위해서 먼저 끝낸 조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은 1권을 살리기 

위해서 푸른 군대처럼 일사천리로 움직여 하루에 집회서를 완성하는 일화도 

남김

③ 주임신부님의 강론 시간 때 주기적인 공지 - 큰 역할로 작용함.

- 주요 애로점

① 필사팀 자체적으로 통계 그래프까지 완성했어야 했는데 컴퓨터 미숙으로 사목회

의 도움을 받았던 점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어려웠던 점임

- 차후 개선/반영 사항

① 성경필사에 맛을 들여 본 신자들이 혼자서 성경필사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해 준 것 같아 보임. 현재 4명이 혼자쓰기에 도전하고 있음. 

② 본 행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경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낸다면 신자들의 신앙생

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성경필사본 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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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새 신자 500명 모시기 

 

(1) 목적

본 행사의 목적은 공항동 성당 본당 50주년을 맞이하여 교세 확장을 위한 ‘새 신자 

500명 모셔오기 운동’을 실행하는 데 있다.

(2) 주요 내용

- 활동 기간: 2015년 8월 1일-2016년 

9월 말까지

① 현 신자 수(4,655명) 대비 약 10%인 

500명의 새 신자 모셔오기 목표 설정

② 냉담자 회두 권면도 냉담자로 추정되

는 약 750세대 1,409명의 약 30%인 

500명으로 목표 설정

7) 성가정 봉헌미사

(1) 목적

본 성가정 봉헌미사 설치 목적은 가족미사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사랑의 참의

미를 느끼며 성가정으로 거듭나는 내적 변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2) 주요 내용

    - 2015년 10월부터 일요일 16시 성가정 봉헌미사 신설

① 가족 미사 안에서 주제에 맞는 가정을 선정하고 초대하여 미사를 함께 한다.

② 성가정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나눔과 일치를 이루는 진정한 공동체에로의 발전을 

도모한다.

거리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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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사 전례단 가족, 다문화 가정미사, 외짝교우 가정미사, 비신자 부부 초대미사 등

으로 거행한다.

8) 묵주기도 200만단 봉헌

(1) 목적

본 행사의 목적은 본당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사랑의 실천과 본당 

발전을 위하여 ‘전 신자 묵주기도 200만단 봉헌’을 실행하는 데 있다.

(2) 주요 내용

    - 봉헌 기간: 2015년 7월 12일-2016년 10월 4일(65주간)

① 일반 신자: 1주일 5단 이상 → 총 975,000단

② 레지오 단원: 1일 5단 이상 → 총 127만단

9) 어르신 건강 기원 잔치

(1) 목적

본 행사의 목적은 본당 설립 50주년을 기념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떡국잔

치와 윷놀이를 통하여 친교를 도모하는 데 있다. 

(2) 주요 행사 내용

    - 일시: 2016년 1월 31일(일요일)

    - 장소: 본당 마당 및 장미공원 

① 떡국잔치: 12:00-13:30

② 윷놀이: 13:3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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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활 계란 품평회

(1) 목적

본 행사의 목적은 예수님 부활하심을 전 신자와 함께 축하하고 부활의 오묘한 신비를 

느끼며 그 의미를 깊이 새기고자 하는 데 있다.

(2) 주요 내용

① 전 신자가 참여하여 부활절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 부활계란을 작품화하여 전시

하고 우수작을 선정하여 격려한다.

② 출품작은 개인별, 가족별, 구역별 희망자에 제약을 두지 않으며 우수작 선정 또한 

전 신자가 참여하여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긴다.

11) 엠블렘 공모

(1) 목적

본 엠블렘 공모 행사의 목적은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교우들의 몸과 마

음의 일체감과 행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다.  

(2) 주요 내용

     - 공모 안내: 2015년 7월 19일 주보 첫 공시

     - 마감일: 2015년 8월 22일(일요일)

     - 최종 발표: 2015년 8월 30일

     - 시상식: 2015년 본당의 날 미사 중

① 본 엠블렘은 본당 50주년 기념행사에 국한하여 사용한다.

② 엠블렘 제작 경비는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행사의 예산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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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술발표

(1) 목적

본 학술발표의 목적은 본당 설립 50주년 행사를 더욱 빛내고 신자들의 지난날의 신

앙생활을 성찰하는 기회와 미래를 향한 신앙생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2) 주요 행사 내용

    - 일시: 2016년 11월 13일

    - 장소: 공항동 성당 성전

① 발표자 부원식 안드레아: ‘공항동 본당 구성원들의 신앙생활 실태’

공항동 본당 구성원들의 신앙생활 실태

발표자: 부원식 안드레아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016년은 공항동 본당이 설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반세기는 시간적 개념으

로 보더라도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다.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life cycle)로 보더라도 이 기간은 

장년기에 해당된다. 장년기는 인생에 있어 가장 생산적인 세대이므로 인생의 황금기라는 표현도 

주저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세속에서는 한 인간의 삶의 성공여부를 장년기에 이루어놓은 사회

적 업적을 가지고 평가한다. 

보편적으로 한 개인으로 태어나서 성장하여 성인(adult)에 이르면 두 가지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데, 그것이 곧 귀속지위(ascribed status)와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이다. 여기서 귀속

지위란 개인이 출생하여 직접적인 가족적 배경의 결과로서 할당받게 되는 자연적 지위를 말한

다. 반면 사회적 지위란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는 사회적 존경이나 위신의 정도에 따라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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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위치를 결정하는 요인은 집단의 성

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수입, 직업, 교육정도, 사회적 활동 및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공항동 신앙공동체인 교회도 생애주기의 귀속지위처럼 하느님의 은총과 신자들의 자유의지에 

의해 설립되어 결코 짧지 않은 50년의 세월이 흘렸기에 구성원들의 일치된 합의하에 50주년을 

기리기 위해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른다면 이는 단순한 기념행사에 불과할 것이다. 즉, 공항동 본

당 구성원들이 반세기 동안 자연발생적이고 세속적인 나이만 먹은 중장년으로 변모한 외면적인 

모습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귀속지위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애주기

의 사회적 지위획득으로서 가톨릭 신앙인답게 의미 있고 변화된 모습인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

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다.  

인생의 세속적인 삶은 아무리 화려하거나 비천하다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언젠가는 소멸

되는 유한성을 가진다. 그러나 교회의 생명은 창조자이신 하느님이 건설한 신앙공동체이기에 영

원무궁하다. 그동안 공항동 본당 초창기 선배 신앙인들 가운데 다수는 이미 하느님 곁에서 분명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있을 것이다. 반면 본당 설립 초기부터 여태껏 줄곧 본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선배 신앙인들은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초창기 선배 신앙인들은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은 후배 신앙인들의 신앙공동체 생활에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신앙

은 수많은 세속적인 교육방법으로는 그 효과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세속에서도 좋은 

교육방법으로 평가되는 관찰학습의 교육적 효과가 입증되었지만 신앙인에게 있어서 모범적인 

행동을 몸소 실천해 보이는 선배 신앙인들을 모델로 영적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 선배 신

앙인들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은 그만큼 중요하다.  

본 연구는 본당이 설립된 지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항동 본당이 태어난 이후 장년이 된 외적

인 변모에 걸맞게 그동안 공항동 신앙공동체 구성원들이 참 신앙인으로서 영적성숙도가 어느 정

도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할 기회를 갖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모범적인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성경읽기와 필사, 기도, 봉사, 

전교활동 그리고 미사참례 정도는 본당 신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아울러 본당 신자들의 신앙생활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생활을 성찰하고 영적으로 성숙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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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및 문제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모범적인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성경읽기와 필사, 기도, 봉사, 전교활동 

그리고 미사참례 등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연령, 가족의 형태, 수입, 교무금, 주일헌금)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자들의 신앙생활 실태는 그들의 성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구명하고자 

한다.

둘째, 신자들의 신앙생활 실태는 그들의 연령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셋째, 신자들의 신앙생활 실태는 그들의 가족의 형태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구명

하고자 한다.

넷째, 신자들의 신앙생활 실태는 그들의 수입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다섯째, 신자들의 신앙생활 실태는 그들의 교무금 납입 비율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를 구명하고자 한다.

여섯째, 신자들의 신앙생활 실태는 그들의 봉헌금액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구명하

고자 한다.

2) 연구의 문제 

위의 연구의 목적을 검증하기 위해서 설정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신자들의 신앙생활 실태는 그들의 성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신자들의 신앙생활 실태는 그들의 연령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신자들의 신앙생활 실태는 가족의 형태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신자들의 신앙생활 실태는 월 평균 가구의 총 수입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

는가?

<연구문제 5> 신자들의 신앙생활 실태는 소득 대비 교무금의 비율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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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연구문제 6> 신자들의 신앙생활 실태는 주일 봉헌금액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앙생활 실태의 측정도구는 본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본래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재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타당도와 신앙생활 실태 측정도구가 일관

성 있는 측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즉 측정도구에 대한 믿음성, 안정성, 일관성, 예측성, 정확

성을 알아보는 신뢰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공항동 본당에 교적을 가진 신자들이기에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

를 가지고 모든 성당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른다.

   

Ⅱ. 이론적 배경

1. 하느님의 목적

세속적인 삶속에서도 아주 사소한 물건 하나를 만들 때에도 목적을 가지고 치밀히 계획해서 

만들어 사용한다. 하물며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목적과 계획 없이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

았으며 의도적으로 목적한 바 있어서 최선을 다해 창조했다는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를 창조하

시고 우리의 주권자이다. 우리는 하느님에 의해서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창조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그 목적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소망과 기쁨과 열정으로 넘치는 삶이 될 것이다.  

2. 세례의 중요성

세례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닮고 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주

님이시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은 죽고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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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세상에 알리는 선포식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

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갈라 2:20).”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가능한 일지만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노

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세속적일 수밖에 없다. 세속

적인 사고와 인식을 그리스도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사도 바오로도 자신이 날마다 죽

노라고 고백한 것은 그가 얼마나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는지 알 수 

있다. 우리도 날마다 끊임없이 회개의 삶을 살아야할 것이다. 여기서 회개란 세상적인 삶에서 그

리스도적 삶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즉, 하느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삶으로 살

아가는 것을 말한다.

3. 제자의 삶

신앙생활에는 목표가 있다. 그러면 신앙의 목표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제

자가 되는 것이며, 필수적인 조건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당신의 제자가 되길 원했다. 그리

고 유언까지 남겼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19-20).” 여기서 제

자란 옛 사람의 성품을 버리고 새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말한다. 세상에

서 가장 큰 변화는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일 것이다. 

참된 제자 되려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서로 용서

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불쌍한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다름 아닌 사랑의 속성이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25).” 사랑을 실행할 때 사람들은 

이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가고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

이다. 진정한 제자란 지금도 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느님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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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죄의 고백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기에 사람들은 남보다 잘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 아퀴누스 성인은 사람이 잘살지 않는다면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영

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면 잘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역설하였다.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자유롭고 해방되어야할 것이다. 여기서 죄란 하느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

신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는 욕심에서 비롯된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느님의 영광을 

잃었다(로마 3:23).” “의로운 이가 없다. 하나도 없다(로마 3:10).” 우리는 죄 속에서 태어났고 죄

를 지으므로 우리는 모두 죄인이 된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 값을 청산하

지 않고 하느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

닫는 게 중요하다.  

   

Ⅲ.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해 있는 공항동 본당에 교적을 둔 가톨릭 신자 732명

에게 배부하여 732매 전원을 회수하였으며, 이들 가운데 부실한 응답을 한 11매를 제외한 나머

지 72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토요일 저녁미사(특전미사), 일요일 아침 6시, 11

시, 저녁 7시 미사 등 4차례에 걸쳐 미사시간 배부하여 그 자리에서 실시·회수하였으므로 100%

의 회수율을 보였다. 표집대상에 대한 질문지 배부 및 회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질문지 배부 및 현황   

질문지 현황 질문대상(명) 비율(%)

질문지 배부 732 100%

질문지 회수 732 100%

무응답 11 1.5%

분석대상 721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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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의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척도는 본 연구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

접 제작하였다. 이러한 신앙생활의 하위변인은 성경 읽기·쓰기, 기도, 봉사, 전교 그리고 미사 변

인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변인은 다음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각 변인별 문항 수

변인 문항 수 문항구분

인구학적 변인 6 1-6번

성경 읽기·쓰기변인 2 7-8번

기도 변인 4 9-12번

봉사 변인

전교 변인

미사 변인

1

1

2

13번

14번

15-16번

3. 연구의 절차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시작으로 이에 관계되는 참고서적, 관련서적 등을 

수집하고 여기에 맞는 연구의 방향 설정과 연구문제를 진술하였다.

제기된 연구문제와 관련된 질문지를 전문가의 도움으로 연구의 주제와 대상에 맞게 제작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통계처리와 함께 연구를 뒷받침해 줄 분석과 해석에 들어갔으며 최종적으로 

이 연구의 결론을 내린 다음 논문작성을 실시했다.

  

4. 자료의 채점 및 통계의 처리

본 연구에 있어서 문항별 채점은 5점 척도(Likert type scale)로서 전혀 안한다는 1점, 거의 

안한다는 2점, 어느 정도 한다는 3점, 상당히 한다는 4점, 매우 많이 한다는 5점 등으로 환산하

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엑셀 2010으로 코딩하고 personal 

computer용 SPSS(statistical packages for the social science) 21버전 프로그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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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est와 변량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 통계방법을 적용하였다.

Ⅳ. 결과 및 해석

1. 신자들의 성별에 따른 신앙생활의 차이검증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그들의 성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신자들의 성별에 따른 신앙생활의 차이 검증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남성

(n=233)

여성

(n=488)
남성 여성

성경 2.19 2.62 1.49 1.80 -3.159 .002**

기도 2.94 3.39 1.30 1.36 -4.273 .000***

봉사 2.45 2.82 1.92 2.28 -2.147 .032*

전교 2.19 2.46 1.81 2.20 -1.590 .112

미사 3.70 3.92 1.01 1.07 -2.637 .00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자들의 모범적인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성경 읽기·쓰기, 기도, 

봉사, 전교 그리고 미사참례 등 모든 변인들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에서 전교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표 3>에서 알 수 있듯

이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보아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앙생활 측정도구는 5점 척도로서 여성들의 경우

는 전교활동을 제외한 미사, 기도, 봉사, 성경읽기·쓰기는 측정도구가 지니고 있는 평균값(2.5

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전교, 성경읽기·쓰기 그리고 봉사활동은 만족

스러운 점수에 도달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하겠다. 

또한 남성 신자들의 경우에도 여성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많은 본당 신자들은 주일미사에 참여도와 생활 속에서의 기도는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전교활동은 다른 신앙생활 관련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을 보여 잘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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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자들의 연령에 따른 신앙생활의 차이검증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그들의 연령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신자들의 연령에 따른 신앙생활의 차이 검증

종속변수 연령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사후분석

성경

20대(a) 1.42 0.68 

9.142/.000***

e,f>a,b,c

d>a

f>d

30대(b) 1.68 1.03 

40대(c) 1.93 1.23 

50대(d) 2.20 1.38 

60대(e) 2.71 1.84 

70대이상(f) 2.95 1.96 

기도

20대(a) 2.16 1.01 

13.725/.000***
e,f>a,b

f>c,d

30대(b) 2.41 1.02 

40대(c) 2.81 1.10 

50대(d) 3.08 1.10 

60대(e) 3.37 1.30 

70대이상(f) 3.71 1.48 

봉사

20대(a) 2.06 1.18 

4.543/.000***

30대(b) 2.12 1.66 

40대(c) 2.54 1.72 

50대(d) 2.35 1.68 

60대(e) 2.75 2.12 

70대이상(f) 3.10 2.69 

전교

20대(a) 1.58 0.92 

6.078/.000***

30대(b) 1.71 0.81 

40대(c) 1.93 1.34 

50대(d) 2.15 1.67 

60대(e) 2.32 1.97 

70대이상(f) 2.96 2.72 

미사

20대(a) 3.05 0.88 

11.22/.000***
c,e,f>a

f>b,d

30대(b) 3.44 0.87 

40대(c) 3.87 0.93 

50대(d) 3.64 0.94 

60대(e) 3.94 0.89 

70대이상(f) 4.06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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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자들의 모범적인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성경 읽기·쓰기, 기도, 

봉사, 전교 그리고 미사참례 등 모든 변인들에서 연령 간에 차이검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연령에 따른 신앙생활은 대체적으

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특히 70대 이상의 신자들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신앙생활의 모든 하위변인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밝혀져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다른 연령대에 비

하여 가정생활이나 사회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음으로써 신앙생활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많은 데에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으로

써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약하기에 하느님께 의지하고 싶은 심리적 현상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3. 신자들의 가족의 형태에 따른 신앙생활의 차이검증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그들의 가족의 형태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

음 <표 5>와 같다.

<표 5> 신자들의 가족의 형태에 따른 신앙생활의 차이 검증

종속변수 가족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사후분석

성경

부부(a) 2.38 1.69 

3.200/.013* .
독신(b) 2.70 2.02 

부부+자녀(c) 2.37 1.50 

독신+자녀(d) 2.41 1.25 

기도

부부(a) 3.26 1.27 

3.098/.015* .
독신(b) 3.35 1.62 

부부+자녀(c) 3.14 1.20 

독신+자녀(d) 3.20 1.11 

봉사

부부(a) 2.64 2.11 

7.696/.000***
독신(b) 2.71 2.54 

부부+자녀(c) 2.59 1.83 

독신+자녀(d) 2.31 1.53 

전교

부부(a) 2.53 2.28 

3.856/.004**
독신(b) 2.46 2.30 

부부+자녀(c) 2.18 1.71 

독신+자녀(d) 2.15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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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부부(a) 3.89 1.00 

3.566/.007**
독신(b) 3.91 1.17 

부부+자녀(c) 3.76 1.01 

독신+자녀(d) 3.82 0.8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자들의 모범적인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성경 읽기·쓰기, 기도, 

봉사, 전교 그리고 미사참례 등 모든 변인들에서 가족형태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표 5>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가족의 형태에 따른 신앙생활은 

성경 읽기·쓰기, 기도, 봉사, 미사참례 등 네 개 하위변인에서 독신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가족형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독신으로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외로운 자신의 삶을 하느님과 공동체 구성원들

에게 위로 받고 의지하고 싶은 심리적인 현상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충실하고 모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하여 부부+자녀가족, 독신+자녀가족은 상대적은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

데, 이는 가정의 성화(聖化)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4. 신자들의 월수입정도에 따른 신앙생활의 차이검증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그들의 월수입정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는 다

음 <표 6>과 같다.  

<표 6> 신자들의 월수입정도에 따른 신앙생활의 차이 검증

종속변수 수입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사후분석

성경

100만원 이하(a) 2.65 1.72 

6.428/.000***

100~200만원(b) 2.53 1.90 

200~300만원(c) 2.24 1.40 

300~400만원(d) 2.32 1.41 

500만원 이상(e) 2.10 1.16 

기도

100만원 이하(a) 3.48 1.40 

4.023/.001**

100~200만원(b) 3.30 1.38 

200~300만원(c) 3.08 1.32 

300~400만원(d) 3.20 1.13 

500만원 이상(e) 2.86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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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100만원 이하(a) 2.55 2.33 

7.412/.000***

100~200만원(b) 2.61 2.15 

200~300만원(c) 2.50 1.84 

300~400만원(d) 2.49 1.64 

500만원 이상(e) 2.73 1.64 

전교

100만원 이하(a) 2.38 2.26 

4.178/.001**

100~200만원(b) 2.45 2.25 

200~300만원(c) 2.29 1.90 

300~400만원(d) 2.12 1.52 

500만원 이상(e) 2.01 1.22 

미사

100만원 이하(a) 3.94 1.10 

1.454/.203

100~200만원(b) 3.88 1.14 

200~300만원(c) 3.73 0.86 

300~400만원(d) 3.85 0.90 

500만원 이상(e) 3.75 0.88 

위의 <표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자들의 월수입정도에 따른 차이검증에서 모범적인 신앙

을 나타내고 있는 하위변인들 가운데 미사참례를 제외한 성경 읽기·쓰기, 기도, 봉사 그리고 전

교 변인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표 6>에서 나타내 보이듯

이 성경 읽기·쓰기, 기도, 전교, 미사 변인들은 월수입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나타내보인 반면 

봉사변인은 월수입이 가장 높은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입이 낮을수록 신앙생활에 의지하는 정도가 크며, 봉사활동에 있어서는 월수입이 가장 많은 

집단이 높은 점수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봉사는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에 대한 부담도 봉사자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5. 신자들의 교무금 납입 비율에 따른 신앙생활의 차이검증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그들의 교무금 납입 비율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는 다음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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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신자들의 교무금 납입 비율에 따른 신앙생활의 차이 검증

종속변수 교무금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사후분석

성경

10%(a) 2.86 1.87 

6.884/.000***

20%(b) 2.26 1.28 

30%(c) 2.54 1.57 

40%(d) 2.36 1.73 

50%(e) 2.16 1.22 

100%(f) 2.04 1.30 

기도

10%(a) 3.54 1.42 

3.429/.002**

20%(b) 3.19 1.33 

30%(c) 3.34 1.16 

40%(d) 3.39 1.36 

50%(e) 3.05 1.16 

100%(f) 2.86 1.27 

봉사

10%(a) 3.02 2.34 

3.520/.002**

20%(b) 2.55 2.02 

30%(c) 2.59 1.69 

40%(d) 2.60 1.89 

50%(e) 2.63 2.11 

100%(f) 2.24 1.79 

전교

10%(a) 2.94 2.52 

3.535/.002**

20%(b) 2.25 1.96 

30%(c) 2.30 1.82 

40%(d) 2.34 2.03 

50%(e) 2.02 1.57 

100%(f) 2.03 1.51 

미사

10%(a) 4.02 1.02 

3.805/.001**

20%(b) 3.78 0.90 

30%(c) 3.90 0.97 

40%(d) 3.94 1.21 

50%(e) 3.68 0.96 

100%(f) 3.58 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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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자들의 모범적인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성경 읽기·쓰기, 기도, 

봉사, 전교 그리고 미사참례 등 모든 변인들은 교무금 납입 비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십일조 계율을 지키는 집단이 성경 

읽기·쓰기, 기도, 봉사, 전교 그리고 미사참례 등 모든 영역에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자들의 수입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총수입에서 1/10을 헌금으로 낸다는 

그 자체가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신이라 볼 수 있다.  

6. 신자들의 봉헌금에 따른 신앙생활의 차이검증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그들의 봉헌금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신자들의 봉헌금에 따른 신앙생활의 차이 검증

종속변수 봉헌금액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사후분석

성경

1,000원(a) 2.01 1.62 

1.467/.187

2,000원(b) 2.42 1.88 

3,000원(c) 2.58 1.74 

5,000원(d) 2.51 1.60 

5,000~10,000원(e) 2.49 1.70 

10,000원 이상(f) 2.48 1.66 

기도

1,000원(a) 2.65 1.40 

2.609/.016*

2,000원(b) 3.26 1.52 

3,000원(c) 3.34 1.33 

5,000원(d) 3.25 1.33 

5,000~10,000원(e) 3.21 1.31 

10,000원 이상(f) 3.53 1.11 

봉사

1,000원(a) 2.36 2.27 

2.425/.025*

2,000원(b) 2.81 2.63 

3,000원(c) 2.28 1.82 

5,000원(d) 2.94 2.37 

5,000~10,000원(e) 2.67 1.89 

10,000원 이상(f) 2.89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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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1,000원(a) 2.02 2.04 

1.336/.239

2,000원(b) 2.63 2.44 

3,000원(c) 2.31 1.96 

5,000원(d) 2.48 2.29 

5,000~10,000원(e) 2.32 1.88 

10,000원 이상(f) 2.06 1.28 

미사

1,000원(a) 3.32 1.11 

3.547/.002**

2,000원(b) 3.86 1.01 

3,000원(c) 3.76 1.08 

5,000원(d) 4.00 1.08 

5,000~10,000원(e) 3.91 0.96 

10,000원 이상(f) 3.88 0.9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자들의 봉헌금에 따른 차이검증에서 모범적인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하위변인 중 기도, 봉사, 미사참례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반면 성경 읽기·쓰기와 전교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기도, 봉사 그리고 미사 변인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봉

헌금을 많이 내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향성을 보였다. 그러나 

성경 읽기·쓰기와 전교 변인은 뚜렷한 경향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Ⅴ.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모범적인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성경 읽기·필사, 기도, 봉사, 전교활동, 

미사참례 등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연령, 가족의 형태, 수입, 교무금, 주일헌금)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신자들의 신앙생활 실태는 그들의 성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158     공항동본당 50년사

<연구문제 2> 신자들의 신앙생활 실태는 그들의 연령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신자들의 신앙생활 실태는 가족의 형태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신자들의 신앙생활 실태는 월 평균 가구의 총 수입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

는가?

<연구문제 5> 신자들의 신앙생활 실태는 소득 대비 교무금의 비율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6> 신자들의 신앙생활 실태는 주일 봉헌금액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의 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자들의 신앙생활 실태에 대한 

척도는 본 연구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작하였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구성하는 변인으로서

는 성경읽기·쓰기, 기도, 봉사, 전교 그리고 미사 변인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와 같이 작성된 질문지를 가지고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해 있는 공항동 성당에 교적을 둔 가

톨릭 신자 732명에게 배부하여 732매 전원을 회수하였으며, 이들 가운데 부실한 응답을 한 11

매를 제외한 72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Excel 2010으로 코딩하고Personal Computer

용 SPSS(statistical packages for the social science) 21버전 프로그램에 의한 t-test와 변량

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 통계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신앙생활 차이검증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것

으로 보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교활동은 남녀 공히 

다른 신앙생활 관련변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보였다.

둘째, 연령에 따른 신앙생활은 대체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

로 밝혀졌다. 특히 70대 이상의 신자들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신앙생활의 모든 하위변인에서 가

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밝혀져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의 형태에 따른 신앙생활은 성경 읽기·쓰기, 기도, 미사 등 세 개 하위변인에서 독신

이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가족형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성경 읽기·쓰기, 기도, 전교, 미사 변인들은 월수입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나타내보인 

반면 봉사 변인은 월수입이 가장 많은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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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십일조 계율을 지키는 집단이 성경 읽기·쓰기, 기도, 봉사, 전교 그리고 미사참례 등 

모든 영역에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섯째, 기도, 봉사 그리고 미사 변인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봉헌금을 많이 내는 집단이 상대적

으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향성을 보였다. 그러나 성경 읽기·쓰기와 전교활동 변인

은 뚜렷한 경향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2.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성별에 따른 신앙생활 실태 차이검증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

은 것으로 보아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

앙생활 측정도구는 5점 척도로서 여성들의 경우는 전교활동을 제외한 미사, 기도, 봉사, 성경

읽기·쓰기는 측정도구가 지니고 있는 평균값(2.5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성의 경우

에는 전교, 성경 읽기·쓰기 그리고 봉사활동은 만족스러운 점수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하

겠다. 특히 전교활동에 있어서는 남성 신자들의 경우에도 여성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경향성을 보

였다.  

둘째, 연령에 따른 신앙생활 실태 차이검증 결과는 대체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70대 이상의 신자들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신앙생활의 

모든 하위변인에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밝혀져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모범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가정생활이나 사회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음으로써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많은 

데에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으로써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약하기

에 하느님께 의지하고 싶은 심리적 현상이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셋째, 가족의 형태에 따른 신앙생활 실태 차이검증의 결과는 성경 읽기·쓰기, 기도, 봉사, 미사 

등 네 개 하위변인에서 독신이 높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가족형태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독신이 외로운 자신의 삶을 하

느님과 공동체 구성원들을 통해 위로 받고 의지하고 싶은 심리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하여 부부+자녀 가족과 독신+자녀 가족은 상대적은 낮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



160     공항동본당 50년사

는데, 이는 가정의 성화(聖化)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넷째, 신자들의 월수입에 따른 차이검증에서 성경 읽기·쓰기, 기도, 전교, 미사 변인들은 월수

입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나타내보인 반면 봉사변인은 월수입이 가장 높은 집단이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입이 낮을수록 신앙생활에 의지하는 정도가 크며, 봉사활동에 

있어서 월수입이 가장 많은 집단이 높은 반응으로 나타난 것은 봉사는 비용이 발생하고 그 부담

도 봉사자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신자들의 교무금 납부 비율에 따른 모범적인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성경 읽기·쓰기, 

기도, 봉사, 전교 그리고 미사참례 등의 차이검증의 결과는   십일조 계율을 지키는 집단이 성경 

읽기·쓰기, 기도, 봉사, 전교 그리고 미사참례 등 모든 영역에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자들의 수입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총수입에서 1/10을 헌금으로 납입한

다는 그 자체가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신이라 하겠다.

여섯째, 신자들의 봉헌금에 따른 차이검증에서 기도, 봉사 그리고 미사 변인의 경우는 대체적

으로 봉헌금을 많이 내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향성을 보였다. 

그러나 성경 읽기·쓰기와 전교 변인은 뚜렷한 경향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3.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앙생활 실태의 측정도구는 본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본래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재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타당도검증이 뒤따라야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미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루지 못하여 후속연구에게 과제를 남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면서 봉사 변인과 전교 변인은 각

각 한 문항씩만 제작하여 문항의 신뢰도에서 원천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두 변인

(봉사 변인과 전교 변인)의 문항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후속연구의 몫으로 떠넘긴다.  

셋째, 본당 설립 5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실시하는 학술대회를 통하여 미흡하나마 

신자들의 신앙생활 실태를 밝혀내었다. 이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신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위해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성찰하는데 미미하나

마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 또한 후속연구의 몫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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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신자생활 실태에 대한 질문지

* 다음 문항을 읽고 문항별 해당 란 가운데 하나씩만 빠짐없이 체크 표시(또는 0표)해주시기 바랍

니다.

1. 성별(① 남  ② 여)

2. 연령(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이상)

3. 가족의 형태(① 부부만 ② 독신 ③ 부부+자녀  ④ 독신+자녀)

4. 월 평균 가구의 총 수입(① 100만 원 이하 ② 100만원 - 200만원 ③ 200만원 - 300만원     

④ 300만원 - 400만원⑤ 500만 원 이상) 

5. 소득에 대비한 교무금의 비율(① 10분의 1 ② 20분의 1 ③ 30분의 1 ④ 40분의 1 ⑤ 50     

분의 1 ⑥ 100분의 1)

6. 주일 봉헌금액(① 1,000원 ② 2,000원 ③ 3,000원 ④ 5,000원 ⑤ 5,000원-10,000원 

⑥ 10,000원 이상) 

* 아래에 있는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가장 적절한 숫자에 0표 하십시오.

                                                                  
  전혀       거의     어느 정도  상당히  매우 많이                                                            

안 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한다

7. 성경 읽기는 어느 정도 합니까?                   1         2           3          4         5 

8. 성경 쓰기는 어느 정도 합니까?                   1         2           3          4         5 

9. 식사 전 기도는 어느 정도 합니까?               1         2           3          4         5 

10. 식사 후 기도는 어느 정도 합니까?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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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묵주기도는 어느 정도 합니까?                   1         2           3          4         5 

12. 화살기도는 어느 정도 합니까?                    1         2           3          4         5 

13. 봉사(단체 활동)은 어느 정도 합니까?          1         2           3          4         5 

14. 전교활동은 어느 정도 합니까?                   1         2           3          4         5  

15. 평일 미사참례는 어느 정도 합니까?            1         2           3          4         5  

16. 주일 미사참례는 어느 정도 합니까?            1         2           3          4         5  

17. 의무 대축일 미사참례는 어느 정도 합니까?  1         2           3          4         5  

② 발표자 김경희 루치아: ‘공항동 성당 신자들의 행복도에 대한 인식’

공항동 성당 신자들의 행복도에 대한 인식

발표자: 김경희 루치아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원한다. 고대사회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행복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심리학

이 그동안 이상심리, 즉 증상과 질병 등 인간 심리의 부정적인 영역을 다루어왔던 것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면, 즉 행복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38년 백화점 재별 Grant의 후

원 하에 당시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학부에서 시작한 일명 그랜트연구이다. 그러다가 1990년대 

말 펜실베이니아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 Seligman은 건강한 삶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포문을 

열었다(이덕남 역, 2010: 19). 

행복은 복권에 당첨되듯이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타고나는 것도 아니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도 성공을 위해 노력하듯이 행복해지려고 노력하

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가벼운 보상쯤으로 

생각하는데, 성공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하버대학교 공중보건학부 교수이자 현재 그랜트연구의 책임연구자인 Vaillant(2009)는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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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인 「행복의 조건」에서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 성숙한 방어기제, 안정된 결

혼생활, 교육, 금주, 금연, 규칙적인 운동, 적당한 체중 등 7가지 변인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50

대에 7가지 변인 가운데 4가지 내지 5가지를 충족한 사람이 70대가 되어도 행복하게 잘산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그는 “행복하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불행보다 행복을 한층 더 좋아하게 될 

것이다”(이덕남, 2010)라고 역설하고 있다. 

한편 긍정심리학자 Csikzentmihalvi는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

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통제감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몰두하는 몰입의 두 가지 요

소를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복은 물질적인 개념과는 달리 남과 비교할 수 없다. 행불행은 자신의 맘먹기에 달려있는 것

이다.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행복하게 보여도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하게 되는 것이

다. 그래서 일찍이 원효 대사는 ‘일체유심조(一切唯心造)’, 즉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고 하

였다. 

또한 심리학자 Covey는 사람의 타고난 강점과 미덕을 찾아서 행복을 만들어 가는 데도 큰 도

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는 곧 행복의 가장 중요한 원천인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위해

서는 사랑의 능력이 필수적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하겠다. 그리고 Peterson과 Seligman 

(2004)은 인간의 덕목인 성격적 강점과 덕성을 6개의 핵심 덕목으로 분류하고 그 하위요소로 24

개의 성격적 강점과 덕성을 소개하였다(권석만, 2010: 177).  

따라서 본 연구는 Peterson과 Seligman의 행동덕목을 본 연구의 대상에 적합한 수준으로 대

폭 축소하고 수정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 강점과 미덕, 즉 사랑과 감사 그리고 영성 덕

목의 인식도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측정하려고 한다. 또한 측정 결

과를 분석함으로서 신자들의 신앙생활 행복도의 경향을 가름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인간의 긍정적 덕목인 사랑, 감사, 영성을 문헌을 통해서 리뷰하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연령, 가족의 형태)에 따라서 행복도(사랑, 감사, 영

성)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구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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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신자들의 행복도(사랑, 감사, 영성)에 대한 인식도는 그들의 성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

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둘째, 신자들의 행복도(사랑, 감사, 영성)에 대한 인식도는 그들의 연령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

가 있는지를 구명하고자 한다.

셋째, 신자들의 행복도(사랑, 감사, 영성)에 대한 인식도는 그들의 가족의 형태에 따라서 어떠

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신자들의 행복도(사랑, 감사, 영성)에 대한 인식도는 그들의 성별에 따라서 어떠

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신자들의 행복도(사랑, 감사, 영성)에 대한 인식도는 그들의 연령에 따라서 어떠

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신자들의 행복도(사랑, 감사, 영성)에 대한 인식도는 그들의 가족의 형태에 따라

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자들의 행복도(사랑, 감사, 영성)에 대한 척도는 Peterson과 

Seligman(2004)이 인간의 긍정적 특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한 ‘성격적 강점과 덕성’ 측정도

구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성격적 강점과 덕성’ 척도는 너무 방대하여 본 연구자는 그 가운데 일

부인 사랑, 감사, 영성 세 덕목만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는 공항동 본당 

신자에 적절한 성격적 강점인 24개의 덕목 가운데 세 개만을 사용하였기에 본래 측정하고자 하

는 의도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제한을 갖는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공항동 본당에 교적을 가진 신자들에게 국한하였기에 본 연구를 통

해 얻어진 결과를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물론 모든 경우에 일반화하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뒤따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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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1) 행복도

본 연구에 있어서 행복도는 신앙인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사랑, 감사, 영성에  국한한 덕목만을 

말한다. 즉, 이러한 사랑, 감사, 영성의 덕목은  Peterson과 Seligman(2004)이 개발한 성격적 

강점과 덕목 24개 가운데 신앙인의 신앙생활과 가장 많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 3가

지 덕목을 행복도라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있어서는 사랑, 감사, 영성의 인식정도를 행복도

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랑

일반적인 사랑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를 좋아하고 보살피는 마음이나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긍정적 성품으로서의 사랑은 서로를 좋아하고 보살피는 마음이나 행위를 나눌 수 

있는 심리적 능력을 말한다(권석만, 2016: 172). Sternberg는 사랑이 친밀감, 열정, 투신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친밀감은 사랑이 따뜻하고 푸근하게 느껴지는 것은 

친밀감 때문이며, 이러한 친밀감은 만남의 횟수와 교제기간에 비례하여 서서히 증가된다는 것이

다. 열정은 사랑의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동기 요인으로 친밀감과 달리 급속히 발전한다. 때로는 

상대방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강렬한 열정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 이처럼 열정은 친밀감과는 달

리 급속히 발전하지만 교제기간이 길어지면 열정의 강도는 감소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되는 것

이 일반적이다. 투신은 상대방을 사랑하겠다는 결정과 행동적 표현을 의미하며, 사랑하는 사람

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 자신을 구속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 완전한 사랑은 사랑의 세 요소, 

즉 친밀감, 열정, 투신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완전한 사랑으로 결혼한 부부의 경우, 세월이 

흐름에 따라 열정은 식고 친밀감과 투신만 남아 우애적 사랑으로 변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다. 또한 부부간의 갈등으로 열정과 친밀감마저 상실한 채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부부는 공허한 

사랑으로 변한다.  Sternberg는 사랑을 유지하고 키워나가기 위해서 서로는 사랑의 표현을 하여

야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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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owlby(1980)는 아이와 엄마의 유대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이론이 애착이론이

다. 애착에는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정애착, 불안애착 그리고 회피애착이

다. 안정애착은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해하며 잘 놀고 이별에는 불안을 보이다가도 엄

마가 돌아오면 불안이 신속하게 완화되는 아동의 행동 패턴을 말한다. 불안애착은 엄마와의 이

별에 극심한 불안을 나타내고 엄마가 돌아와서 달래도 밀치고 저항하는 경우를 칭한다. 회피애

착은 엄마와의 이별에도 무관심하며, 돌아와도 품에 안기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애착유

형은 엄마의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관성 있는 행동을 통해서 지지적인 애정을 나타

내는 엄마의 유아는 안정애착을 형성하게 된다. 안정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지니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다가간다. 또한 상대방

과의 친밀한 관계를 편안하게 느낄 뿐만 아니라 서로 독립성을 인정하며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집

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애착행동의 특성이 사랑 능력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한다.

또한 Vaillant는 성인발달 연구를 통해서 영성이나 종교적 믿음이 성공적인 노화에 그다지 크

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족스러운 노년, 성숙한 방어기제, 생산성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이었다. 이처럼 사랑이 종교적 믿음이나 영성보

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감사

감사는 대가 없이 또는 노력한 이상으로 주어지는 수혜에 대한 긍정적 정서와 표현을 의미한

다. 즉,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해택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곧 감사이다. 감사는 도움을 준 타인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긍정적 성품이라고 할 수 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했을 때 행복

해진다. 여기서 행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일상의 즐거움 또는 기쁨이기에 누구나 행복과 함

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누구나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McCullough 등(2001)은 감사를 일종의 도덕적 정서로 규정하고 도덕적 정서는 세 가지 기능

을 지닌다고 주장하고 있다(권석만, 2016; 451). 첫째, 감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혜택

을 입었다는 인식으로서 개인이 지닌 도덕적 지표의 기능을 지닌다. 둘째, 감사는 도덕적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수혜자가 수혜제공자와 다른 사람에게 친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는 기능을 

지닌다. 셋째, 감사는 도덕적 강화재로서의 기능을 한다. 즉, 수혜자가 감사를 경험하고 표현함

으로써 수혜제공자로 하여금 미래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친사회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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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여준다.  

Fitzgerald(1998)는 감사 경험으로부터 감사표현을 진전하는 과정을 세 가지 단계로 제시하

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수혜자가 수혜공급자에 대하여 고마움과 호감을 느끼며 감사경험을 하

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수혜제공자를 위해서 무언가 호의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품는 단계이다. 이런 경우는 Cialdini(2001)의 상호성의 법칙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이현우 

역, 2002). 즉, 상대방에게 호의를 받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의를 베푼 이에게 빚진 것으로 

여겨 자신도 베풀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단계는 그러한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이

다.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

로 표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판단과정이 개입된다(권석만, 2016: 452-453). 

감사의 덕성은 영성 또는 종교성과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Friedman & Toussaint, 

2006). 감사에는 성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감사를 더 많이 

경험하고 표현한다(권석만, 2016: 457). 감사의 표현과 보답의 양산도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권석

만, 2016: 459). 또한 Miller는 감사 증진을 위한 4단계의 인지 행동적 훈련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

안하고 있다. 첫째, 감사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생각을 포착한다. 둘째, 감사를 유발하는 생각들을 

고안한다. 셋째, 감사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생각을 감사하는 생각으로 대체한다. 넷째, 감사의 마

음을 외적인 행동으로 옮긴다. 이러한 훈련을 반복하게 되면 강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3. 영성

Vaillant는 깊은 믿음과 영성 속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것 역시 사랑 속에서 생을 마감하

는 것만큼이나 소중한 것이다(이덕남 역, 2010: 350). 나이가 들수록 종교적인 믿음이나 영성이 

더 깊어져 가는 것으로 여겨지는 데, 그것은 대체적으로 인간들은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신앙을 가진 노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에게 의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사람의 종교적, 영적 경험에 귀 기울일 줄 알게 되면 영성도 함께 발전하는 것이다. 영성

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동일시를 발전시킨다. 

Mahoney 등(1999)은 영성의 핵심적인 요소인 신성시를 통해서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한다(권석만, 2016: 520). 첫째, 사람들은 신성하게 여기는 대상을 계속 유지하고 보호하려 

한다. 둘째, 신성한 것을 위하여 자신의 많은 것을 투자하거나 희생할 수 있다. 셋째, 사람들은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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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강인한 힘을 얻으며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 여기

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들은 신성한 것과의 관계를 통하여 행복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Underwood(1999)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초월적 존재와의 유대감, 성령체험, 신의 사랑에 대

한 인식, 경외감, 일체감 등이 영성을 유지하고 강화한다(권석만, 2016: 521)고 한다. 

한편 권석만(2016)은 종교는 개인의 실수나 실패를 보상하는 영적인 정화기능을 지니는 것으

로 보았으며, 대부분의 종교적 의식에는 세 가지 단계가 포함된다고 하였다(521). 즉, 개인의 

죄에 대한 인정과 잘못에 대한 회개와 보상 그리고 신성한 수용과 용서가 수반되는 과거 청산 등

이다. 

그러나 Vaillant의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종교나 영성으로부터 멀

어지는 경향을 보였다(이덕남 역, 2010: 350-351)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곧 영성이나 종교적 

믿음이 행복한 노화에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과관계는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미미하나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Ⅲ.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표집대상은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해 있는 공항동 성당에 교적을 둔 가톨릭 신자 

732명에게 배부하여 732매 전원을 회수하였으며, 이들 가운데 부실한 응답을 한 11매를 제외한 

721매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토요일 저녁미사(특전미사), 일요일 아침 6시, 11시, 저녁 7시 

미사 등 4차례에 걸쳐  미사시간에 배부하여 그 자리에서 실시·회수하였으므로 100%의 회수율

을 보였다. 표집대상에 대한 질문지 배부 및 회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질문지 배부 및 현황

질문지 현황 인원(명) 비율(%)

질문지 배부 732 100%

질문지 회수 732 100%

무응답 11 1.5%

분석대상 721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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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의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자들의 행복도(사랑, 감사, 영성)에 대한 척도는 Peterson과 Seligman 

(2004)이 인간의 긍정적 특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한 ‘성격적 강점과 덕성’ 측정도구를 사용

하였다. 그러나 ‘성격적 강점과 덕성’ 척도는 너무 방대하여 본 연구자는 그 가운데 일부인 사랑, 

감사 그리고 영성 세 가지 변인만을 사용하였다.  

각 영별은 다음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각 변인별 문항 수

변인 문항 수 문항구분

인구학적 변인 3 1-3번 

감사 변인 4 4-7번

사랑 변인 4 8-11번

영성 변인 4 12-15번

3. 연구의 절차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시작으로 이에 관계되는 참고서적 및 관련서적 등

을 수집하고 여기에 맞는 연구의 방향 설정과 연구문제를 진술하였다.

제기된 연구문제와 관련된 기존의 질문지를 전문가의 도움으로 연구의 주제와 대상에 맞게 축

소·수정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통계처리와 함께 연구를 뒷받침해 줄 분석과 해석에 들어갔으며 

최종적으로 이 연구의 결론을 내린 다음 논문작성을 실시했다.

  

4. 자료의 처리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엑셀 2010으로 코딩하고personal computer용 

SPSS(statistical packages for the social science) 21버전 프로그램에 의한 t-test와 변량분

석(ANOVA; analysis of variance) 통계방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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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우선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선행연구와 결부시켜 논의하

였다.

 

1. 연구결과

1) 신자들의 행복도는 그들의 성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신자들의 성별에 따른 행복도 차이 검증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남성

(n=233)

여성

(n=488)
남성 여성

사랑 3.57 3.74 0.99 1.09 -2.058 .040*

감사 3.98 4.12 1.03 1.08 -1.582 .114

영성 3.48 3.79 1.03 1.03 -3.812 .000**

위의 <표 3>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사랑과 영성 변인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감사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행복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하위변인들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행복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인 가운데 감사 변인은 

성별에 상관없이 가장 높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앙인으로서 매사 하느님께 감사하

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몸에 베여있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남성의 경우는 감사(M=3.98), 사랑(M=3.57), 영성(M=3.48)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는 감사(M=4.12), 영성(M=3.79), 사랑(M=3.74) 순으로 드러나 남성은 영성보다 사랑을 여

성은 사랑보다 영성을 통해 행복감을 상대적으로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영성생활을 통해 상대적으로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데에서 기

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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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자들의 행복도는 그들의 연령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4>

와 같다.

<표 4> 신자들의 연령에 따른 행복도 차이 검증

종속변수 연령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사후분석

사랑 20대(a) 3.71 0.95 

3.088/.005**

30대(b) 4.02 0.68 

40대(c) 3.88 1.01 

50대(d) 3.60 0.86 

60대(e) 3.64 1.00 

70대이상(f) 3.62 1.26 

감사 20대(a) 3.85 0.78 

2.026/.060

30대(b) 3.93 0.87 

40대(c) 4.00 0.88 

50대(d) 3.99 1.07 

60대(e) 4.10 1.06 

70대이상(f) 4.19 1.21 

영성 20대(a) 3.16 0.77 

6.193/.000***
e,f>a

f>b

30대(b) 3.32 0.75 

40대(c) 3.58 0.68 

50대(d) 3.57 0.87 

60대(e) 3.78 1.08 

70대이상(f) 3.88 1.23 

위의 <표 4>에서 나타나 있듯이 사랑과 영성 변인은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감사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사랑 변인의 경우는 30대(M=4.02), 40대

(M=3.88), 20대(M=3.71), 60대(M=3.64), 70대(M=3.62), 50대(M=3.60) 순으로 나타나 대체

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나이든 세대에 비하여 높게 반영하여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감사 변인의 경우는 70대(M=4.19), 60대(M=4.10), 40대(M=4.00), 50대

(M=3.99), 30대(M=3.93), 20대(M=3.85)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성 변인의 경우는 70대

(M=3.88), 60대(M=3.78), 40대(M=3.58), 50대(M=3.57), 30대(M=3.32), 20대(M=3.16)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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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드러나 감사 변인과 영성 변인은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그들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변

인으로 인식하는 반면 사랑 변인은 오히려 연령이 낮을수록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퍽 대조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신자들의 행복도는 그들의 가족형태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신자들의 가족유형에 따른 행복도 차이 검증

종속변수 가족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사후분석

사랑

부부(a) 3.63 1.11 

.901/.463
독신(b) 3.62 1.12 

부부+자녀(c) 3.74 0.96 

독신+자녀(d) 3.57 0.87 

감사

부부(a) 4.15 1.02 

2.534/.039*
독신(b) 3.98 1.23 

부부+자녀(c) 4.06 0.99 

독신+자녀(d) 3.96 0.90 

영성

부부(a) 3.77 1.06 

.886/.472
독신(b) 3.68 1.26 

부부+자녀(c) 3.64 0.95 

독신+자녀(d) 3.83 0.76 

위의 <표 5>에서 나타나 보이듯이 감사 변인은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드러났으나 사랑 변인과 영성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사랑 변인의 경우는 부부+자녀(M= 

3.74), 부부(M=3.63), 독신(M=3.62), 독신+자녀(M=3.57)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연령에 따른 

30대와 40대가 60대와 70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보아 여기서 부부

+자녀(M=3.74)는 젊은 부부와 어린 자녀와 동거하는 가족의 형태라는 추정이 가능하며, 이는 

젊은 부부와 어린 자녀의 가족형태는 사랑하는 가정의 전형적인 형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

을 것 같다. 반면에 독신+자녀(M=3.57)의 가족 형태는 연세가 있는 독신 부모와 성장한 자녀가 

동거하는 가족형태로 추정이 가능하며, 부부+자녀(M=3.74)의 가족형태에 비해 부모와 자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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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갈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여 진다.   

감사 변인의 경우는 부부(M=4.15), 부부+자녀(M=4.06), 독신(M=3.98), 독신+자녀(M= 3.96)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위의 가족의 형태에 따른 사랑의 형태와도 무관하지 않으며 연세가 있

는 부부로서 오랜 결혼생활과 신앙생활에 만족하면서 서로에게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고마움

의 발로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영성 변인의 경우는 독신+자녀(M=3.83), 부부(M=3.77), 독신(M=3.68), 부부+자녀(M= 3.6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의 사랑의 경우와는 대체적으로 상반된 결과로 밝혀졌는데 

영성의 경우는 가정의 환경이 상대적으로 덜 안정된 처지에 놓여 있어 하느님께 의지하고자 할 

경우가 절실한 데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싶다.  

2. 논의

본 연구는 세 가지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즉, 신자들의 성별, 연령 그리

고 가족의 형태에 따라 그들의 행복도(사랑, 감사, 영성)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

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성별과 연령에 관련된 것이어서 이 두 변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한

다는 사실을 밝혀둔다.

본 연구에서 행복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인인 사랑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

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Vaillant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보고서 형식의 저서에서 성인발달 

연구를 통해서 영성이나 종교적 믿음이 성공적인 노화에 그다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만

족스러운 노년, 성숙한 방어기제, 생산성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랑이 종교적 믿

음이나 영성보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보고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행복도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하나의 하위변인인 감사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

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Friedman과 Toussaint(2006)는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감사를 더 많이 경험하고 표현한 것과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들이 남성에 비하여 상냥하고 예의 바른 성향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

로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 행복도를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하위변인인 영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

수록 영성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내보였다. 그러나 Vaillant의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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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나이가 들수록 종교나 영성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을 보여 본 연구의 결과와는 대조를 보

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톨릭의 역사가 훨씬 긴 서구사회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그들의 합리

적인 사고와 우리나라 신자들은 합리적인 사고보다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는 맹목적이고 비합

리적인 믿음도 불사하는 신앙심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여 진다.   

Ⅴ.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공항동 신자들의 성별, 연령, 가족의 형태에 따라서 행복도(사랑, 감사, 영성)

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구명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관련된 문헌들을 선행으로 하여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다음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신자들의 행복도(사랑, 감사, 영성)에 대한 인식도는 그들의 성별에 따라서 어떠

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신자들의 행복도(사랑, 감사, 영성)에 대한 인식도는 그들의 연령에 따라서 어떠

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신자들의 행복도(사랑, 감사, 영성)에 대한 인식도는 그들의 가족의 형태에 따라

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의 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자들의 행복도(사랑, 감사, 

영성)는 Peterson과 Seligman(2004)이 인간의 긍정적 특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한 

‘성격적 강점과 덕성’에 대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성격적 강점과 덕성’ 척도는 너

무 방대하여 본 연구자는 대폭 축소하여 그 가운데 일부인 사랑, 감사, 영성 세 가지 변인만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질문지를 가지고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해 있는 공항동 성당에 교적을 둔 가톨릭 신

자 732명에게 배부하여 732매 전원을 회수하였으며, 이들 가운데 부실한 응답을 한 11매를 제

외한 721매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Excel 2010으로 코딩하고Personal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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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SPSS(statistical packages for the social science) 21버전 프로그램에 의한 t-test와 변량

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 통계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하위변인들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반응한 것으로 밝혀

졌다. 특히 감사 변인은 성별에 상관없이 가장 높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나 행복을 결정짓는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감사 변인과 영성 변인은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그들의 행복도에 영향을 주는 변

인으로 지각하는 반면 사랑 변인은 오히려 연령이 낮을수록 그들의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가족의 형태에 따른 사랑 변인의 차이검증에서는 부부+자녀, 부부, 독신, 독신+자녀 순

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 변인의 경우는 부부, 부부+자녀, 독신, 독신+자녀 순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영성 변인의 경우는 독신+자녀, 부부, 독신, 부부+자녀 순으로 신자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행복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하위변인들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반응한 것으로 밝혀

졌다. 행복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인 가운데 감사 변인은 성별에 상관없이 가장 높게 반응한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앙인으로서 매사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

하는 마음이 몸에 베여있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남성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감사(M=3.98), 사랑(M=3.57), 영성(M=3.48) 순으

로 인식하는 반면 여성은 감사(M=4.12), 영성(M=3.79), 사랑(M=3.74) 순으로 드러나 남성은 영

성보다 사랑을 여성은 사랑보다 영성을 통해서 행복감을 상대적으로 많이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둘째, 연령에 따른 사랑 변인의 차이검증에서 30대(M=4.02), 40대(M=3.88), 20대(M= 3.71), 

60대(M=3.64), 70대(M=3.62), 60대(M=3.60)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나이든 

세대에 비하여 사랑을 행복의 주요변인으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감사 변인의 경우는 70대

(M=4.19), 60대(M=4.10), 40대(M=4.00), 50대(M=3.99), 30대(M=3.93), 20대(M=3.85)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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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 오히려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사 변인을 행복의 주요변인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성 변인의 경우는 70대(M=3.88), 60대(M=3.78), 40대(M=3.58), 50대(M=3.57), 30

대(M=3.32), 20대(M=3.16) 순으로 드러나 감사 변인처럼 영성 변인은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

수록 그들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가족의 형태에 따른 사랑 변인의 차이검증에서는 부부+자녀(M=3.74), 부부(M= 3.63), 

독신(M=3.62), 독신+자녀(M=3.5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 변인의 경우는 부부(M=4.15), 

부부+자녀(M=4.06), 독신(M=3.98), 독신+자녀(M=3.96) 순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영성 변인의 

경우는 독신+자녀(M=3.83), 부부(M=3.77), 독신(M=3.68), 부부+자녀(M=3.64) 순으로 드러나 

사랑은 부부+자녀, 감사는 부부 그리고 영성은 독신+자녀의 가족형태가 행복의 주요 변인으로 

밝혀져 경향성을 유추할 수 없었다. 

3.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자들의 행복도(사랑, 감사, 영성)에 대한 척도는 Peterson과 

Seligman(2004)이 공동 개발한 것으로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본 연구자는 대폭 축소하여 그 

가운데 일부인 사랑, 감사, 영성 세 덕목만을 사용하였기에 본래 측정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제한을 갖기에 타당도 검증과 신뢰도 검증이 뒤따라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루지 못하여 후속연구에게 과제를 남긴다.    

둘째, 행복은 신앙인, 비신앙인 가릴 것 없이 누구나 바라는 인간 욕구의 최고의 덕목이다. 비

록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공항동 본당에 교적을 가진 신자들에게 국한하였지만 이 분야

의 연구는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성이 있을 지니고 있다.  

셋째, 본당 설립 5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실시하는 학술대회를 통하여 미흡하나마 

신자들의 행복도에 대한 인식도 결과를 밝혀내었다. 이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신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행복 추구를 위해 노력을 배양하는데 미미하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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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행복도(성격적 강점과 특성)에 관한 질문지

* 다음 문항을 읽고 문항별 해당 란 가운데 하나씩만 빠짐없이 체크 표시(또는 0표)해주시기 바랍

니다.

1. 성별(① 남  ② 여)

2. 연령(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이상)

3. 가족의 형태(① 부부 ② 독신 ③ 부부+자녀 ④ 독신+자녀)

* 아래에 있는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귀하가 지난 1년간 실제로 어떠했는지에 근거하여 귀하에게 

가장 적절한 숫자에 0표 하십시오.

 

                                                                               
  전혀     약간  어느 정도  상당히  매우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4. 나는 내 삶에 사랑이 존재하는 것을 항상 느낀다.       1       2         3         4       5 

5. 나는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스러운 면을 잘 발견하는   1       2         3         4       5 

    편이다. 

6. 나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1       2         3         4       5  

7.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사람 중에서 내가 인간으로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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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8. 나는 내 인생에서 많은 축복을 받았다.                     1       2         3         4       5

9. 나를 돌보아주는 사람에게 항상 감사를 전한다.         1       2         3         4       5

10. 내 생애 동안 내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다.       1       2         3         4       5

11. 나는 매일 깊은 감사를 느낀다.                               1       2         3         4       5

12. 나는 절대적인 힘 또는 하느님의 존재를 믿는다.        1       2         3         4       5

13. 나는 종교적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1       2         3         4       5

14. 나는 종교가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5. 지난 24시간 이내에 명상이나 기도를 하는데 30분     1       2         3         4       5

     이상을 보냈다.     

끝까지 설문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③ 발표자: 김해진 히지노: ‘가톨릭 신자들의 죽음에 문화에 대한 인식’

가톨릭 신자들의 죽음의 문화에 대한 인식

발표자: 김해진 히지노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언제부터인지는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사회는 생명경시사상이 만연해졌다. 날이 갈수

록 심화되어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불과 5, 6십년 전만해도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최단기간 동안 부(富)를 이루어 인류역사상 유래 없는 

기록을 세워 빈국들로부터 부러움을 살만큼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작금은 그

것에 따른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루고 있다고 하여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

이다. 

인도의 현자 간디는 일찍이 그의 저서 「젊은 인도」에서 사회가 붕괴되기 직전에 일어나는 말

기적 현상을 7가지로 규정하고 이를 ‘사회적 악’이라고 하였다. 즉, 원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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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양심 없는 쾌락,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그리고 희생 없는 종교 등

을 들고 있다. 간디의 책이 발간된 지 100년이 지났음에도 어쩌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사회적 병

리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에 충분하다. 

우선 자살의 경우 여러 통계치가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우리나라의 자살

률은 201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 가입국가 가운데 1위로, 11년째 자살률 1

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이어가고 있다. 더구나 1985년 이후 다른 OECD국가들은 자살률 감소추

세를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낙태 실태 또한 2010년 기준으로 출생아 대비 낙태 건수는 OECD국가 중에서 단연 1위이며 낙

태율(가임여성 1,000당 낙태 건수)은 세계 4위라고 보고하고 있다. 낙태 건수와 각국의 출생아 

대비 낙태 건수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안락사의 경우도 합리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최근에 와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추

세이다. 모든 생명체는 자기의사와는 상관없이 태어난다. 죽음도 출생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

지가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신앙적인 입장이다. 특히 우리 가톨릭에서는 생로병사의 모

든 과정은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안락사

는 자연사와 구분되는 큰 죄악임이 분명하다. 

최근 들어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동학대는 친부모에게 당하는 경우가 70%가 넘는다는 것이다. 밖에서는 

존경받는 이가 가정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시신을 수년간 집안에 숨겨왔던 사건은 죽음의 문화의 극치를 이룬다할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들의 잇단 자살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

다. 무엇보다도 학교는 폭력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폭력에 

시달리다 끝내 죽음을 택하게 된 어느 중학생의 자살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고부터 많은 

국민들은 안타까워하며 우울해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곳곳에 죽음의 문화가 도사리고 있기에 우리 국민들은 불안에 떨며 두려워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항동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아 생명경시사상에서 기인된 죽음의 문화(자

살, 낙태, 안락사, 아동학대, 학원폭력)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미미하나마 죽음

의 문화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묘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180     공항동본당 50년사

2. 연구의 목적 및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공항동 신자들의 죽음의 문화에 대한 인식도는 그들의 성별, 연령, 가족의 

형태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구명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죽음의 문화에 대한 인식도는 공항동 본당 신자들의 성별에 따라

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둘째, 공항동 본당 신자들의 죽음의 문화에 대한 인식도는 그들의 연령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

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공항동 본당 신자들의 죽음의 문화에 대한 인식도는 그들의 가족의 형태에 따라서 어떠

한 차이가 있는지를 구명해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공항동 성당 신자들의 죽음의 문화에 대한 인식도는 그들의 성별에 따라서 어떠

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공항동 성당 신자들의 죽음의 문화에 대한 인식도는 그들의 연령에 따라서 어떠

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공항동 성당 신자들의 죽음의 문화에 대한 인식도는 그들의 가족의 형태에 따라

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앙생활 실태에 대한 측정도구는 본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본래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재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타당도와 신앙생활 실태 측정도구가 

일관성 있는 측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즉 측정도구에 대한 믿음성, 안정성, 일관성, 예측성, 

정확성을 알아보는 신뢰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공항동 본당의 교적을 가진 신자들이기에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

를 가지고 모든 성당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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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생명경시풍조

본 연구에 있어서 생명경시사상은 천부인권사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

중한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업신여기는 것을 말한다. 즉, 생명이 있는 것을 괴롭히거나 

심지어 죽이고도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 자살도 자기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며, 폭력, 학대, 구타, 

살인, 낙태 등도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이다. 생명경시사상은 반드시 인간만이 아

니라 아무 죄 없는 동물을 괴롭히거나 죽이는 것도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다. 또한 살아있는 식물

을 꺾고 망가뜨리는 행위도 생명을 경시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죽음의 문

화는 생경경시사상에서 기인된 것으로 본다.

2. 죽음의 문화

위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 있어서 죽음의 문화의 원인은 생명경시사상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며, 여기서 죽음의 문화란 자살, 낙태, 안락사, 아동학대 그리고 학교폭력을 말한다.

1) 자살

웹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13년 발생한 자살자는 14,427명으로 39명이 자살하는 것으

로 밝히고 있다. 2시간에 3명꼴로 자살률은 OECD국가들 가운데 단연 1위이다. 

가족 구성원 가운데 과거에 자살을 한 사람이 있는 아이나 청소년은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는 곧 주위의 자살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모방자살의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

로 보여 진다. 절망감은 자살의 중요한 공통적 위험 요소이며 우울증과 절망감의 조합은 특히 위

험하다(김동일 역, 2015: 27). 

미국의 경우 모방자살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

고 있다(김동일 역, 2015: 146-149). 첫째, 죽은 학생이나 자살 사건을 절대로 미화하거나 낭

만적으로 묘사하거나 영웅시 하지마라는 것이다. 둘째, 학생의 죽음을 공공 시스템 혹은 학내 

방송을 통해 알리지 말라고 한다. 셋째, 학교 내에서의 추도식을 지속하거나 휴강 혹은 휴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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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넷째, 절대로 자살은 고통을 끝내는 방법으로 논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섯째, 자살

로 인한 죽음의 자세한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최소화하라는 것이다. 모방심리가 강한 청소년들

에게 있어서 미국의 경우 모방자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실효를 거두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다년간 불명예스럽게 OECD국가 가운데 1위인 것도 우리 사회가 그만

큼 병폐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할 수 없는 청소년들은 우리사회가 그

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부(富)의 불평등으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젠 계층 간의 갈등을 넘어서 세대 간의 갈등이 

노골화 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자살을 예방하는 뚜렷한 편람도 없

는 것 같다. 가톨릭에서는 자살을 죄악시한다. 출생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듯이 죽음 또한 자신

이 선택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생명력을 불어 넣은 하느님의 몫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 밖에 없

는 목숨을 귀중하게 여겨 자살률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낙태

우리나라는 낙태 금지 국가이기 때문에 정확한 낙태실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다.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여러 통계치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임을 먼저 밝힌다. 우리나

라 정부가 최초로 공식적인 낙태실태를 조사한 것은 2004이고 그 결과를 2005년도에 발표했는

데 연간 34만여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당시에 매 5년마다 낙태실태를 조사하기로 하였

기 때문에 2009년에 조사하여 이듬해 2010년에 발표했는데 그 결과치는 17만여 건으로 불과 5

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어들어 전문가들조차도 한 사회의 낙태 형태가 5년 사이에 급변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낙태실태가 연간 17만 건으로 인정한다하더라도 이 수치는 OECD국가 가운데 단연 

1위이며, 낙태율은 세계 4위이다. 2005년도에 발표한 낙태실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공

임신중절(낙태)시술은 불법낙태는 32만 7,494건으로 95.6%인 반면 합법낙태 1만 4,939건으

로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인구 1,000명 낙태율은 29.8명인데, 기혼은 28.6

명인데 반하여 미혼은 31.6명으로 미혼이 기혼을 앞지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령별에 따

른 낙태율은 15-19세가 8.1%, 20-24세가 42.2%, 25-29세가 40.0%, 30-34세가 38.0%, 

35-39세가 32.7%, 40-44세가 13.4%로 나타나 20대가 62.2%로 낙태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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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낙태율이 OECD 나라들 가운데 1위 반면 자연출생률

은 가장 낮은 국가임으로 대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연출생률이 낮으면 훗날 

큰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자연출생률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에

서 가장 먼저 사라진다는 충격적인 시나리오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KBS<명견만리> 제작팀, 

2016: 48-49). 2100년, 5,000만이 넘었던 인구는 반 토막이 난다. 인구감소는 서울 지하철 노

선도 바꾸어 9개 노선 중 4개가 폐선 된다. 잠재성장률은 진즉에 0%대에 머물고 있고, 국민연금

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다. 국가 파산 위기 이후 세금과 공공요금은 날로 치솟고 있다. 국토의 

절반, 사람이 살지 않는 지방 도시들은 방치된 채 황폐화된다. 

2400년, 한때 대한민국 제2의 도시였던 부산에서는 탈출 행렬이 일어난다. 이들은 도시 기능

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경기권으로 이주한다. 2413년, 텅 빈 도시에 마지막 아기 울음소리만 

들린다. 부산 성장을 상징했던 영도다리는 흉물로 변한다. 2505년, 천만 안구를 자랑했던 수도 

서울에 마지막 시민이 태어난다. 그리고 2750년,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

라가 된다.  

우리나라 자연출생률이 낮은 원인 중의 하나가 낙태이므로 이로 인하여 새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죽어가는 것을 줄이는데 정부와 온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할 때

이다. 

3) 안락사

안락사는 영어로 euthanasia인데, 이는 라틴어의 좋은 죽음에서 유래되었다(한국종교학회, 

1998). 이러한 안락사는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로 구분되는데,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 

본인이 바라지 않는 연명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안락사 시키는 방법으로 존엄사(death of 

dignity)라고 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명시 또는 묵시에 따라서 의사가 작위적으로 행하는 

안락사를 말한다. 

특히 적극적인 안락사는 합법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 대안으로 4가지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한국생물과학학회, 2008). 즉, ①환자가 불치의 질병상황으로 의

학적인 견해로는 죽음이 임박상태에 있다는 것 ②정신적 고통 외에 육체적 고통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태에 처했을 때 ③환자자신이 안락사에 대한 뚜렷한 의사를 평소에 갖고 있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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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죽음을 유도하는 수단이 고통이 없는 의학적 방법이라는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의 의사나 권리를 중시하는 학설은 인도주의, 합리주의라는 병자와 상관없는 이유

에 의해서 살해를 허용하는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안락사의 합법성의 근거는 그 행위가 고통

에 가득 찬 짧은 생명보다는 편안한 죽음을 선택한다는 병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거하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죽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의식불

명의 환자에 대한 합법일 수가 없다(한국종교학회, 1998).

그러나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인간이 불치병으로 죽어갈 때 안락사를 택할 수 없는 

이유를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은 회복 불가능한 병에 걸려 지독한 고통으로 죽어갈 때 동물

병원에 데려가 안락사를 요청하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잔인하다는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정작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안락사를 시도하면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역설하였다. 이처럼 안락사

에 대한 인식은 종교적 관점과 세속적인 관점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 가톨릭에서는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은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안락사는 자연사와 구분되는 큰 죄악임이 분명하다. 물론 본 연구

를 통해서 과연 가톨릭 신자들은 죽음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종교적 관점에서 인식하는지 아니

면 세속적인 관점에서 인식하는지가 밝혀지리라 사료된다.   

4) 아동학대

보건복지부의 2011년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된 아동학대 건수는 총 2만 9,381건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가해자의 79.7%가 부모로 조

사되었다. 아동학대 유형으로는 복합적 학대 41.40%로 가장 많고, 방치 33.30%, 심리적 학대 

13.88%, 신체적 학대 6.93, 성적학대 4.50%로 나타났다(심리학용어사전, 2014). 아동학대는 

거의 80%는 놀랍게도 부모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대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Fontana, 1984). 첫째, 부부 갈등 및 폭력으로 

배우자에게 물리적으로 학대당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식에게 학대를 가할 가능성

이 높다. 둘째,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학대당하거

나 방치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Bethea, 1999). 셋째, 부모가 어린 시절에 아동학대를 당

한 경험을 했을 경우에 자식에게 심리적 학대를 가할 확률이 높다, 넷째, 알코올중독, 약물, 마약 

등을 복용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학대를 가할 확률이 높다. 이 밖에 고용문제, 재정적 어려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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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경제적 문제도 아동학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동은 성인들에 비하여 쉽게 희생당할 위험이 크다. 실제로 폭력을 가하는 성인들의 보고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보다 아동에게 더 심하게 폭력을 가한다고 한다. 유아와 

십대 아동은 형제간의 폭행과 같은 일련의 폭력을 성인보다 더 자주 경험한다. 아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성인보다 희생을 당할 위험이 많다(이순례, 문연심, 신건호 역, 2005: 416-417). 첫째, 

아동은 돌보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더 의존적이다. 둘째, 아동은 체구가 작고 지적으로도 미숙해

서 성인이나 나이 든 아동에 비해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약하다. 셋째, 아동은 성인과 달리 환경

과 사회적 관계를 선택할 기회가 적어 집에서 살거나 학교에 가야하기 때문에 학대를 가하는 사

람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본 절 서두에서 밝혔듯이 아동학대의 거의 

80%가 친부모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소유 관념에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자녀에 대한 관념이 우리와는 판이하다. 그들은 자녀를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하느님이 주신 선물인 만큼 자녀를 잘 키움으로서 하느님이 나

중에 더 큰 선물을 주신다고 믿기에 자신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우리처럼 맘대로 학대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다.    

5) 학교폭력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들의 잇단 자살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무

엇보다도 학교는 폭력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폭력에 시달

리다 끝내 죽음을 택하게 된 어느 중학생의 자살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고부터 많은 국민

들은 안타까워하며 우울해하고 있다하여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도대체 피해학생이 학

교에서 지속적으로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면서 금품을 갈취당하고 있었을 때, 학교당국과 교사

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과연 무엇을 했던가? 이는 단순히 학교당국과 교사들의 책임문제만은 

아니기에 학교폭력 사태는 우려했던 것보다 더욱 심각하다 하겠다. 그 이유는 피해를 당한 학생

들의 부모들 역시 심한 자괴감으로 심리적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며, 또한 이 나라를 

운영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수많은 공직자들 역시 도의적 책임을 피해가기는 힘들 것이기 때

문이다. 

이 같은 학교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기서 학교폭력이란 교내 또는 학교근처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폭력, 금품갈취, 집단따돌림(왕따), 사이버폭력, 언어폭력(욕설, 공갈,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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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등 성인이 하는 대부분의 폭력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인들보다 더 

잔인하며 10대 청소년들의 범행수법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미래의 새싹이자 희망인 청소년들이 당했던 정신적·육체적인 고

통과 모멸감 속에서 보낸 긴 날들을 견디지 못해 죽음을 택했다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안타깝

고 끔찍하다. 어떤 피해학생은 가족들이 알게 되는 날이면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피해를 보

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가해학생들이 요구하는 금품갈취에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었다

고 한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왕따와 같은 집단따돌림을 ‘이지메’라고 하는데, 이는 그 조직에서 

가장 열등한 구성원 한명을 집중적으로 따돌리는 것을 말한다. 이 이지메는 학교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집단, 즉 직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열등한 한명의 구

성원으로 인하여 조직전체가 불이익을 당하므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없어지기를 원하기 때

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왕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지메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를테면 공부 잘한다고 왕따를 받는가하면 공부 못한다고 받고 

예뻐서 왕따를 당하는가하면 못생겼다고 당하기도 한다. 언제 자신이 왕따 대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며, 언제나 집단따돌림의 가해자들 편에 서기를 원하며, 피해자를 도와주고 

싶어도 선 듯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피해자와 같이 자신도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해를 하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데 심각성은 클 수

밖에 없다.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수정함에 있어서 먼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고도 그러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조차 모르기에 잘못

된 행동을 바로잡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편 가해자 학생들의 대부분은 집단따돌림을 친구 사이의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다. 우리속담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피해자는 감당하기 어

려우리만큼 힘든 고통을 감내해야 하지만 가해자는 한낱 장난으로 여기고 있는 현실로 미루어볼 

때 아직 가치판단능력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왕따의 심각성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교육의 필요성

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가해학생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느낄 

때 위협이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이는 명백한 폭력이다.

무엇보다도 학교폭력은 입시위주의 잘못된 공교육이 존재하는 한 근본적인 학교폭력의 단절

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급학교 진학과 더 나은 대학을 진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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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끝없는 경쟁 속에서 쌓이는 스트레스를 집단따돌림으로 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든다.  

Ⅲ.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표집대상은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해 있는 공항동 성당에 교적을 둔 가톨릭 신자 

732명에게 배부하여 732명 전원을 회수하였으며, 이들 가운데 부실한 응답을 한 11명을 제

외한 72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토요일 저녁미사(특전미사), 일요일 아침 6시, 

11시, 저녁 7시 미사 등 4차례미사시간 배부하여 그 자리에서 실시·회수하였으므로 100%의 

회수율을 보였다. 표집대상에 대한 질문지 배부 및 회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 1> 질문지 배부 및 현황

질문지 현황 인원(명) 비율(%)

질문지 배부 732 100%

질문지 회수 732 100%

무응답 11 1.5%

분석대상 721 98.5%

2. 검사의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자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도의 척도는 본 연구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

아 직접 제작하였다. 이러한 죽음의 문화를 구성하는 변인으로서는 자살, 낙태, 안락사, 아동학

대 그리고 학교폭력 변인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변인은 다음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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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각 변인별 문항 수

변인 문항 수 문항구분

인구학적 변인 3 1-3번

자살 변인 3 4-6번

낙태 변인 3 7-9번

안락사 변인 3 10-12번

아동학대 변인 3 13-15번

학교폭력 변인 3 16-18번

3. 연구의 절차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시작으로 이에 관계되는 참고서적, 관련논문 등을 

수집하여 리뷰하고 여기에 맞는 연구의 방향 설정과 연구문제를 진술하였다.

제기된 연구문제와 관련된 질문지를 전문가의 도움으로 연구의 주제와 대상에 맞게 제작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통계처리와 함께 연구를 뒷받침해 줄 분석과 해석에 들어갔으며 최종적으로 

이 연구의 결론을 내린 다음 논문작성을 실시했다.

  

4. 자료의 채점 및 통계의 처리

본 연구에 있어서 문항별 채점은 긍정적인 질문에 ‘예’는 3점, ‘아니요’는 1점, 그리고 ‘둘 다 

반응을 하지 않거나 둘 다에 반응할 경우’는 2점, 그리고 부정적인 질문에 ‘예’는 1점, ‘아니요’는 

3점,  그리고 ‘둘 다 반응을 하지 않거나 둘 다에 반응할 경우’는 2점으로 환산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엑셀 2010으로 코딩하고 Personal 

Computer용 SPSS(statistical packages for the social science) 21버전 프로그램에 의한 

t-test와 변량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 통계방법을 적용하였다.

Ⅳ. 연구의 결과 및 해석 

1. 신자들의 성별에 따른 죽음의 문화에 대한 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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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들이 인식한 죽음의 문화는 그들의 성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신자들의 성별에 따른 죽음의 문화에 대한 차이검증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남성

(n=233)

여성

(n=488)
남성 여성

자살 2.23 2.23 .51 .56 -.077 .938

낙태 2.04 2.09 .45 .44 -1.351 .177

안락사 2.17 2.11 .44 .48 1.611 .108

아동학대 1.69 1.61 .43 .41 2.591 .010**

학교폭력 1.76 1.72 .39 .41 1.321 .187

이상의 <표 3>에서 나타내보이듯이 성별에 따른 죽음의 문화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아동학대

를 제외한 자살, 낙태, 안락사 그리고 학교폭력 변인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는 안락사(M= 

2.17), 학대(M=1.69), 학교폭력(M=1.76)으로 여성보다 높은 점수를 나태내보여 상대적으로 죽

음의 문화에 대해서 허용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여성의 경우, 낙태(M=2.09)가 남성에 비해 

허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선천적으로 여성보다 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것에다가 죽음의 문화에 대해서도 허용적인 환경에 노출된 것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여 진다. 반

면 낙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반응한 것은 임신의 당사자로서 원하지 않은 임신에 대한 낙태

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반응한 결과로 추정된다.   

특히 자살은 남녀가 똑같이 M=2.23으로 반응해 죽음의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하위변인

들에 비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우리나라가 OECD국가 가운데 자살률

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다. 왜냐하면 천주교 신자들

은 종교를 갖지 않은 이들은 물론이고 타 종교인보다도 자살을 죄악시하기 때문이다. 

2. 신자들의 연령에 따른 죽음의 문화에 대한 차이검증

신자들이 인식한 죽음의 문화는 그들의 연령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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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신자들의 연령에 따른 죽음의 문화에 대한 차이검증

종속변수 연령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사후분석

자살

20대(a) 2.33 0.57 

2.400/.026*

30대(b) 2.29 0.53 

40대(c) 2.34 0.48 

50대(d) 2.22 0.51 

60대(e) 2.22 0.55 

70대이상(f) 2.19 0.57 

낙태

20대(a) 1.89 0.42 

2.553/.019*

30대(b) 1.96 0.43 

40대(c) 2.00 0.41 

50대(d) 2.07 0.47 

60대(e) 2.11 0.42 

70대이상(f) 2.11 0.45 

안락사

20대(a) 2.05 0.54 

0.923/.477

30대(b) 2.20 0.46 

40대(c) 2.20 0.44 

50대(d) 2.11 0.47 

60대(e) 2.13 0.46 

70대이상(f) 2.11 0.48 

아동학대

20대(a) 1.54 0.32 

1.877/.082

30대(b) 1.62 0.35 

40대(c) 1.56 0.42 

50대(d) 1.72 0.44 

60대(e) 1.61 0.41 

70대이상(f) 1.64 0.43 

학교폭력

20대(a) 1.83 0.46 

2.142/.047*

30대(b) 1.86 0.48 

40대(c) 1.68 0.40 

50대(d) 1.77 0.40 

60대(e) 1.75 0.39 

70대이상(f) 1.68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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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표 4>에서 나타내보이듯이 연령에 따른 죽음의 문화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자살, 낙

태, 학교폭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안락사와 아동학대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자

살과 학교폭력은 젊을수록 높게 반응하는 반면 낙태, 안락사 그리고 아동학대는 대체적으로 연

령이 높아질수록 높은 반응을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40대가 자살(M=2.34)과 안락사(M=2.20)에서는 다른 세대에 비하여 높게 반응하여 허용

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아동학대(M=1.56)와 학교폭력(M=1.68)은 다른 세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죽음의 문화도 결국 자기와의 이해관계에 

의해 경우에 따라 인식을 달리한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즉, 40대는 6-70대의 부모를 둔 자식의 

역할과 초·중등학생의 부모의 역할을 겸하는 처지에 놓여있으므로 죽음의 문화를 이루고 있는 

하위변인의 특성에 따라서 허용적일수도 있고 때로는 불허를 견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들 수 있다. 

3. 신자들의 가족유형에 따른 죽음의 문화에 대한 차이검증

신자들이 인식한 죽음의 문화는 그들의 가족의 형태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신자들의 가족의 형태에 따른 죽음의 문화에 대한 차이검증

종속변수 가족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사후분석

자살

부부(a) 2.22 0.51 

1.140/.336
독신(b) 2.26 0.55 

부부+자녀(c) 2.25 0.54 

독신+자녀(d) 2.11 0.53 

낙태

부부(a) 2.17 0.44 

3.318/.010*
독신(b) 2.05 0.42 

부부+자녀(c) 2.03 0.44 

독신+자녀(d) 2.12 0.49 

안락사

부부(a) 2.16 0.46 

.347/.846
독신(b) 2.10 0.47 

부부+자녀(c) 2.13 0.47 

독신+자녀(d) 2.13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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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부부(a) 1.64 0.37 

3.761/.005**
독신(b) 1.62 0.47 

부부+자녀(c) 1.64 0.40 

독신+자녀(d) 1.52 0.43 

학교폭력

부부(a) 1.68 0.40 

2.543/.039*
독신(b) 1.77 0.38 

부부+자녀(c) 1.76 0.42 

독신+자녀(d) 1.63 0.37 

이상의 <표 5>에서 나타내보이듯이 가족의 형태에 따른 죽음의 문화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낙

태, 아동학대 그리고 학교폭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자살과 안

락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

로 분석해보면 자살의 경우, 독신(M=2.26)이 가장 높은 반응을 나타내보였으나 독신+자녀

(M=2.11)가족은 가장 낮은 반응을 보였다. 이는 독신자들은 외로운 처지로 인하여 비관하거나 

자살충동을 느끼는 빈도가 다른 가족의 형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자녀를 둔 독신의 

경우는 자녀에 대한 보호본능으로 인해 다른 가족형태에 비하여 자살 그 자체를 불허하는 태도

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안락사의 경우는 부부만의 가족형태가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독신이 가장 낮은 

반응을 보여 대조를 나타내보였다.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경우에는 부부+자녀의 가족형태가 각

각 M=1.64와 M=1.76으로 다른 가족형태에 비하여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독신+자녀 가

족형태가 각각 M=1.52와 M=1.63으로 가장 낮은 반응을 나타내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

자녀 가족이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의 아동학대의 80%는 친부모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통계를 뒤받침 해주고 있다고 해석해

도 무방할 것 같다. 반면에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을 보인 독신+자

녀의 가족은 홀 부모가 오히려 자녀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한 데에서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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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공항동 신자들의 죽음의 문화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성별, 연령, 가족의 형

태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구명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신자들의 죽음의 문화에 대한 인식도는 그들의 성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

는가?

<연구문제 2> 신자들의 죽음의 문화에 대한 인식도는 그들의 연령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

는가?  

<연구문제 3> 신자들의 죽음의 문화에 대한 인식도는 그들의 가족의 형태에 따라서 어떠한 차

이가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의 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자들의 죽음의 문화에 대한 척

도는 본 연구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제작하였다. 이러한 죽음의 문화가 구성하는 변인

으로서는 자살, 낙태, 안락사, 아동학대 그리고 학교폭력 등 5개 변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렇게 작성된 질문지를 가지고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해 있는 공항동 성당에 교적을 둔 가톨

릭 신자 732명에게 배부하여 732명 전원을 회수하였으며, 이들 가운데 부실한 응답을 한 11명

을 제외한 721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Excel 2010으로 코딩하고Personal Computer

용 SPSS(statistical packages for the social science) 21버전 프로그램에 의한 t-test와 변량

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 통계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죽음의 문화의 차이검증에서 남성의 경우는 안락사(M=2.17), 학대(M= 

1.69), 학교폭력(M=1.76)으로 여성보다 높은 점수를 나태내보여 상대적으로 죽음의 문화에 대

해서 허용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낙태(M=2.06)으로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허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에서 나타난 결과는 선천적으로 여성보다 더 공격적이고 폭력적

인 것에다가 죽음의 문화에 대해서도 허용적인 환경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된 것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여 진다. 반면 낙태는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인 높은 반응은  임신의 당사자로서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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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임신에 대한 낙태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기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연령에 따른 죽음의 문화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자살과 학교폭력은 젊을수록 높게 반응

하는 반면 낙태, 안락사 그리고 아동학대는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은 반응을 보여 대

조를 이루었다.

셋째, 가족의 형태에 따른 죽음의 문화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자살의 경우, 독신(M=2.26)이 가

장 높은 반응을 나타내보였으나 독신+자녀(M=2.11)가족이 가장 낮은 반응을 보였다. 

 2.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성별에 따른 죽음의 문화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남성의 경우는 안락사(M=2.17), 아동학

대(M=1.69), 학교폭력(M=1.76) 등이 여성보다 높은 반응을 나태내보여 상대적으로 죽음의 문

화에 대해서 허용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낙태(M=2.06)로 남자보다 상대적

으로 허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의 경우에서 나타난 결과는 선천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것에다가 죽음의 문화에 대해서도 허용적인 환경에 노출된 것에서 기인

된 것으로 보여 진다. 반면 낙태는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은 임신의 당사자로서 

원하지 않은 임신에 대한 낙태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기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자살은 남녀가 똑같이 M=2.23으로 반응해 죽음의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하위변인

들에 비하여 높은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미루어보아 우리나라가 OECD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가

장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다.     

둘째, 연령에 따른 죽음의 문화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자살과 학교폭력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

게 반응하는 반면 낙태, 안락사 그리고 아동학대는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은 반응을 

보여 대조를 이루었다.

특히 40대가 자살(M=2.34)과 안락사(M=2.20)에서는 다른 세대에 비하여 높게 반응하여 허

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아동학대(M=1.56)와 학교폭력(M=1.68)은 다른 세대들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서 죽음의 문화도 결국 자기와의 이해관계

에 의해 인식을 달리한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즉, 40대는 6-70대의 부모를 둔 자식의 역할과 

초·중등학생의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처지에 놓여있으므로 죽음의 문화를 이루고 있는 하

위변인과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허용적일수도 있고 때로는 불허를 견지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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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셋째, 가족의 형태에 따른 죽음의 문화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자살의 경우, 독신(M=2.26)이 가

장 높은 반응을 나타내보였으나 독신+자녀(M=2.11)가족이 가장 낮은 반응을 보였다. 이는 독신

은 자신의 외로운 처지로 인하여 비관적이거나 자살충동을 느끼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자녀를 둔 독신의 경우는 자녀에 대한 보호본능으로 인해 다른 가족형태에 비하여 덜 비관적이

거나 자살에 대해 불허하는 태도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안락사의 경우는 부부만의 가족형태가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독신이 가장 낮은 반

응을 보여 대조를 나타내보였다.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경우에는 부부+자녀 가족이 각각 

M=1.64와 M=1.76으로 다른 가족형태에 비하여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독신+자녀 가족형

태가 각각 M=1.52와 M=1.63으로 가장 낮은 반응을 나타내보였다. 이처럼 부부+자녀 가족이 

학대와 폭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80%는 친

부모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통계에서도 이를 확인해주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반면에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을 보인 독신+자녀 가족은 홀 부모가 오히려 자

녀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한 데에서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죽음의 문화의 척도는 본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본래 측정하

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재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타당도검증이 뒤따라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루지 못하여 후속연구에게 과제로 떠넘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면서 문항의 신뢰도에서 원천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문항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후속연구의 몫으로 남긴다.   

셋째, 본당 설립 5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실시하는 학술대회를 통하여 미흡하나마 

신자들의 죽음의 문화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동기가 되었으리라 믿는다. 이를 계기로 지속적으

로 이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신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죽음의 문화를 극복하고 희망찬 신

앙생활을 하는데 미미하나마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 또한 후속연구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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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죽음의 문화에 대한 질문지

* 다음 문항을 읽고 문항별 해당 란 가운데 하나씩만 빠짐없이 체크 표시(또는 0표)해주시기 바랍

니다.

1. 성별(① 남  ② 여)

2. 연령(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이상)

3. 가족의 형태(① 부부만 ② 독신 ③ 부부+자녀  ④ 독신+자녀)

4. 자살 충동을 느껴 본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 자살은 죄악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예 ② 아니요 

6. 타인의 자살에 대해 이해하는 편(오죽하면 자살했겠니)입니까?

                                                       ① 예 ② 아니요

7. 원하지 않은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낙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예 ② 아니요

8. 낙태를 일종의 살인으로 봅니까?     ① 예 ② 아니요

9. 인구 감소 현상 중에서 낙태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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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예 ② 아니요

10. 안락사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① 예 ② 아니요

11. 안락사는 죄악이라고 봅니까?        ① 예 ② 아니요

12. 타인의 안락사에 대해 이해하는 편입니까?  ① 예 ② 아니요

13. 어린 시절 학대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14. 아동학대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① 예 ② 아니요

15. 말을 듣지 않는 행동을 하였을 때 체벌은 필요하다고 봅니까?

                                                                   ① 예 ② 아니요  

16. 본인 또는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또는 왕따)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17. 학원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① 예 ② 아니요  

18. 아이들이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싸울 수 있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예 ② 아니요  

(3) 평가

① 가톨릭 서울대교구 본당 설립 기념행사 중에서 신자들이 논문을 준비하여 발표를 

하는 학술대회는 처음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② 300여명의 신자가 참석하여 아마추어 학술대회를 감안한다면 성공리에 끝마쳤다

고 평가할 수 있다. 

③ 본 학술대회는 2016년 11월 16일 가톨릭 신문에 「서울 공항동 본당, 50주년 맞아 

신자 실태조사...세미나도 열어」라는 타이틀로 보도된 바 있다. 

13) 장학 사업

(1) 목적

본 장학회의 설립 목적은 본당의 가정형편이 어렵고 성실한 중·고등학생, 학업우수자 및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나아가 사회 속의 교회의 역할인 이웃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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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지역사회의 인재를 발굴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고자 하는데 있다. 

(2) 주요 사업 내용

① 이동익 신부는 사진전시회를 통한 사진판매 수입금 8,000만원 일체를 장학회 기

금으로 기부하였다.

② 본당 설립 50주년 장학금 마련 바자회를 통해 총 수입금 181,081,033원을 장학회 

기금으로 기부하였다.

③ 앞으로의 모든 김밥판매 수입금은 장학회 기금으로 기부한다.

14)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 봉헌

(1) 목적

본 행사의 목적은 본당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본당 공동체 전 구성원들이 본당 설립 50

주년을 기념하며 자축하는 데 있다. 

(2) 주요 행사 내용

     - 본당의 날: 2016년 10월 23일(일요일)

① 50주년 기념 동영상(6-7분 분량)

② 축하 메시지 동영상(30초 분량)

③ 성경 필사한 신자에게 강복장 전달

15) 본당설립 50주년 기념 특별 좌담회

일시 : 2016년 4월 3일

장소 : 본당 사목회 회의실

참가자 : 김관섭 안드레아, 김순희 도로테아, 서행자 마틸다, 박순덕 마리아 

사회자 : 김해진 히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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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공항동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특별좌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공

소시절부터 초대 김철규 바르나바 신부님, 2대 임응승 요한 신부님까지의 본당 초기시

절에 관하여 좌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본당 30년사를 보면 “1955년 여름, 신자 최두국 안토니오씨가 김포 본당의 신원식 루

카 신부님을 찾아가 방화리에 8세대 20여 명의 신자가 살고 있음을 알리고 공소를 설치

해줄 것을 건의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정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섭 안드레아 : 예, 저는 1950년 1.4후퇴 때 평양에서 남하를 하여 5년간 군복무를 

마치고 친척을 찾아 1955년 11월부터 김포공항 송정리로 와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

다. 그 당시 김포 공항 정문 앞에는 피난민들을 위한 시장이 형성되었고 김포공항에서 

공사 및 하역작업을 하며 가난하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이들 중 가

톨릭 신자들은 알음알음하여 만났고 8세대 20여명의 신자들 중 가장 연장자인 최두국 

안토니오(안당)씨가 1955년 여름, 김포본당 신원식 루가 신부님을 찾아가 방화리에 신

자들이 있음을 알리고 방화리 공소를 설치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 후 1956년 사순

절 시기에 루가 신부님이 방화리에 오셔서 김포본당 방화리 공소를 설정해주었습니다.

사회자 : 1955년, 1956년이면 6,25전쟁 직후라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매우 어려

운 시기였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그때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관섭 안드레아 : 참 힘든 시기였지요. 그 당시 송정초등학교 앞에는 김포공항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노무자를 위한 임시 천

막 숙소와 식사 배급소가 있었고 방화리

와 개화리 일대에는 피난민 수용소가 있

었습니다. 피난민들에게 옥수수 등 구호

물자를 나누어주었는데 루가 신부님 덕

분에 신자들은 많은 구호물자를 받을 수

가 있었습니다. 신자들은 구호물자 때문

에 이웃 사람들에게 성당에 같이 다니기

를 권유했고 이들 중에는 구호물자를 받

기 위하여 세례를 받고 냉담을 하는 신자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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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나이롱신자)도 많이 있었지만 신자의 수는 늘어났습니다.

사회자 : 공소 신자들이 성금을 모아 대지를 마련했다고 하던데, 어려운 시절에 어떻

게 성금을 모았는지요?

김관섭 안드레아 : 어려운 살림에서도 교우들은 계를 조직하여 기금을 마련하였고 김

포성당에서 나오는 폐자재를 운반하여 팔아서 기금 마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김

포공항에는 미 5공군이 주둔하였고 군종신부로 미국 메리놀회 소속의 부레난 베드로 신

부님이 계셨는데, 그 분이 5,000 달러 한화 108만원을 희사하였고 방화리 734번지의 

대지 360평을 구입하였습니다.

정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김포군 양서면 방화리 공소는 서울교구 영등포구 당산동 

본당에 소속되어 박병윤 토마스 신부님의 도움도 많았습니다. 

김순희 도로테아 : 한희동 그레고리오 보좌신부님과 신자들의 도움도 많았습니다.

사회자 : 예, 많은 분들의 수고와 도움이 있었군요. 방화리 734번지의 위치는 어디였

으며 성당은 어떻게 건축되었습니까?

서행자 마틸다 : 김포공항 내에 지금의 롯데백화점 있는 곳이었지요.

김관섭 안드레아 : 구입한 대지에 성당을 짓기로 하고 저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매

일 건축현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66년 2월에 노기남 대주교, 나길모 주교

님을 모시고 정초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레난 신부님의 아버지 세례명인 프란치스

코를 기념하여 우리 본당 주보성인으로 정하였습니다. 

사회자 : 그러면 성당을 짓고 난 후 미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김관섭 안드레아 : 본당 승격이 되기 전까지는 한희동 그레고리오보좌 신부님이 미사

봉헌을 하여 주었고 한 신부님은 방화리 공소에 거주하면서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당산

동 본당으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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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그 당시의 관할구역은  어디까지 였나요?

서행자 마틸다 : 그 당시에는 강서구가 아니고 영등포구에 속했는데, 공항동, 방화동, 

개화동이외에 발산동, 마곡동, 침산동, 오곡리, 오쇠리 등 이였지요.

사회자 : 신자 수는 얼마였습니까?

박순덕 마리아 : 약 300명이라고 했지만 미사에 나오는 수는 적었지요.

사회자 : 초대 신부로 오신 김철규 바르나바 신부님은 어떤 분이였습니까?

김관섭 안드레아 : 가회동에서 사목활동을 하셨고 저와 최 안당씨가 1966년 12월 크

리스마스 지나고 본당으로 모셔왔습니다. 몸이 약하신 편이었고 격의가 없이 신자들과 

지내는 성격을 지니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았고 새롭게 신설한 성당을 운영하는데 어

려움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성당이어서 주일 헌금이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해 신부님

의 생활비도 되지 않았지요. 교구 보조금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박순덕 마리아 : 우리 본당에서 사목이 끝나고 서울교구의 부주교님으로 가셨어요.

사회자 : 초대 신부님 시절에 사목회 구성이나 단체활동은 어떠했는지요?

서행자 마틸다 : 처음에는 아무 것도 없었지요.

김관섭 안드레아 : 본당 사목회로서는 부족함이 많았지요. 그러나 본당회장과 여성

회장 오마리아씨가 있었고 스콜라씨, 박순덕 마리아씨가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봉사

자 몇 명이 성당 사무도 보고 헌금 운영, 미사 해설 등 성당의 모든 일을 맡아 했습니다.

서행자 마틸다 : 초대신부님 시절에 저는 구역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어느날 미사

가 끝났는데 신부님이 박순덕 마리아, 오 데레사와 저를 불러서 구역을 맡아 일을 하라

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배 교우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아이를 업고 오쇠동, 가양동을 

다니면서 교우집을 방문하고  전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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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건립 된 성당이 도시계획에 의하여 철거 대상이 되었다고 하던데, 그것은 어

떻게 된 것입니까?

김관섭 안드레아 : 김포공항 확장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으로 우리 성당의 이전은 불가

피하게 되었습니다. 본당의 어려운 사정을 서울대교구에 알려서 도움을 받고 신자들이 

적립한 성전기금으로 1973년 새성전 신축을 위한 대지를 구입했습니다.

김순희 도로테아 : 새 성전신축 때에는 옛 공항초등학교 근처에 있던 방지거유치원을 

임시성당으로 꾸며 미사를 보았습니다.

사회자 : 2대 신부님인 임응승 요한신부님은 어떠한 분이였는지요?

김관섭 안드레아 : 명동대성당의 수석보좌신부로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성품이 온화

하시고 신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회자 : 그 당시 단체활동은 어떠했습니까?

서행자 마틸다 : 그전에는 구역도 경계가 없었는데 정비가 되어 구역도 확실해졌고 반

도 만들어 졌습니다.

김순희 도로테아 : 저도 그때에는 구역반을 맡아 일을 했는데 그때부터 50년이 되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순덕 마리아 : 저도 구역을 맡아 일을 했습니다. 성가대와 성모회, 그때에는 성모회

가 아니고 안나회였습니다. 그리고 연령회도 있었고 박 마리아, 오 마리아씨가 맡아 봉

사를 했습니다.

김관섭 안드레아 : 그 당시 연령회는 지금과 같이 체계적으로 일하지 못했고 공항시장 

입구에 공항장의사가 생기면서 연령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순희 도로테아 : 임신부님 계실 때에 우리 성당의 최초의 레지오가 만들어졌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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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바다의 별’이였습니다. 처음 생긴 것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저는 그때에 

레지오 단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박순덕 마리아 : 지금도 ‘바다의 별’ 레지오 Pr.이 있습니다. 

김관섭 안드레아 : 처음에는 우리 성당의 쁘리시디움은 화곡동 본당 꾸리아에 속해있

다가 본당의 여러 쁘리시디움이 생기면서 우리 본당 꾸리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 예전에는 발산동에도 신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본당에서 분당된 것인

지요?

김관섭 안드레아 : 아니지요. 화곡동 본당에서 분당이 된 것이고 우리 성당을 나오던 

내발산동, 외발산동 신자들이 발산동 성당으로 가게 된 것이지요.

사회자 : 임신부님 때 성당에 많은 성금을 내셨다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어떤 분이었지요?

김관섭 안드레아 : 홍복녀 아네스라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의 어려운 처지를 아는 

구역반 신자들이 그분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홍 할머니는 이같은 신자들 정성과 사랑에 

감명을 받아 자기가 기거하던 곳은 조그마한 집이지만 사후에 하느님께 바치겠다고 하

였고 1982년 4월에 선종을 한 후 그리고 그분의 유언에 따라 그 가옥을 공항동 본당에 

바쳤습니다. 또 정 우술라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분도 사후에 전 재산을 성당을 위하여 

봉헌하겠다 약속했고 포천에서 임종을 한 후 약 2,000,000원 가량의 금액을 본당의 기

금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사회자 : 예 그런 분들이 계셨군요. 우리 공항동 신자들은 이분들을 꼭 기억해야겠습

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도움을 주었던 분들 때문에 현재의 우리 공항동성당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제한된 시간 안에 현재의 신자들은 모르고 있던 예전 이야기

를 들려주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성당의 미래는 발전하고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하리

라 믿으며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제 3편

단  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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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목협의회 (모든 단체사는 2016년 10월 23일을 현재로 함)

1) 설립 연월일 : 1973년

2) 연혁 및 설립 목적

공소 시절에는 조직적인 사목협의회는 없었지만 남성회, 여성회 중심의 활동을 

하였다. 그 후 본당으로 승격이 되고 몇 년이 지난 1973년 현재와 같은 사목협의회

가 정식 발족을 하게 되었다. 

사목회의 목적은 하느님 백성의 삶이 복음화가 되고, 선교와 사도직 활동이 효율

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당의 사목활동과 운영을 활성화 시키는데 있다. 그리

고 주임 신부의 자문 기구로 본당 공동체의 제반 사항을 연구, 심의, 평가하여 실천

적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현 사목협의회 위원

1     총 회 장 김재현 히지노

2

  부회장

 남성 총구역장 홍종민 바오로

3  여성 총구역장 나경애 엘리사벳

4  기획,홍보,선교신심 윤동진 레오폴드

5 사회사목, 가정생명,노인, 김명순 요셉피나

6 전례,재정,시설, 오영빈 클레멘스

7 교육,문화체육,청소년 장태호 비오

8   총   무 김용길 즈가리아

9   기획분과장 정헌초 요셉

  홍보분과장 백복흠 레 오

10   전례분과장 김두창 미카엘

11   선교신심분과장 박희상 미카엘

12   교육분과장 구병두 바오로

13   가정생명분과장 손종덕 바오로

14   사회사목분과장 홍종열 야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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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정분과장 김승인 그레고리오

16   시설관리분과장  김광호 요셉

17   노년분과장 이재성 멜리또

18   문화체육분과장 목철규 야고보

19   청소년분과장 이희혁 즈가리아

20   부총무 이경희 아드리아나

4) 역대 사목협의회 회장 

성명 및 본명 재임 기간 비고

공소회장 최두국 안토니오 공소시대 ~1967.2

1, 2 대 김관섭 안드레아 1967.2 ~1972

3, 4대 김동준 미카엘 1972 ~1978.1

5대 배중섭 파스칼 1978.1 ~1979.12

6대 김관섭 안드레아 1979.12~ 1980.9

7대 남대원 베드로 1980.9 ~1982.11

8대 강윤영 마르코 1982.11~1984.12

9대 김관섭 안드레아 1984.12~1985.12

10대 남대원 베드로 1985.12 ~1987.12.

11,12대 민두영 바오로 1987.12 ~1991.12

13,14대 강윤영 마르코 1991.12~1995.2

15대 송기석 미카엘 1995.2 ~1996.12

16대 최남열 안드레아 1996.12 ~1999. 12

17대 김동준 미카엘 1999.11~2001.12

18대 박을상 마태오 2001.12 ~2003.10 남성총구역장 겸

18대 김금순 베로니카 2001.12 ~2003.10 여성총구역장 겸

19대 윤영대 미카엘 2003.10 ~2004.3

20대 김재현 히지노 2004.4 ~2005. 11

21대 최영익 비오 2005.11 ~2007.1

22대 손성택 이나시오 2007.1 ~2008.12

23대 손성택 이나시오 2008.12 ~2009. 11

24대 부원식 안드레아 2009.11~2010. 12

25대 전종구 베드로 2011.11~2012.7

26대 기연종 요셉 2013.11 ~2015.1

27 김재현 히지노 2015. 2 ~ 2016. 10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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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목협의회 기구표

주임신부

보좌신부

총회장

부회장(남성)

부회장(여성)

부회장(남,총)

부회장(여,총)

전교수녀

자문위원

총  무

남성구역 분과

여성구역 분과

기획분과

홍보 분과

선교신심분과

전례 분과

재정분과

시설분과

청소년분과

교육 분과

문화체육 분과

노년사목 분과

사회사목분과

가정생명분과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청소년장학회

성모회, 요한바오로회, 유아세례봉사회

평화대학, 연령회

1지역(1,2,3,4,5구역). 2지역(6,7,8,9,10구역),
3지역(11,12,13,14,15,16구역), 4지역(17,18,19구역)

1지역(1,2,3,4,5구역). 2지역(6,7,8,9,10구역),
3지역(11,12,13,14,15,16구역), 4지역(17,18,19구역)

성체조배회. 성령기도회. 푸른군대. 군인자모회. 
신자들의 도움Cu. 성실하신 동정녀Cu.

프란치스코 선교축구단, 선교배드민턴단, 
선교부토벤 악단

전례단. 성인복사단. 성찬봉사회.
프란치스코성가대. 헌화회.

초등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주일학교, 주일학교자모회,
복사자모회, 청년연합회, 청년전례단, 호베네스성가대,

성서모임, 청년밴드 주디스, 성가정성가대

홈페이지 관리팀

성서모임, 울뜨레아, 예비자봉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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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역 반

1) 설립 연월일 

2) 연혁 및 설립 목적

1967년 초대 김철규 신부 시대에는 조직적인 구역 활동이 없었다.

그 후 임응승 신부 시대에는 13구역으로 나누었으며 3대 박고빈 신부 시대에는 

13구역을 4개 구역으로 크게 나누었다. 1980년 4대 김재천 신부 시대에는 공항1구

역5반, 공항2구역6반, 방화1구역7반, 방화2구역7반, 오쇠리, 가양동 구역으로 조

직을 했으며 1986년 장덕범 신부 시대에는 8개 구역으로 조직되었다가 22개 구역, 

115개 반으로 구성되었다. 현재에는 공항동, 방화1동 방화 2동, 마곡동을 중심으로 

19개 구역으로 나누었다.

3) 구역 반장의 주요 활동

(1) 매월 구역장 회의 개최(본당의 계획을 알리고 건의 사항 점검)

(2) 지구별 연수 참가

(3) 예비자, 냉담자 돌봄.

(4) 성당 청소 및 평화대학 식사제공

(5) 봉성체 지원 및 성서 공부

(6) 구역 미사 지원 등 

4) 남성 구역 편성 

남성 총구역장 홍종민 바오로

총무 이승만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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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별 성  명 세례명

1구역 이승만 베드로

2구역 홍기팔 미카엘

3구역 김영호 가브리엘

4구역 백복흠 레오

5구역 최윤식 프란치스코

6구역 강용길 다니엘

7구역 이주열 마태오

8구역 이영철 베드로

9구역 김강춘 요아킴

10구역 최한규 대건안드레아

11구역 이보영 스테파노

12구역 최관식 요  셉

13구역 임이빈 안드레아

14구역

15구역 오방림 마르코

16구역 박근수 베드로

17구역 백창현 안드레아

18구역

19구역 이창대 스테파노

5) 여성 구역 반 편성 

여성 총구역장 나경애 엘리사벳

총무 김명운 리디아

구역별 직책 성명 세례명 구역별 직책 성명 세례명

1구역

구역장 전연화 다냐

2구역

구역장 김순자 수산나

1반장 이춘영 엘리사벳 1반장 안은숙 마리아

2반장 남선희 릿다 2반장 이영애 아네스

3반장 손영숙 엘리사벳 3반장

4반장 나순분 아가다 4반장 최은숙 마리아

5반장 최금향 실비아



제3편 단체사     211

3구역

구역장 곽영신 마리아

4구역

구역장 김순희 도로테아

1반장 한인숙 루시아 1반장

2반장 차학수 실바아 2반장 문순하 안나

3반장 이병월 율리아 3반장 임경옥 사비나

4반장 송정순 로사 4반장

5반장 5반장

5구역

구역장 정영자 로사

6구역

구역장 임진화 프란치스카

1반장 재개발 1반장

2반장 김인숙 데레사 2반장

3반장 권현진 마리아 3반장 이현남 우슬라

4반장 고모진 마리안나 4반장

5반장 이재숙 엘리사벳 5반장

7구역

구역장 정미영 레지나

8구역

구역장 윤영숙 우슬라

1반장 김경자 크리스티나 1반장 진정화 마리아

2반장 유형자 안나 2반장 이순자 레지나

4반장 우명례 마리나 3반장 이윤경 리오바

5반장 김경화 아나타시아 4반장 김영복 아가다

6반장 이남호 글라라 5반장

9구역

구역장 백신자 엘리사벳

10구역

구역장 김태희 요안나

1반장 염옥표 아가다 1반장 백미숙 안나

2반장 2반장 김현숙 아나다시아

3반장 홍임순 안나 3반장 박상금 데레사

4반장 송정현 헬레나 4반장 이승주 세나피나

5반장 5반장 홍민자 글라라

11구역

구역장 정효선 율리안나

12

구역

구역장 장영순 로사

1반장 윤다경 비비안나 1반장 김정지 곰롬바

2반장 임영미 젬마 2반장 문원기 아네스

3반장 유인순 루치아 3반장 로사

4반장 4반장 이혜숙 로사리아

5반장 5반장

13구역

구역장 한희숙 율리안나

14구역

구역장

1반장 양미연 안나 1반장

2반장 유윤자 아네스 2반장 최귀수 수산나

3반장 박예희 이레네 3반장 이미영 안토니아

4반장 전영애 엘리사벳 4반장 한혜명 아네스

5반장 5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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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구역

구역장 박정임 소피아

16구역

구역장 임명숙 카타리나

1반장 1반장 송영순 아네스

2반장 2반장 김경순 마르타

3반장 유복순 니따 3반장 이경희 아드리아나

4반장 4반장 강을순 안젤라

5반장 5반장

17구역

구역장 김선미 모니카

18구역

구역장 박종옥 아네스

1반장 하수연 헬레나 1반장 이흥자 실비아

2반장 2반장 조영미 베로니카

3반장 3반장 김서현 데레사

4반장 박천순 보나 4반장 박영매 요셉피나

5반장 3반장 최미선

19구역

구역장 이순남 헬레나

1반장 정 옥 리드리나

2반장 한명숙 루시아

3반장 최미선

4반장 김영복 아가다

5반장

 제1지역장 : 윤영숙 우슬라

 제2지역장 : 임명숙 카타리나

 제3지역장 : 정효선 율리안나

 제4지역장 : 이순남 헬레나

3. 성찬봉사회

1) 설립 연월일 : 1992년 3월

2) 연혁 및 설립 목적

성찬봉사회는 집전사제를 도와 실존하는 그리스도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성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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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함으로써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부르심을 

받은 모임이다.

평신도들의 성체봉사는 교회법 제2권 제1편 제2장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성찬봉

사자는 본당 신부의 추천으로 교구사무국에서 성사의 일반적 이해, 성체·성사, 미

사해설, 성체봉사자의 자격 및 예절, 파견미사 및 임명 등의 과목을 이수한 후 교구

장이 임명한다.

우리본당은 1992년 3월에 설립되어 처음 해에는 4명이 교육을 이수하고 성찬봉

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현재는 24명이 주 12명씩(9시미사 4명, 11시 교중미사 

6명, 오후 4시 가정미사 1명, 오후 7시 청년미사 1명) 교대로 봉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봉사자들은 봉사일정 및 예절교육 등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 교중미사 후 

월례회의를 갖는다.

3) 성찬봉사자의 복장 및 자세

복장: 성찬봉사자는 흑색 또는 검은곤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 화려하지 않은 색

의 넥타이 및  흑색 구두로 통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세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정성을 다하여 신자들에게 성체를 분배하여야 한다. 

4) 역대 단체장

구분 성명(본명) 재임기간 주임신부

제1대 김동준 미카엘 1993.03. ∼ 1999.09.

배갑진 베드로 신부

유재국 바실리오 신부

심흥보 베드로 신부

제2대 김관섭 안드레아 1999.10. ∼ 2009.09.

심흥보 베드로 신부

최원석 프란치스코 신부

전경표 아브라함 신부

제3대 이범륜 바오로 2009.10. ∼ 2014.09.
전경표 아브라함 신부

이동익 레미지오 신부

제4대 이영규 암브로시오 2014.10. ∼ 현재 이동익 레미지오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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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년중 주요행사

 

봄, 가을 주요성지 순례

6) 현 임원

단장 이영규 암브로시오

총무 홍종열 야고보

회원 22명

4. 전례단

1) 설립 연월일 : 1967년

2) 연혁 및 설립 목적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인 거룩한 전례를 보다 유효하고 적극적으로 봉헌하기 

위하여 사제의 보조자로 겸손하게 교우들이 의식적이고 능동적으로 전례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본당의 전통과 특성을 살려 각종 전례 활성화를 통한 전례의 중요

성을 고취 시키며 미사진행의 사회자로서 미사해설의 막중한 임무에 최선을 다한

다. 독서자들은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대리자로서 분명하고 큰 목소리로 누구나 

알아 듣게 선포하여 그 무엇보다도 하느님 말씀이 독서를 통하여 회중에게 올바로 

잘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역대 단체장 

  

남병호 베드로, 김두창 미카엘, 김근선 카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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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 업무 

(1) 각종 전례에 따른 미사해설, 독서, 기도

(2) 전례에 따른 제반사항  

(3) 성주간 전례교육 : 본당 혹은 명동성당

5) 기타 특기할 사항 : 연중 모임 및 주요 행사

(1) 매월 첫째주 금요일 저녁 8시 : 전례단 월례회의

(2) 전례행사 전 사전 모임 및 리허설

(3) 전례단원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피정

6) 현 임원

(1) 단장 : 임춘영 글라라       

(2) 총무 : 허연희 엘리사벳    

회원 : 총 35명 (남자 - 10명, 여자 - 25명)

전례단 회합장소 : 본당 1층/다목적실

5. 프란치스코 성가대

1) 설립 연월일 : 2003년 8월 15일

2) 연혁 및 설립 목적

설립 목적 : 공항동 본당의 교중 미사 전례.

대축일. 성삼일등  성가담당을 목적으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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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체 주요 활동

  

매 주일 교중미사. 부활 대축일. 성탄 대축일. 성삼일.

성모님의 밤. 성모승천 대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축일. 송년미사 전례의 성가를 

담당 

4) 임원

지휘 : 권보선 데레사

반주 : 김현수 안나

단장 : 박미란 아가타

단원 : 소프라노: 9명, 앨토: 5명, 테너: 2명, 베이스: 2명 합계 18명

악기팀 : 바순: 안숙희 살로메, 첼로: 남향재 안나, 바이올린: 남미나 

클라리넷: 김찬회 그레고리오, 플룻: 임동근 안드레아

6. 성인 복사단

1) 설립연월일 : 1993년 4월 25일

2) 명칭 : 본회는 천주교 공항동 성당 성인 복사단(이하 복사단)이라 칭한다.

3) 설립목적

성인 복사단은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기 위해 제 7대 배갑진 베드로 주임신

부의 지시에 의해 창단 되었다. 복사단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는 뜻으로 12인

의 회원으로 구성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복사단은 전례 중에 자신을 낮추

는 겸손한 자세로 주례 신부님을 보조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전례가 

될 수 있도록 복사 임무를 충실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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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요 활동 내용

(1) 미사 예식에 봉사자로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참된 전례 직무를 수행

(2) 신심과 자질 및 교양을 함양하기 위한 영성교육, 성지 순례, 피정 등 을 실시

(3) 복사단에 관련한 교육 및 예식 수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4) 매월 월례회를 실시하여 활동분석과 계획을 수립하여 하느님 사업에 동참 하고 

있다.

(5) 교중미사에 시종 복사 봉사

(6) 장례미사 봉사

(7) 혼배미사 봉사

5) 단원(임원)

(1) 영세와 견진을 받은 신자

(2) 단장 1명, 총무 1 명

6) 초대 

회장 : 장희준 베드로(1993년 4월25일- 1993년 10월)

부회장 : 민병호 베드로

간사 : 박지호 베르나르드 

회원 : 강윤영 마르코      안경호 베드로            한상천 베드로

김재현 히지노      우경철 아우구티노     고태수 보니파시오

민두영 바오로      김동준 미카엘            신무현 레오

7) 1993년 10월 7일

회장 : 김재현 히지노

부회장 : 박지호 베르나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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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 민병호 베드로

간사 : 황수원 안토니오

회원 : 유화종 요셉        박재성 로렌죠       김재성 안젤로     이백규 레오    

류지원 베드로     정성진 가브리엘     박근수 베드로     장대순 스테파노

8) 2016년 12월

단장 ; 손종덕 바오로

총무 : 허 주 스테파노

단원 : 김두창 미카엘     이강래 요한        이병칠 요한          이승만 베드로  

이광현 폴리오     이흥구 발렌스     송기병 안드레아     신언용 마태오     

심희재 베드로     조해용 안드레아

7. 신자들의 도움 꾸리아
 

1) 설립연월일 : 1984년 6월 18일

 

2) 설립목적

레지오 마리애는 가톨릭 교회가 공인한 평신도 사도직 운동 단체로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시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강력한 지휘아래 세속과 그 악의 세력

에 맞서는 교회의 싸움에 참가하기 위하여 설립된 군대로서 단원의 성화를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성모님과 교회의 사업에 기도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뱀의 

머리를 바수고 그리스도 왕국을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활동 방향

레지오 마리애는 단원들의 성화를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며,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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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정화시키며 그들의 양심을 그리스도적으로 육성하고 여러 단

체와 여러 환경에 복음의 정신을 침투시킨다.

4) 역대 단체장 : 

(1) 1대 단장(1984.6.18~1987.5.) 조영래 아드리아노 

(2) 2대 단장(1987.6.~1990.5.) 고구영 스테파노

(3) 3대 단장(1990.6.~1993.5.) 김영배 필립보 

(4) 4대 단장(1993.6.~1996.5.) 방석원 안드레아

(5) 5대 단장(1996.6.~1999.5. ) 최영익 비오     

(6) 6대 단장(1999.6.~2002.5.) 황수남 아우구스티노

(7) 7대 단장(2002.6.~2005.5.) 이기호 요한      

(8) 8대 단장(2005.6.~2008.5.) 이영규 암브로시오

(9) 9대 단장(2008.6.~2011.5.) 이관수 다니엘 

(10) 10대 단장(2011.6.11~2014.5.10) 박희상 미카엘

(11) 11대 단장(2014.5.~ 2016년 10월 현재) 최원식 보나벤투라 

5) 단체주요 활동사항  

(1) 마곡지구 재개발지역 입주자 안내선교

기간 : 2014.6.1~8.31(3개월)

(2) 마곡힐스테이트 입주자 안내 선교

기간 : 2016.4.17~6.30 (3개월)

(3) 본당설립 50주년 기념 각종행사 지원

새신자 500명 모셔오기

묵주기도 200만단 봉헌하기

(4) 냉담자 회두권면(총1,543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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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재 레지오 마리애 운영 현황

(1) 지도 신부 이동익 레미지오

(2) Pr.수 18개

(3) Cu.단장 최원식 보나벤뚜라

    부단장 박태수 F 사베리오  서기 이선례 모니카

    회계 송정현.헬레나

(4) 단원수 - 행동단원 : 135명. 쁘레또리움 : 20명, 협조단원 : 327명. 아듀또리움 : 

12명

7) 각 Pr. 현황

(1) 그리스도의어머니 Pr.

설립일 : 1998년 12월 22일

승인일 : 1999년 1월 19일

현 간부

단 장 부단장 서 기 회 계

이관수 다니엘 정승모 마태오 오방림 마르코 노재필 글레멘스

(2) 사도의 모후 Pr.

설립일 : 1980년 4월 1일

승인일 : 1980년 4월 8일

현 간부

단 장 부단장 서 기 회 계

서경종 토마스 정해갑 요한 도윤현 니콜라오 신창승 미카엘

(3) 모든성인의 모후 Pr.

설립일 : 1989년 12월 06일

승인일 : 1989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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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간부

단 장 부단장 서 기 회 계

정성진 가브리엘 조재권 마태오 조명수 바오로 박치만 비로

(4) 사도들의 어머니 Pr.

설립일 : 1998년 12월 28일

승인일 : 1999년 1월 10일

현 간부

단 장 부단장 서 기 회 계

최성락 산드리도 유일환 안토니오 박순엽 토마스 이춘배 요셉

(5) 순결하신 모후 Pr.

설립일 : 1998년 3월4일

승인일 : 1998년 3월 14일

현 간부

단 장 부단장 서 기 회 계

이승만 베드로 조윤행 대건안드레아 허영엽 프란치스코 김광호 요셉

(6) 순교자들의 모후 Pr.

설립일 : 2006년 09월 20일

승인일 : 2006년 10월 14일

현 간부

단 장 부단장 서 기 회 계

오석훈 스테파노 이영규 암브로시오 조재홍 마리노 홍기팔 미카엘

(7) 순명의 모후 Pr.

설립일 : 1990년 1월 24일

승인일 : 1990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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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간부

단 장 부단장 서 기 회 계

김계원 야고보 조재형 토마스 이태우 다니엘 문희근 아우구스티노

(8) 인자하신 어머니 Pr.

설립일 : 2010년 1월 7일

승인일 : 2010년 1월 9일

현 간부

단 장 부단장 서 기 회 계

이영철 바오로 정호열 요아킴 소환수 아브라함 이문갑 베드로

(9) 창조주의 모후 Pr.

설립일 : 2012년 1월 4일

승인일 : 2012년 1월 15일

현 간부

단 장 부단장 서 기 회 계

강정실 요아킴 김재승 베네딕토 최원식 보나벤투라 황수남 아오스딩

(10) 종도의 모후 Pr.

설립일 : 1998년 12월 22일

승인일 : 1999년 1월 10일

현 간부

단 장 부단장 서 기 회 계

박태수 F.사베리오 임이빈 안드레아 최관식 요셉 송성회 요한

(11) 성조의 모후 Pr.

설립일 : 2013년 11월 28일

승인일 : 2013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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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간부

단 장 부단장 서 기 회 계

이종호 다윗 유화종 요셉 김형기 세바스찬 성낙한 베드로

(12) 거룩하신 어머니 Pr.

설립일 : 2009년 6월 13일

승인일 : 2009년 7월 11일

현 간부

단 장 부단장 서 기 회 계

정순옥 루치아 김영복 아가다 최성님 모니카 고영숙 아네스

(13) 하늘의 문 Pr.

설립일 : 2010년 10월 8일

승인일 : 2010년 10월 10일

현 간부

단 장 부단장 서 기 회 계

이선례 모니카 이명안 모니카 김광자 아가다 서미랑 카타리나

(14) 황금궁전 Pr.

설립일 : 2003년 9월 24일

승인일 : 2003년 10월 22일

현 간부

단 장 부단장 서 기 회 계

최금향 실비아 안숙희 살로메 안광옥 카타리나 노옥순 베로니카

(15) 생명의 모후 Pr

설립일 : 2014년 7월 08일

승인일 : 2014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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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간부

단 장 부단장 서 기 회 계

송정현 헬레나 김성제 데레사 박민엽 요안나 최선녀 베로니카

(16) 믿는이들의 어머니 Pr.

설립일 : 2014년 8월 19일

승인일 : 2014년 9월 14일

현 간부

단 장 부단장 서 기 회 계

윤춘 보나 박영순 마라아막달레나 박선숙 글라라 손영숙 엘리사벳

(17) 평화의 모후 Pr.

설립일 : 2014년 11월 23일

승인일 : 2014년 11월 23일

현 간부

단 장 부단장 서 기 회 계

이범민 가브리엘 장미영 모나셀라 박종준 스테파노 이경표 베드로

(18) 치명자들의 모후 Pr.

설립일 : 2016년 1월 21일

승인일 : 2016년 2월 14일

현 간부

단 장 부단장 서 기 회 계

장석환 보니파시오 이광현 폴리오 김도현 즈가리아 이병칠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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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실하신 동정녀 꾸리아

1) 설립 연월일 : 2010년 1월 9일

2) 연혁 및 설립 목적

레지오 마리애는 가톨릭 교회가 공인한 평신도 사도직 운동 단체로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시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강력한 지휘아래 세속과 그 악의 세력

에 맞서는 교회의 싸움에 참가하기 위하여 설립된 군대로서 단원의 성화를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성모님과 교회의 사업에 기도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뱀의 

머리를 바수고 그리스도 왕국을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활동 방향

레지오 마리애는 단원들의 성화를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정화시키며 그들의 양심을 그리스도적으로 육성하고 여러 단

체와 여러 환경에 복음의 정신을 침투시킨다.

4) 본당내 주요활동 사항 

(1) 입교 권면(외인 입교권면, 교리 중단자 재 권면, 개종 및 일치 권면, 가두 선교)

(2) 예비자 돌봄(직접 및 타인 인도 예비자, 통신교리자 안내/협조)

(3) 교우 돌봄(신 영세자, 전입 교우, 쉬는 교우, 조당자 방문, 성사/유아 세례 권면, 교

우가정 방문)

(4) 어려움을 겪는분 돌봄(교우 환자, 외인환자, 교우상가, 외인상가 방문 및 돌봄)

(5) 레지오 확장(행동단원, 협조단원 모집, 협조단원 돌봄, 청소년 지도) 

(6) 본당협조(행사준비 및 협조, 차/Tea 봉사, 주보접기, 평화대학 식사봉사, 본당청

소 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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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별활동(복지시설 노력봉사, 재해 및 사고 피해자 돌봄, 병원 방문) 

(8) 소공동체 활동(참석, 참석 권유) 

(9) 기타(차량봉사 및 출판물 보급, 자연보호 활동 등)

 

5) 년중 주요 행사

(1) 아치에스(봉헌 사열식)행사 (매년 3월 25일 전/후)

(2) 꾸리아 야외(옥외)행사 (매년 5월 8일 전/후)

(3) 연차 총 친목회 (매년 12월 8일 전/후)

(4) Pr.단장 간담회 (매년 2회) 등

6) 역대 단체장 

 

여성Cu.단장 주임신부님 단체주요 활동사항

김금순.베로니카

* 2014.2.15 ~

12대 : 이동익.레미지오

* 2013.8.27~

마곡지구 입주자 환영/안내 선교(2014.6.~8.31)

본당 성전   Remodeling사업 지원(~2015.12.)

마곡 힐스테이트 입주안내 선교(2016.4.~6.30)

냉담자 회두권면 집중활동(2016.4.09~9.30)

본당설립 50주년   기념행사 본당지원업무

* 냉담자 회두권면 집중활동(2016.4.09~9.30)

* 묵주기도

  200만단 봉헌(2015.7.12~ 2016.9.30)

정재훈.오딜리아

* 2010.1.9 ~’14.2.

11대 : 전경표.아브라함

* 2008.9.2~2013.8.26.

외인 입교권면, 가두선교, 방문선교 활동

교우 돌봄 - 쉬는교우, 전입자, 신영세자 등

본당 협조(주보접기, 차봉사,평화대학 중식)

소공동체 활동 적극 참여 및 권유

7) 성실하신 동정녀 꾸리아 현황

레지오 마리애 운영 현황.(2016년 7월 현재) 

(1) 지도 신부 이동익 레미지오

(2) Pr.수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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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u.단장 김금순 베로니카 

부단장 곽영희 모니카 

서기  우명례 마리나

회계 안순남 루시아

(4) 단원수 - 행동단원 : 139명. 쁘레또리움 : 37명, 협조단원 : 360명. 아듀또리움 : 

15명

성실하신 동정녀 Cu 현황

(1) 매괴의 모후 pr

설립일 : 1991년 10월 2일

승인일 : 1991년 10월 2일

현 간부

단 장 부단장 서 기 회 계

조은수 아녜스 김길옥 막달레나 정재훈 오딜리아 조옥주 세실리아

(2) 순결하신 어머니 pr

 설립일 : 1988년 4월 26일 

 승인일 : 1988년 5월 26일

현 간부

단 장 부단장 서 기 회 계

이양신 엘리사벳 이숙자 루실라 곽영신 마리아 김순자 수산나

(3) 천사들의 모후 pr

설립일 : 1995년 7월 5일 

승인일 : 1995년 7월 11일

현 간부

단 장 부단장 서 기 회 계

곽영희 모니카 조정갑 수산나 송정순 로사 고복희 엘리사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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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랑의 샘 pr

설립일 : 1996년 1월 17일 

승인일 : 1996년 2월 12일

현 간부

단 장 부단장 서 기 회 계

안순남 루시아 이순득 안나 이지영 베네딕다 한명숙 루시아

(5) 신비로운 장미 Pr

설립일 : 1981년 2월 3일 

승인일 : 1981년 2월 20일

현 간부

단 장 부단장 서 기 회 계

배희숙 루시아 추은자 아녜스 한임숙 루시아 박정원 요안나

(6) 구세주의 모친 pr

설립일 : 1978년 7월 8일 

승인일 : 1978년 7월 8일

현 간부

단 장 부단장 서 기 회 계

구은모 세실리아 박선자 벨라뎃다 이정숙 아셀라 이현남 우슬라

(7) 파티마의 성모마리아 pr

설립일 : 2006년 1월 26일 

승인일 : 2006년 2월 11일

현 간부

단 장 부단장 서 기 회 계

함광순 마리나 고모진 마리안나 오인순 루피나 정영자 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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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랑하올 어머니 pr

설립일 : 2007년 4월 18일 

승인일 : 2007년 5월 12일

현 간부

단 장 부단장 서 기 회 계

지은숙 바울리나 정원희 카타리나 이양옥 수산나 윤명자 마리아

(9) 정의의 거울 pr

설립일 : 2003년 10월 1일 

승인일 : 2003년 10월 12일

현 간부

단 장 부단장 서 기 회 계

유옥란 베로니카 박계순 아울레아 이정순 리드비나 최성자 말다

(10) 은총의 샘 pr

설립일 : 2005년 11월 2일

승인일 : 2005년 11월 12일

현 간부

단 장 부단장 서 기 회 계

전은정 안젤라 정정순 데레사 양미연 안나 민진순 로사

(11) 성가정의 모후 pr

설립일 : 2011년 9월 7일 

승인일 : 2011년 9월 10일

현 간부

단 장 부단장 서 기 회 계

김금순 베로니카 남정분 막달레나 우명례 마리나 이은인 글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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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겸손하신 어머니 pr

설립일 : 1993년 1월 24일

승인일 : 1993년 2월 22일 

현 간부

단 장 부단장 서 기 회 계

장형주 아녜스 김춘자 데레사 이정순 아녜스 성정자 요안나

(13) 바다의 별 pr

설립일 : 1976년 10월 26일 

승인일 : 1976년 11월 15일

현 간부

단 장 부단장 서 기 회 계

김경자 데레사 고봉희 요셉피나 이종순 도미니카 정순자 수산나

(14) 천상의 모후 pr

설립일 : 2007년 1월 3일 

승인일 : 2007년 1월 13일

현 간부

단 장 부단장 서 기 회 계

김영효 아녜스 정미영 레지나 백영숙 미카엘라 조금상 모니카

(15) 천주의 모친 pr

설립일 : 1991년 7월 4일 

승인일 : 1991년 7월 4일

현 간부

단 장 부단장 서 기 회 계

전연화 디냐 진정화 마리아 문원기 아녜스 백신자 엘리사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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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로사리오의 모후 pr

설립일 : 2015년 2월 5일 

승인일 : 2015년 2월 14일

현 간부

단 장 부단장 서 기 회 계

최옥분 루시아 임순자 마리안나 박선숙 글라라 방삼례 카타리나

9.  성령기도회
 

1) 설립 연월일 : 1981년 5월(성령강림 대축일)

2) 창설목적 

본회는 성령쇄신 운동의 정신에 따라 기도회, 성령세미나, 피정을 통하여 신자들

을 성령 안에 활기찬 신앙생활로 인도하고, 기도 회원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발

전을 도모하며 본당공동체 발전에도 많은 기도로써 이바지하는데 있다.

3) 역대 단체장 

성령기도회장 주임신부님 단체주요 활동사항

10대 : 이향우 데레사

* 2014.1.~현재

12대 : 이동익 레미지오

* 2013.8.27~

매주 목요일 기도회 실시

- 매월 첫 주 성체 강복 미사, 첫 목 봉사자교육 

매월 마지막 월 지구피정 참석

9대 : 정의연 헤레나

* 2008.10.~2013.12.

11대 : 전경표 아브라함

* 2008.9.0~2013.8.26

매주 목요일 기도회 실시

- 성령세미나 및 부활 대피정 실시

- 매주 봉사자 기도 실시

8대 : 정순자 수산나

* 2003.10.~2008.9.

10대 : 최원석 프란치스코

* 2003.9.~2008.9.1 

전신자 대상 가정 복음화 세미나 실시

- 매주 기도회 실시

7대 : 정순자 수산나

* 1997.3.~2003.9.

9대 : 심흥보 베드로

* 1998.10.~2003.9.

전신자 대상 가정 복음화 세미나 실시l  1997.5.27 ~ 

7.1까지 성령세미나 및 대피정(위령성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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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 심금례 율리안나

* 1994.3.~1997.2.

8대 : 유재국 바실리오

* 1995.3.~1998.10.

새 성전 건립을 위한 철야기도회-월1회

성령세미나 - 년1회 실시 

대 피정, 은혜의   밤 및 성지순례 실시

5대 : 염상화 힐라리오

* 1992.3.~1994.3.

4대 : 신무현 레오

* 1991.1.~1992.3.

7대 : 배갑진 베드로

* 1990.9.~1995.3.

새 성전 건립을 위한 철야기도회-월1회

성령세미나 - 년1회 실시 

대 피정, 은혜의   밤 및 성지순례 실시

3대 : 정순자 수산나

* 1987.1.~1990.12.

2대 : 송종석 요한

* 1985.1.~1986.12.

6대 : 조학문 바오로

* 1985.8.~1990.9.

새 성전 건립을 위한 철야기도회-월2회

매주 기도회 실시

초대 : 정순자 수산나

* 1981.5.~1984.

5대 : 장덕범 바오로

* 1980.3.~1985.8.

새 성전 건립을 위한 철야기도회-월2회

매주 기도회 실시

4) 기타 특기할 사항

연중 모임 및 주요 행사

(1) 『성령 기도 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미사 후 (다목적실)

(2)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7시 성체 강복 미사참례.

(3) 찬양의 밤, 외부강사 초빙, 특별기도 지향 기도봉헌, 수녀님(성경 속의 인물에 관

한 강의)

 

5) 현 임원(2016. 5월 현재)

  

회장 : 이향우 데레사     부회장 : 김순희 도로테아

총무/회계 : 김순옥 소화데레사 

6) 회원 현황 : 총 20명(남성 - 2명, 여성 - 18명)

 

기도회 장소 : 1층 다목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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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성체조배회

1) 설립 연월일 : 1995년 2월 10일

2) 설립 목적

본 회는 모든 신자들이 현시된 성체 앞에서 지속적인 조배를 함으로써 성체 공경

과 성체 신심을 증진시키고 참 신앙 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을 두며 

다음과 같은 기도 사도직을 수행한다. 

(1) 하느님께 흠숭을 드린다. 

(2) 성체에 대한 사랑과 흠숭을 드린다. 

(3) 성직자에 대한 그리스도적 사랑과 순명, 신자에 대한 성직자의 자부적 사랑의 증

진을 위해 기도 드린다. 

(4)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여 조배를 드리며 공동체의 성화를 위해 기도 드린다. 

(5) 지속적인 조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실체적 현존을 드러내고 성체께 감사와 위로를 

드린다. 

(6) 성모께 대한 신심을 증진 시킨다.

3) 역대 단체장 

성체조배회장 주임신부님 단체주요 활동사항

6대 : 정성진 가브리엘

* 2014.5.~

12대 : 이동익 레미지오

* 2013.8.27~

서울대교구 봉사자 교육실시 - 년중 5명

매주 지속적인 성체 조배(1층 조배실)

5대 : 박상남 엘리사벳

* 2009.2.~2014.4.

11대 : 전경표 아브라함

* 2008.9.02~2013.8.26
 

4대 : 최성락 산드리도

2008.1~2009.1.

10대 : 최원석 프란치스코

* 2003.9.~2008.9.01
 

3대 : 백신자 엘리사벳

2005.5.8~2007.12.

9대 : 심흥보 베드로

* 1998.10.~2003.9.

성체성혈 대축일 행사 - 21명 참석

영성생활 기초교육 - 5명 수료(’0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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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이창우 안드레아

* 1995.2.10~1997.

8대 : 유재국 바실리오

* 1995.3.   ~1998.10.

서울 대교구 봉사자 학교 『영성 생활 기초교육 

수료자』 : 53명 수료

4) 기타 특기할 사항 : 성체 조배 행사

(1)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7시 『성체 강복 미사』 참례

(2) 매월 2째주 일요일 성체 조배회 월례회의 실시

 

5) 현 임원(2016.10.)

회장 : 정성진 가브리엘    

부회장 : 송복남 율리안나. 강미리자 까리타스

총무 : 공석                    

서기 : 공석

회원 : 총 98 명 (남자 - 9명, 여)

11. 마리아의 푸른 군대

1) 설립 연월일 : 1975년 9월

2) 설립 목적

쎌 기도는 1917년 파티마에 발현하신 성모님의 “기도하라. 희생하라 티없는 내 

성심에 봉헌하라” 는 요청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세포들의 소그룹 

활동이다. 

•쎌 기도의 기원 

1917년 파티마에 발현하신 성모님께서는 죄인들의 회개와 세계 평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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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묵주기도를 하고 자신이 받는 고통을 희생으로 바치며 자기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 들을 더 없으신 마리아 성심께 봉헌하라고 하심.

•쎌 기도의 목적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평화의 계획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어린이들을 선택(세

목동들) 그리고 오늘날 성모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셀기도 회원들을 통해 이 평화

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신다. 성모님의 요청들에 응답하여 자신과 이웃의 성화, 세

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파티마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쎌 기도의 영신적 유익 

   (1) 쎌기도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기도이다.

   (2) 형제애를 실천하도록 도와 준다.

   (3) 생활화된 봉헌의 삶을 살게 해준다. 

•쎌 기도원들의 기도지향

   (1)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2)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

   (3) 사제를 위하여   (4) 젊은이들을 위하여    (5) 연옥 영혼 구원을 위하여 

   (6) 나라를 위하여   (7)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8) 쎌 회원을 위하여

 

3) 역대 단체장

(1) 초대 회장 : 문춘갑 골롬바          (2) 2대 회장 : 심상순 골롬바

(3) 3대 회장 : 이화순 호노릿다 (4) 4대 회장 : 이재연 루시아

(5) 5대 회장 : 홍옥녀 수산나    (6) 6대 회장 : 홍옥녀 수산나

(7) 7대 회장 : 김근선 카타리나 (8) 8대 회장 : 양무순 글라라

푸른군대회장 주임신부님 단체주요 활동사항

8대 : 양무순 글라라

* 2009.10.~

12대 : 이동익 레미지오

* 2013.8.27~

평화통일 기원미사 참례(임진각)

쎌 기도 모임 - 매주 수요일 10시

본당기금 마련 - ‘김밥판매 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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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 임원

 회장 : 양무순 글라라         부회장 : 최순희 안젤라

 총무 : 김명순 요셉피나      서기 : 임경옥 사비나

 회원 : 총 31명 (남자 - 1명, 여자 - 30명)

 푸른 군대 회합장소 : 본당 1층/지하 B04호실

12. 군인자모회

1) 설립 연월일 : 2003년 9월.

2) 설립 목적

본당 관할지역에 위치한 군부대 병사들의 종교활동을 원활히 하고, 군 특성상 주

일미사에 참여하는 비신자 병사들에게 하느님을 알리고 세례를 베풀어 그리스도인

이 되게 하는 일을 담당하기 위하여 군인자모회를 설립하였다. 특히 군에서 청년들 

특히 단기복무를 하는 병사들에게 하느님을 알리고 세례를 베풀어 그리스도인이 되

게 하는 일은, 젊은 시절 일정기간 반드시 군복무를 해야 하는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신앙을 접할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가 되며, 이들에게 전해지는 신앙의 씨앗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그들 자신에게는 하느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과정

에서 얻게 되는 성령의 은총으로 그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여정을 시작하게 하

여 군 생활을 귀중하고 은혜로운 시기로 변화시켜 주며,

둘째, 군대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병사들이 얻게 되는 믿음과 형제애가 그들의 폐

쇄된 군 생활에 활력을 주어 사명감을 갖춘 성실한 군생활로 군기사고를 사전에 예

방하는 효과를 얻게 되며,

셋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교사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자들을 통

해 군대의 문화를 복음화 하여 하느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효과를 얻게 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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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젊은이들이 제대한 후 지속적인 신앙생활로 우리사회에 사랑의 문화를 가꾸어 

가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3) 역대 단체장

(1) 초대 : 김애경 까리따스

2003.9.~2008.9.01

단체주요 활동사항

* 매 주일미사 후 간식 제공(30~40명)

* 부활, 군인주일, 성탄절 선물제공

(2) 2대 : 장민희 데레사

* 2008.9.02~2013.12.

단체주요 활동사항

 

매 주일미사 후 간식 제공(30~40명)

* 부활, 군인주일, 성탄절 선물제공

(3) 3대 : 박민엽 요안나

단체주요 활동사항

* 2014.1.~

* 매주 9시 미사후 군인들 간식 준비/제공

(주당 약 140명 수준)

* 부활, 군인주일, 성탄절 선물 및 간식제공

* 전역자 선물제공, 출석선물(연2회 제공)

* 본당내 군인자녀들 월간 교양책자/주보

우편 발송(2014. 4 ~ 2015. 8)

* 군인들 교리반 안내 및 교리교육 지원

(교리교육 3회, 2015년 세례인원 :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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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전체 참석자수 : 4,170명

* 2015년 전체 참석자수 : 5,837명

* 자모회 월례회의 - 매월 4째주/일요일

4) 기타 특기할 사항 

주요 활동 및 행사

(1) 군인들 교리반 안내 및 교리교육 지원

(2) 매주 9시 미사후 군인들 간식 제공 - 140명/주 수준

(3) 부활절, 성탄절 특별 선물 및 특별 간식 준비 및 제공

(4) 본당내 군인자녀들 월간 교양책자/주보 우편 발송

(5) 『자모회 월례 모임』 - 매월 4째주 일요일 09시 미사후(다목적실)

5) 현 임원(2016.10월 현재)

(1) 회장 : 송정현 헬레나. 부회장 : 김현미 트레아.

총무 : 김미경 엠마. 

회계 : 유미경 엘리사.

(2) 회원 현황 : 총 22명(남성 - 4명, 여성 - 18명)

(3) 월례회의 장소 : 1층 다목적실

13. 성모회

1) 설립 연월일 : 1974년 9월

2) 설립목적(배경) 및 취지

성모회의 역사는 공소 시절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소 시절에는 인원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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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직화 되어 있지 않았다. 초대 김철규 신부가 여성회로 이름지어 왔던 여성들의 

모임을 성모회로 명명하고 활발한 성모회로 활동했다. 장년부, 노년부, 부녀부로 구

분하여 전례봉사, 성물판매등 활동뿐만 아니라 불우이웃돕기, 동네 노인잔치 등 지

역사회 봉사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3) 단체활동 

(1) 성지순례, 피정 등을 통한 신심 강화                          

(2) 각종 활동 기금 조성을 위한 생필품 판매 활동

(3) 성모 회원 가정을 위한 미사 봉헌                              

(4) 불우이웃돕기, 양로원 방문, 성물 판매, 예비자 안내, 전례 봉사, 미사 안내등

(5) 어머니들을 위한 교양 강좌 마련                               

(6) 예비자 교리반 간식 봉사

4) 현 임원

14.  요한바오로회

1) 설립 연월일 : 2013년

2) 설립 목적

생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알리고 교회의 기본 가치인 생명 존중을 실현하며 

죽음의 문화가 만연하는 이시대에 ‘생명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수호하고 앞장서

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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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대 단체장 

최영미 루시아, 손종덕 바오로

손종덕 바오로, 2015년 10월~

4) 활동

(1) 독거노인 돌봄 정기적인 방문, 반찬 나눔

(2) 독거노인 안부전화

(3) 자살, 고독사 방지 예방

(4) 월1회 독거노인 사제관 초청 식사

(5) 연중2회 태아축복 미사

(6) 생명전시 개최 및 생명부스 설치

(7) 유아세례 전후 부모교육 및 나눔

5) 기타 특기할 사항 

연중 모임 및 주요 행사

(1)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저녁 8시 : 요한 바오로회 월례회의

(2) 매월 둘째 주 일요일 반찬 만들기, 배달

(3) 생명수호 담당 상, 하반기 교육 및 피정

(4) 4월 5월 학술세미나참석(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공동)

(5) 2016년 7월 9월 국회 생명존중 포럼 참석(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6) 현 임원

회장 : 손종덕 바오로      

총무 : 정을희 아녜스   

회원 : 총 10명(남자 - 2명, 여자 -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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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합장소 : 본당 1층/초등부 교사실

독거노인 사제관 초청식사 2016. 7

태아 축복미사 2014. 12

학술세미나 참여 2016. 5

15. 성서 모임

1) 설립 연월일 : 1985년

2) 목적

(1) 신자들의 지속적인 신앙 교육

(2) 말씀 봉사자 양성과 선교

(3) 전례의 생활화

3) 역사

가톨릭성서모임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과 성서를 간절히 목말라하는 

시대의 요청으로 생겨난 성서생활화 운동(CBLM)입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

회의 수녀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최초로 1971년 3월 작은 그룹으로 모여 성경공부

를 시작하였고, 1972년 7월 서울시 성북구 정릉에 위치한 정릉 교육관에서 대학생

을 중심으로 본 모임을 창설, 본당에서는 1985년 조학문 바오로 신부님 때 그룹성

경을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4) 정신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행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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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징

그리스어 물고기(ΙΧTΥS 익뚜스)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단어들의 

첫 글자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초대 교회가 구세주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받아들

이고 신앙고백의 표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6) 공부 방법

(1) 성서 40주간

성경 읽기 안내

신, 구약 성경 전체를 40주간 내에 읽을 수 있도록 안내서에 매일 읽을 성경분량

을 제시하고, 읽은 성경말씀에 비추어 묵상하고 생활하며, 매주 1회 함께 모여 성

경 이해를 돕는 강의와 그룹 나눔을 갖습니다.

(2) 그룹공부

그룹 : 말씀의 봉사자와 함께 본 모임에서 발간한 문제집을 가지고 

매주 1회 그룹원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과 생활체험을 나눕니다.  

  

7) 성경연수

그룹 공부를 마친 후 가톨릭 성서 모임에서 마련한 연수에서 전공자의 강의를 들

으며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고 정리합니다.

8) 어르신 성서 

공항동 성당 50년간 ‘성서 모임’발자취  

주임 사제 대표 봉사자 활동

조학문 바오로
김송자 베로니카 1986년 성서 40주간

김정숙 까리따스 그룹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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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갑진 베드로
이계선 엘리사벳

1991년 성서 40주간(250명 수료)

유재국 바실리오 그룹 성경

심흥보 베드로 임명자 글라라
그룹 성경

그룹성경, 견진교리 봉사, 1년 성경 봉사

최원석 프란치스코 성양옥 마가렛
그룹성경, 예비자 교리 봉사

그룹성경, 예비자 교리 봉사

전경표 아브라함
김미숙 도미니카 성서 100주간

구은모  세실리아 성서 100주간

이동익 레미지오 구은모 세실리아

2014년 성서 40주간(140명 참여)

2015년 그룹성경 재개

50주년기념 성경쓰기(276명 참여)

50질(1질= 3권) 봉헌 봉사

2015. 2월~ 2016. 10월

평화대 어르신 성경

9) 현 임원

 대표 : 정은희 율리아

 총무 : 지은숙 바울라

16. 울뜨레야꾸르실료

1) 목적

의의와 목적 : 꾸르실료란 스페인어로 그 원형은 Curo(진행, 코스)이며, ‘단기 강

습회’를 말한다. 참된 그리스도교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1949년 스페인에서 시

작된 신앙 부흥 운동의 일종이다. 마요르카 섬의 후안 에르바스(Juan Hervas) 주교

의 제의하에 평신도인 보닌 형제가 시작하였다.

꾸르실료(cursillo)란 ‘복음화를 위한 단기교육’이란 뜻으로 일종의 교육과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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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이나 과정과는 구별된다. 꾸르실료에는 인종, 국적, 피부색, 교육수준,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각기 다른 40여 명의 참가자들이 보통 목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

까지 3박 4일 동안 15개 과목의 강의를 들으면서 서로 토론하고 기도하며 형제애적

인 사랑을 체험해 나간다. 꾸르실료에서 강조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신심보다는 

은총의 신심이다. 이러한 꾸르실료를 통하여 그리스도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쇄신

하고, 세상을 복음화시키려는 운동이 꾸르실료운동이다.

울뜨레야는 꾸르실료에 참가한 사람(수료자)들을 한데 묶어, 유능한 평신도 사도

로서 자신의 사명에 충실히 활동하도록 모임을 갖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꾸르실료 

운동은 꾸르실료 그 자체보다는 이를 통하여,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리스도교 생활

의 쇄신과 사회의 복음화에 충실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울뜨레아(Ultreya) : 스페인어로 '전진하라, 여기까지 와라'라는 뜻

2) 울뜨레야 역대 간사

간사명 세례명 임명일자

최국종 바오로 1991-06-01

김재현 히지노 1992-04-01

고태수 보나파시오 1995-01-01

박근수 베드로 1997-01-13

최영익 비오 2003-01-01

최재홍 가브리엘 2006-11-22

지은숙 바울라 2009-02-02

박근수 베드로 2013-11-10

3) 현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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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예비자봉사회

1) 목적 : 냉담자 축소와 새 신자 확대

2) 창설일 : 2008년 9월 8일 예비자교리를 나눔을 배제하고 

  강의식으로 변경하면서 예비자봉사회가 개편됨.

  - 2008.9.8.∼2010.8.30. 회장 성양옥 마가렛, 총무 임진화 프란체스카

  - 2010.8.31.∼2013.8.27. 회장 임진화 프란체스카, 총무 전은정 안젤라

  - 2013.8.27.∼2014.12.   회장 전은정 안젤라, 총무 유형자 안나

  - 2015.2.1.∼2015.9.       회장 이진숙 미카엘라, 총무 송영순 아녜스

  - 2016.2.1.∼2016.9.       회장 이진숙 미카엘라, 총무 이미령 루시아

  - 2016.10.1.∼               회장 김경희 루치아   총무 윤용희 헬레나

3) 활동 및 현임원

  - 예비자 입교식

  - 예비신자 교리 봉사

  - 세례식

  - 새영세자 후속 교리

  - 새영세자 첫 고해봉사

  회장 김경희 루치아   

  총무 윤용희 헬레나

18. 한 처음에 성서 모임

1) 설립 연월일 : 1996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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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목적(배경) 및 취지

지난 1972년,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수녀님들이 말씀에 대한 열정과 젊은이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으로 청년 성서 공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1988년에 서울 대교

구 정식 단체인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이 되었고, 현재 서울에서만 매년 3천여 명

의 연수생을 배출하는, 교구의 대표적인 청년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은 “말씀으로 함께 모인 젊은이들의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

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생활하면서 세상

에 기쁜 소식을 전파한다,’는 정신으로, 청년들이 말씀에 맛들이고, 이웃에게 복음

을 전파하는 ‘말씀의 봉사자’로 성장해 나가는 모임입니다.

 

3) 단체활동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각 단계

는 그룹공부와 연수로 이루어지며, 그룹공부는 4명 내외의 소그룹이 1주일에 한 

번, 2~3시간씩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나눕니다. 3~4달의 그룹공부를 마치고 연수

를 다녀오면 그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4) 현 임원

회장 : 서정원 가브리엘

19. 연령회

1) 설립연월일 1971년 11월

2) 설립목적 및 활동

본당 신자들의 상사(喪事)를 적극 도움으로써 힘이 되어주고 연도를 바쳐 연옥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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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목적을 두며, 아울러 상가 봉사를 통한 전교에 목적을 두

고 있다. 이를 위해 연령회는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성지순례와 야유회를 통해 상

호간의 신앙심과 친목을 도모 하며 임종을 앞둔 환자를 방문하여 임종을 잘 준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3) 연혁

공항동 본당의 연령회는 1971년 11월에 설립되었다. 19091년 10월 이전까지 수

시와 입관은 장의사(공항장의사)에서 주관을 하고 연령회에서는 연도와 장지 봉사

를 해 왔으나 1991년 11월 이후에는 서울 대교구 연령회 연합회 도움으로 장례품

에서 수시, 입관 장지까지 연령회에서 주관 함으로써 상가에 물심 양면으로 많은 도

움이 주고 있다. 1993년 6월에는 본당내 천상실(영안실)을 설치 함으로서 상을 당

한 교우들의 어려움을 해소 하는데 크게 기여 하고 있다.

4) 주요 활동

(1) 매월 첫 일요일 월례회 개최

(2) 격월로 연령회원들을 위한 생미사와 연미사 봉헌

(3) 교구에서 주관 하는 연도대회에 참석

5) 역대 회장

초대 최두국 안토니오

2대 김관섭안드레아

3대 원성희 도미니코

4대 정동진 발라바

5대 6대 7대 박창인 요안나

8대 9대 박지호 벨라도 

10대 박순덕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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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남정분 막달레나

6) 현 임원

회장 : 김강춘 요아킴

총무 : 유화종 요셉

20. 평화대학(평화시니어아카데미)

1) 설립 연월일 : 1992 5, 1

2) 설립목적 

변화하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 생활양식 가족구조 등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는 한

편 원로로서 고유문화와 전통 미풍양식 등을 후대에 전하고 자신의 풍요로운 경험

을 사회에 기여함과 가정과 그리스도 공동체의 희망과 귀감이 되어 자신과 이웃의 

참된 행복을 창조해 가는데 설립목적을 둔다.

3) 연혁

1977. 4. 24 제3대 박고빈신부 재임시 서울 대교구 산하 최초의 노인대학 설립

1978. 2 :  문교부에 노인대학 등록 승인 제 1호

1980. 2   김재천 신부 재임 시 폐교

1992. 5.1  제9대 배갑진 신부 재임시 노인대학으로 평화대학 설립

  정규 수업 및 특별활동 실시(매주 금요일 09시부터 15시까지)

1992. 10. 4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효창공원)

1993. 9. 3  평화대학 소속 한글교실 개강

1994, 5.8   제1회 학계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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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5  제1 효행표창

2002  2차 효행 표창

2012. 9. 20  노인의 날 행사 실시 강화도 갑곶성지

2014.  평화대학 명칭이 평화 시니어 아카데미로 변경

2015. 5. 8  어버이날 기념행사 봄 축제 개최

2015. 10. 2  노인의 날 야외행사로 남양주 다산 정약용 생가 방문

2016. 3. 14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에 노인 여가 복지시설(노인교실) 설치 신고

4) 전임 학장

초대, 2대 김동준 미카엘

3대 김사철 안드레아

4대 민두영 바오로

5대 신무현 레오

6-12대 김동준 미카엘

13대 김영호 가브리엘

5) 주요활동

(1) 정규수업 항목 - 매주 금요일 10-12시

(2) 신앙교육 미사참례, 성서공부, 영상 성지순례

(3) 건강관리 노인영양관리, 암예방, 치매교육

(4) 특강 웃음치료, 심신수련, 예체능(만들기, 그리기, 꾸미기, 레크레이션)

(5) 동아리활동 매주 금요일 11시-15시

6) 현임원 구성

학장  공석

부학장 백복흠 레오 김경자 데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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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 이화숙 안나. 허순진 알로이시아. 이숙자 루실라. 강현숙 데레사    

박계숙 요안나.  김진희 가브리엘

특별활동반. 부원식 안드레아, 윤동진 레오폴드, 정성진 가브리엘, 

21.  프란치스코 선교축구단

1) 설립 연월일 : 2004년 7월

2) 설립목적(배경) 및 취지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마음, 건전한 몸과, 건전한 정신을 갖게함과 동시에 운동을 

통한 신자들과의 친교 유대를 강화하고 또한 운동을 좋아하는 청년들과 중 장년층

에게 선교를 목적으로 창단을 하였음

 

3) 단체활동

(1) 서울 대교구 지도 신부님배 축구대회

(2) 4개 본당(공항동, 흑석동, 신수동, 등촌3동) 친선 축구대회

(3) 서울 대교구 지도 신부님배 축구대회 우승

(4) 서울 대교구 지도 신부님배 축구대회 준우승

(5)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4) 현 임원

회장 : 김도현 즈가리아

부회장 : 양계환 요한

총무 : 윤성우(예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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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교배드민턴

1) 설립일 : 2014. 5.

2) 설립 목적

첫째 : 배드민턴 운동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운동을 통하여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느님 사랑 선교 목적에 우선한다.

둘째 : 배드민턴 클럽 활동을 하면서  공항동 성당을 알리고, 선교 배드민턴으로서 

새로운 신자 모집을 적극적으로 한다. 

셋째 : 매년 실시되는 서울대교구 배드민턴 대회에 참가 한다.

넷째 : 세례 받은 새 신자가 신앙적 성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돌보고, 쉬는 교우, 

냉담교우를 보살핀다.

다섯째 : 강서지구 내 친선 게임을 통하여 공항동 성당 선교배드민턴을 널리 알린다.

3) 역대 단체장 

(1) 초대 회장 : 한철희 요셉    1대 총무 : 이재성 멜리또

 

배드민턴 회장 주임신부님 단체주요 활동사항

2대 : 한철희 요셉

* 2014. 05. ~

12대: 이동익 레미지오

* 2013.8.27~

배드민턴 운동을 통하여 건강증진과 복음전파, 선교 목적에 

우선

운동과 친교로 새신자 모시기, 냉담교우, 쉬는 교우 돌봄

서울대교구 체육대회, 강서지구 체육대회참가

 

4) 주요 활동상황 

(1) 2014년 8월5일 - 배드민턴회원 권중걸 알베르토 세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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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서울대교구 배드민턴 대회(강북 웰빙스포츠센터 체육관) 

참가 - 준우승 2팀

(3) 2016년 강서지구 본당 친선게임 - 방화3동 배드민턴과 친선게임 

(4) 2016.년 4월 50주년 새신자 500명 모집하기 - 예비자입교식 6명 

(5) 2016년 본당 50주년 새신자 500명 모집하기 - 7월 3일 세례식

(3명 세례식 - 이오황 요셉, 배기홍 베드로, 이정희 안나)

(6) 2016년 8월28일 예비자 입교식 - 1명

(7) 2016년 11월6일(일) 서울대교구 배드민턴 대회(강북 웰빙스포츠센터 체육관) 참

가 예정

 

5) 연중 모임 및 주요 행사

* 매일 아침, 저녁 공항고등학교에 모여 운동 , 선교

* 월 모임 - 매달 셋째 일요일 오후 6시 공항고등학교 체육관 운동 후, 친목도모 

* 선교활동으로 적극적 새신자 모시기 

 

6) 현 임원

* 회장 : 한철희 요셉

* 총무 : 이경희 아드리아나

* 회원 : 총 23명(남자 - 16명, 여자 - 7명)

* 모임 장소 : 공항고등학교, 운동 후 단합대회

7)  단체활동

(1) 배드민턴 운동을 통하여 건강증진과 복음전파, 선교 목적에 우선

(2) 운동과 친교로 새신자 모시기, 냉담교우, 쉬는교우 돌봄

(3) 서울대교구 체육대회, 강서지구 체육대회 참가



제3편 단체사     253

23. 선교 부토벤 악단

1) 설립 연월일 : 2016년 11월 

2) 설립목적(배경) 및 취지

2012년 6월 4일, 4명으로 시작한 선교 부토벤 악단은 2016년 11월 현재, 20대

에서 70대의 남녀 신자 11명으로 구성 되었으며, 본당 행사에 참여하여 음악을 통

한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며,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통하여 선교 활동하는 

것에 목표로 두고 있다.

3) 단체활동

(1) 평화대학의 개강 및 종강식 등 본당 각 단체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다.

(2) 성 요한의 집, YMCA 자선바자회, 등촌3동 성당 노인대학, 갑곶순교성지 등 주변 

성당 및 지역사회에서 음악을 통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3) 매주 토요일 3시부터 6시까지 단원들이 모여 연습을 한다.

4) 현임원

단장 윤동진 레오폴드

감독 : 김창섭 요셉

총무 : 박종준 스테파노

24.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1) 설립일 : 19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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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목적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는 전세계에 널리 퍼진 그리스도교 공동체로서 1833년 

파리에서 젊은 가톨릭 평신도 청년들과 그들의 조언자 역할을 맡은 장년의 베일리

에 의해 설립되었다. 

빈첸시오회 회원의 소명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봉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시며 인간을 해방시키시는 사랑의 증인이 되고자 직접적인 일

대일 만남을 통해 희망을 품고 봉사하고 헌신한다.

빈첸시오회는 고통과 궁핍을 덜어주고 인간의 존엄성과 고결함을 증진시키는 활

동을 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잊혀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불우한 사

람들을 찾아내고 돕는다.  

3) 현 인원

(1) 회장 : 부원식 안드레아      부회장 : 신창승 미카엘

총무 : 이미령 루시아

(2) 활동회원 총 12명 (남7, 여5)  

후원회원 : 508명

25. 청소년 분과 복사자모회

1) 창설일 : 1986년 4월

2) 창설목적

 

복사들이 미사 전례 시간에 사제를 도와 그 미사가 온전히 봉헌 될 수 있도록 도움

을 주며, 복사단에 관련된 모든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머니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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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의 초창기에는 전교사와 사목회에서 복사를 지도하였고, 1978년 12월부터 

수녀님이 복사를 지도하고 지원하였다.

1986년부터 초대 김태영 모니카 회장과 몇 명의 회원들이 수녀님의 수고를 덜기 

위하여 자모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3) 역대 단체장 : (신부님 재임기간별 단체장 표기 및 기간별 단체 주요 활동사항 

    → 요약정리)

복사자모회장 주임신부님 단체주요 활동사항

29대:홍윤주 헬레나 (2016년)

28대:송정현 헬레나 (2015년)

27대:김제영 세실리아 (2014년)

12대 : 이동익 레미지오

* 2013.8.27~

26대:채화정 스텔라 (2013년)

25대:황은영 레지나 (2012년)

24대:김혜선 레아 (2011년)

23대:조정현 젬마 (2010년)

22대:김순남 세실리아 (2009년)

11대 : 전경표 아브라함

* 2008.9.02~2013.8.26

2010년

복사 가족 단합대회

(난지캠핑장)

21대:박순홍 엘리사벳 (2008년)

20대:김순남 세실리아 (2007년)

19대:이수선 안젤라 (2006년)

18대:이혜진 가브리엘라 (2005년)

17대:이영숙 말가릿다 (2004년)

10대 : 최원석 프란치스코

* 2003.9. ~2008.9.01

16대:이희란 율리안나 (2003년)

15대:임근선 소피아 (2002년)

14대:지은숙 바올라 (2001년)

13대:강은숙 데레사 (2000년)

9대 : 심흥보 베드로

* 1998.10. ~2003.9.

2001~2003

자부회 결성(성당봉사)

등산(복사가족 등반대회)

복사가족 단합대회 (부활,성탄)

12대:유군자 실비아 (1998-1999년)

11대:김한숙 안나 (1997년)

8대 : 유재국 바실리오

* 1995.3. ~1998.10.

10대:이명득 스콜라스티카 (1995-

1996년)

 9대:이금선 사라 (1994년)

 8대:성양옥 말가릿다 (1993년)

 7대:이계선 엘리사벳 (1992년)

 6대:정영열 마리아 (1991년)

7대 : 배갑진 베드로

* 1990.9. ~ 1995.3.

1993년이후

가족 성지순례 연중행사로 추가

1994년이후

 1월 복사학교

 8월 복사대회

11월 자모피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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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최미라 말가릿다 (1990년)

 4대:임명옥 프란체스카 (1989년)

 3대:박정예 오딜리아 (1988년)

 2대:조정숙 사비나 (1987년)

 1대:김태영 모니카 (1986년)

6대 : 조학문 바오로

* 1985.8. ~ 1990.9.

1989년이후

 1월 피정 및 동계야유회

 4월 부활대축일 행사

 7월 하계야유회

12월 성탄대축일 행사

5대 : 장덕범 바오로

* 1980.3. ~ 1985.8.

4) 기타 특기할 사항

주요 활동 및 행사

* 1월 : 초.중등부 복사 겨울캠프 및 복사학교 참가

* 2월 : 중2 졸업 및 신복사 입단식

* 3-4월 : 부활 대축일 행사

* 8월 ; 복사단 여름캠프

* 12월 : 성탄 대축일 행사

* 『자모회 월례 모임』 - 매월 첫째주 일요일 9시 미사후 

 

5) 현 임원(2016.10월 현재)

회장 : 홍윤주 헬레나     부회장 : 문정화 크리스티나

총무 : 이미정 마리아     서기 : 최윤정 유스티나

회원 현황 : 총   명 (여성   명)

자모회 모임장소 : 본당 1층

26. 청소년분과 복사단

1) 설립연월일 : 19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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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목적

사제의 미사 집전 시 사제를 도우며 기도생활을 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자세로 전

례에 참여하여 사제성소를 키우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꾸도록 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첫 영성체를 받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단은 부모가 가톨릭 신자이고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주일학교 출석률이 85%이상이고 타 학생의 모법이 되는 학생으로서 신부와 

수녀의 추천을 받아야 복사단에 가입 할 수 있다.

3) 연혁

4) 주요 활동 내용

5) 현 임원

27. 청소년분과 주일학교자모회

1) 설립 연월일 : 1985년 10월 11일

2) 설립목적(배경) 및 취지

1985년 10월 11일 설립된 이래로 주일학교 교사 및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다. 자

모회는 주일학교에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로 구성되며 봉사를 통해 복음적 삶을 

배우고, 서로간의 친교와 사랑을 나눔으로써 그리스도 공동체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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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체활동 

(1) 주일학교간식준비(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일요일)

(2) 기금 마련을 위한 이마트 영수증 포인트 적립(분기별), 각종 물품판매  

(3) 부활절 계란 바구니 포장 및 판매

(4) 어린이 날 행사.은총시장.스승의 날 행사.주일학교 가족미사 지원

(5) 주일학교 캠프(초등 3~4학년). 여름 신앙 학교(유치부, 초등1,2학년)          

(6) 중·고등부 캠프. 교사(초, 중, 고등부) 및 7월 행사 준비 보조금 후원

(7) 자모회 임원 성지 순례 및 피정                                      

(8) 고등부 수능파티 준비(찹쌀떡, 엿, 음료)

(9) 초등부 성가대 및 예술제 후원. 성탄절 행사 지원

28. 청소년분과 주일학교 초등부

1) 설립 연월일

2) 설립목적

모든 어린이가 예수님을 본 받아 사랑, 겸손 그리고 봉사 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종교 교육과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신앙심을 굳게심고, 올바른 인간의 존엄성을 인

식시켜 영적 수련을 통한 완덕의 길을 추구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그 목적을 둔

다. 유치부(6세) 부터 초등학교 6학년 7개 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일 오후 4시 초.중.고등학생 부모님과 함께 성가정 미사를 통해 성가정의 중요

성을 강조하며 실천하고 있다.

 

3) 활동 내용

(1) 매해 여름 신앙학교 와 여름 신앙캠프  상.하반기 체험학습, 성지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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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쁨(은총) 나눔잔치 및 성탄예술제, 성경골든벨 활동 실시

(3) 전례부 : 미사 시 전례를 담당하고 있다. 

4) 현 임원

29. 청소년분과 주일학교 중고등부

1) 설립목적(배경) 및 취지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신앙생활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

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5개 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리는 교육국에서 발간하는 교재를 중심으로 심성 계발과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시하지만 꼭 교리를 통해서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업 시간 

외 또래 집단 활동을 통해 인간관계, 규칙, 규범 등의 교육도 익히고 있다. 요즈음 

같은 입시 위주의 메마른 교육환경 하에서 주일학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2) 주요활동 내용

 

단체 활동 

학생부 : 학생부 자체 행사 진행 및 학생부 활동을 주도한다.  

전례부 : 미사 시 전례를 담당하며 학생의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3) 현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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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청소년분과 프란치스코 전례단

1) 설립일 : 1986년 11월

2) 설립 목적  

신자들이 미사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며 전례의 중

요성을 알리고 신자 재교육의 일부를 담당한다. 또 청년들의 모임을 활성화하고 전

례 봉사자의 전례연구 및 자질향상을 위해 설립되었다. 청년 미사 전례시 시종복사, 

향 복사, 해설, 독서, 신자들의 기도를 전담하고 전례력에 맞추어 미사해설을 준비

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3) 단체 활동

전례연구 및 전례봉사(청년 미사 시종복사, 향 복사, 해설, 독서, 신자들 의 기도, 

봉헌금 회수 등)를 합니다.

4) 현 임원

31. 청년연합회

1) 설립일 : 1986년 4월

2) 설립목적(배경) 및 취지 

본회는 공항동 성당 청년들이 본당 청년 활동을 통하여 성숙한 신앙을 키울 수 있

도록 돕는다. 

아울러 연합회 산하 각 단체들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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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체 활동 

공항동 성당 본당 행사 참여 및 참석                        

신입 청년모집 및 오리엔테이션                               

청년 임원진 L.T.

청년 피정

사순 및 부활행사                                                    

청년 여름행사

성탄행사                                           

정기 월례회의 및 총회

4) 현 임원

회장 : 안두호 레오

부회장 : 장유미 미카엘라

총무 : 안민호 이냐시오

회계 : 이범민 가브리엘

홍보 : 박고운 엘리사벳

32. 청년밴드 주디스

1) 설립일 : 2015년 8월

2) 설립목적(배경) 및 취지

2015년 8월에 악기연주와 노래로 봉사하고 주님께 찬양하고싶은 뜻을 가진 청년

들이 함께 모여 청년밴드 주디스를 시작했습니다. [찬양하다, 찬미하다]라는 뜻을 가

진 주디스는, 음악 안에서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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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체활동

평화대학 개강식 종강식 노래봉사      

본당 50주년 기념 체육대회 공연등 각종 행사 노래봉사

단장 : 박종준 스테파노

감독 : 안정준 파스칼

33. 헌화회(평화신문 1191호 참고)

헌화회 발족

1980년 1월 15일, (김재천 주임신부 시절)

공항동본당 헌화회가 1월 15일 10시 미사 후 창립총회를 가짐.

회장 이 호노라다. 

총무 이 스꼴라스티카

역대 회장 : 1대 이은정 카타리나    2대 남현숙 라파엘라

                 3대 정애경 요엘라       4대 박상금 율리안나

                 5대(현재) 이지영 베네딕다

2017년 2월 현재

회장  이지영 베네딕다

총무 이순남 헬레나

34. 없어진  단체

여성 연합회, M,E(marriage encounter). 

그루터기, 도서관,  던스틴 어린이 반주단. 







제 4편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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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종 통계 (2016년 12월 14일 현재)

1. 본당 관할 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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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대 주임 신부

구분 성명 및 본명 재임 기간 현재 계신 곳

공소사목
신원식 루가

박병윤 토마스

1955. 여름 ~ 1963. 1.

1963. 1. 1. ~ 1966. 12.

선종

선종

준비기 한희동 그레고리오 1966. 가을. ~ 1966. 12. 선종

초대 김철규 바르나바 1966. 12. 14. ~ 1970. 11. 13. 선종

2대 임응승 요한 1970. 11. 13. ~ 1974. 5. 9. 선종

3대 박고빈 시메온 1974. 5. 9. ~ 1978. 8. 18. 선종

4대 김재천 요셉 1978. 8. 18. ~ 1980. 2. 17. 면직

5대 장덕범 바오로 1980. 3. 6. ~ 1985. 8. 30. 선종

6대 조학문 바오로 1985. 8. 31. ~ 1990. 9. 7. 대치동 성당

7대 배갑진 베드로  1990. 9. 2. ~ 1995. 3. 16. 압구정1동 성당

8대 유재국 바실리오 1995. 3. 16. ~ 1998. 10. 원로사목자

9대 심흥보 베드로 1998. 10. ~ 2003. 9. 수색 성당

10대 최원석 프란치스코 2003. 9. ~ 2008. 9. 세검정 성당

11대 전경표 아브라함 2008. 9. ~ 2013. 8.
순천향병원 및 

서울백병원 원목실

12대 이동익 레미지오 2013. 8. ~ 2016. 12. 현재 공항동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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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대 보좌신부

구분 성명 및 본명 재임 기간 현재 계신 곳

1대 김찬회 세례자요한 1989. 2. ~ 1991. 2. 연희동 성당

2대 최원일 미카엘 1991. 2. ~ 1992. 10. 대치3동 성당(성모탄신)

3대 이정훈 끌레멘스 1992. 10. ~ 1994. 12. 의정부교구  신곡2동 성당

4대 조신형 도미니코 1994. 12. ~ 1996. 11. 아현동 성당

5대 김형석 마태오 1996. 11. ~ 1997. 11. 신정동 성당

6대 이승구 안드레아 1997. 11. ~ 1998. 3. 안식년 

6대 전대규 야고보 1997. 11. ~ 1999. 12. 상암동 성당

7대 최부식 사도요한 1998. 3. ~ 1999. 12. 목3동 성당

8대 전기석 대건안드레아 1999. 12. ~ 2001. 12. 화곡2동 성당

9대 박종철 세례자요한 2001. 12. ~ 2003. 12. 마장동 성당

10대 최장민 도미니코 2003. 12. ~ 2005. 1.1 군종교구 통일대

11대 이용현 알베르토 2005. 11. ~ 2006. 11. 안식년

12대 이태규 바오로 2006. 11. ~ 2008. 12. 신도림동 성당

13대 김경영 영주바오로 2006. 12. ~ 2011. 2.
사목국

(가톨릭청년성서모임)

14대 김원철 레오 2011. 2. ~ 2013. 2. 수색 성당

15대 김광두 고스마 2013. 2. ~ 2015. 2. 창5동성당

16대 윤종상 가브리엘 2015. 2. ~ 2016. 8.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17대 박준용 마리아바오로 2016. 8. ~ 2016. 12. 현재 공항동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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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대 수녀

(1) 역대 원장수녀

성명 및 본명 재임 기간 비고

1대 이행자 요안나 1978. 12 ~ 1981. 2 인보성체수도회

2대 민순옥 발렌티나 1981. 2.27~1984. 2. 23 인보성체수도회

3대 오 안젤라 1984.2. 23 ~1987. 2.18 인보성체수도회

4대 송 아나스타시아 19987. 2.19~1988.2.12 인보성체수도회

5대 오 수산나 1988. 2.12 ~1992.2.21 인보성체수도회

6대 홍순자 데레사 1992.2.21 ~ 1995.2.20 인보성체수도회

7대 김기순 시몬수산나 1995. 2.21 ~1998.2.24 인보성체수도회

8대 정옥규 루시아 1998.2.24 ~ 2001.2.18 인보성체수도회 환속

9대 목순달 루시아 2001.2.20 ~2002. 2.18 인보성체수도회

10대 오은수 미카엘라 2002. 2.19~2005.2.18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

11대 이미자 레지나 2005. 2.18 ~2008. 2.9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

12대 김미희 안나 2008.2.11~2010. 2.11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

13대 서영수 데레사 2010.211 ~2013. 2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

14대 천은주 아가다 2013. 2.7 ~2015. 2.27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

15대 이혜정 모니까 2015. 2.27 ~ 2016.2.19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

(2) 역대 전교 수녀

성명 및 본명 재임 기간 비고

1대 염유순 미카엘라 1978. 12 ~1981. 2.27 인보성체수도회  환속

2대 김명희 마리아가다 1981.2.27 ~1983. 6. 20 인보성체수도회

3대 차 요셉피나 1983.6. 20~ 1985. 2.15 인보성체수도회  환속

4대 최 라파엘라 1985. 2.15 ~1986.2.17 인보성체수도회

5대 류 젬마 1986. 2.18 ~1988. 2.12 인보성체수도회

6대 박 에메렛다 1988. 2.12 ~ 1991.2.21 인보성체수도회

7대 박보윤 크리스티나 1991.2. 21 ~1991.3. 17 인보성체수도회

8대 김미녕 힐라리아 1991.3.17 ~1994. 2. 22 인보성체수도회

9대 김요한 데레사 1994.2.23 ~1996. 2. 25 인보성체수도회

10대 김명주 헬레나 1996. 2.27 ~1997. 2.17 인보성체수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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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박은선 요안나 1997. 2.18 ~1999.2.23 인보성체수도회  환속

12대 정경숙 막달레나 1999.2.23~2001.2.19 인보성체수도회

13대 서은자 카타리나 2001.2.20~2002.2.17 인보성체수도회

14대 김명진 세례자요한 2002.2.19 ~ 2004.2. 9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

15대 조정례 이사악 2004. 2.11~ 2007.2.8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

16대 백은심 폴린 2007.2.9 ~2009.2.11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

17대 박숙경 안젤라 2009.2.13~2011. 2. 14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

18대 김복순 마리안나 2011.2.17~2012. 2.14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

19대 박가영 로사 2012. 2.17 ~ 2016. 8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

5. 프란치스코 어린이 집

구분 성명 및 본명 재임 기간 비고

원장 수녀

보육 교사

박미경 사비나

김미경 엘리사벳

2002. 3. 1. ~ 2006. 2. 28.

2004. 2. 9. ~ 2007. 2. 28.

원장 수녀

치료사 수녀

보육 교사

남순정 다니엘

김수호 안젤라

이정연 세레나

2006. 3. 1. ~ 2013. 2. 28.

2007. 3. 1. ~ 2011. 2. 28.

2012. 3. 1. ~ 2012. 8. 31.

원장 수녀 최애영 데레사 2013. 2. 20. ~ 2016. 12. 현재

6. 성소개발 본당 출신 사제(교구, 수도회)

성명 세례명 소속 서품(입회)년도 현재 임지

1 이영일 베네딕도 서울교구 1978. 12. 2.7 선종

2 전종훈 시몬 서울교구 1990. 2. 4. 휴양

3 최희수 프란치스코 서울교구 1992. 7. 3. 반포1동 성당

4 고형석 스테파노 서울교구 1997. 7. 5. 홍은동 성당

5 이정우 도미니크 의정부교구 2003. 7. 4.
의정부교구

일산종합사회복지관

6 임정욱 에로니모 한국외방선교회 2003. 1. 9. 해외선교(파푸아뉴기니)

7 이봉석 노엘 가르멜남자 수도회 1999. 10. 9. 전주교구 오수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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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당출신 수도자 

성명 세례명 수도회 입회년도 현재 임지

1 최이국 다두 성 베네딕도 왜관 수도원 1972. 경북 칠곡 한국본원

2 최희영 베로니카 살트르 성바오로 수도회 1976. 명동 서울관구

3 주혜경 뻬르뻬뚜아 그리스도 교육 수녀회 1983. 서울 수련원

4 변혜련 요셉피나 한국전교 갈멜 수녀회 로마유학

5 한영순 율리엣다 인보성체 수도회 1985. 전주 본원

6 장미숙 레테치아 예수성심 마리아전교 수도회 1990. 경기도 화성 본원

7 김혜정 노엘라 그리스도 교육 수녀회 1995. 안동아동보호전문기관

8 박지영 리오바 성 바오로 딸 수도회 1995. 해외선교(마카오)

8. 역대 사목회장

성명 및 본명 재임 기간 비고

공소회장 최두국 안토니오 공소시대 ~ 1967. 2.

1, 2 대 김관섭 안드레아 1967. 2. ~ 1972.

3, 4대 김동준 미카엘 1972.   ~ 1978. 1.

5대 배중섭 파스칼 1978.  1. ~ 1979. 12.

6대 김관섭 안드레아 1979. 12. ~ 1980. 9.

7대 남대원 베드로 1980.  9. ~ 1982. 11.

8대 강윤영 마르코 1982. 11. ~ 1984. 12.

9대 김관섭 안드레아 1984. 12. ~ 1985. 12.

10대 남대원 베드로 1985. 12. ~ 1987. 12.

11, 12대 민두영 바오로 1987. 12. ~ 1991. 12.

13, 14대 강윤영 마르코 1991. 12. ~ 199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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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송기석 미카엘 1995. 2. ~ 1996. 12.

16대 최남열 안드레아 1996. 12. ~ 1999. 12.

17대 김동준 미카엘 1999. 11. ~ 2001. 12.

18대 박을상 마태오 2001. 12. ~ 2003. 10. 남성총구역장 겸

18대 김금순 베로니카 2001. 12. ~ 2003. 10. 여성총구역장 겸

19대 윤영대 미카엘 2003. 10. ~ 2004. 3.

20대 김재현 히지노 2004. 4.  ~ 2005. 11.

21대 최영익 비오 2005. 11. ~ 2007.  1.

22대 손성택이나시오 2007.  1. ~ 2008. 12.

23대 손성택이나시오 2008. 12. ~ 2009. 11.

24대 부원식 안드레아 2009. 11. ~ 2010. 12.

25대 진종구 베드로 2011. 11.  ~ 2012. 7.   

26대 기연종 요셉 2013. 11.  ~ 2015. 1.

27대 김재현 히지노 2015.  2. ~  2016. 12.

9. 역대 사무장 및 현재직원

성명 및 본명 재임 기간 비고

초대 최두국 안토니오 1971. 1. 1. ~ 1985. 10. 12.

2대 정성복 미카엘 1985. 10. 13. ~ 1991. 12. 2.0

3대 유은순 젬마 1991. 12. 20. ~ 2016. 12. 현재

사무원 조미진 율리아 1991.  9. 25. ~ 2016. 12. 현재

관리장 김재현 요셉 1996.  3. 26. ~ 2016. 12.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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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할 행정구역 인구 및 신자 수

구역내
인구수

미사에 나오
는 신자

신자
총수

총인구대
신자 비
율%

주일
미사

참여%
비고

1967 437

1968 483

1969 576

1970 43,237 614 1.4

1971 43,938 654 1.5

1972 44,900 779 1.7

1973 56,754 1,139 2.0

1974 66,349 1,503 2.27

1975 74,996 1,603 2.14

1976 74,265 1,698 2.28

1977 74,375 1,728 2.32

1978 75,600 1,874 2.48

1979 2,054

1980 102,200 2,312 2.26

1981 98,300 2,675 2.72

1982 101,300 2,909 3,141 3.1 30년사

1983 104,400 3,247 3,466 3.1 30년사

1984 105,100 3,848 4,035 3.8 30년사

1985 105,100 4,473 4,676 4.4 30년사

1986 105,100 4,696 4,857 4.6 30년사

1987 105,100 5,158 5,322 5.0 30년사

1988 105,100 5,971 6,136 5.8 30년사

1989 105,100 6,232 6,392 6.1 30년사

1990 94,886 5,155 5,335 5.6 30년사

1991 94,886 5,376 5,616 5.9 3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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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87,801 5,596 5,766 6.6 30년사

1993 97,262 2,770 5,956 6.1 46.5 사목자료

1994 120,554 3,400 7,085 5.9 48 사목자료

1995 116,862 2,400 7,424 6.35 32.3 사목자료

1996 119,495 2,500 7,878 6.6 31.7 사목자료

1997 116,093 2,650 8,066 6.95 32.9 97년도사목자료

1998 117,643 2,610 8,379 7.12 31.1 99년사목자료

1999 82,572 1,300 6,315 7.65 20.6 사목자료. 방화3동 성당 신설 분가

2000 83,569 1,300 6,311 7.55 20.6

2001 77,122 1,400 4.843 6.27 28.9 거주불명 처리1,467

2002 74,350 1,400 4.891 6.57 28.6

2003 76,482 1,300 5,007 6.60 26.0

2004 80,965 1,350 4.759 5.88 28.4

2005 72,749 1,420 4.915 6.75 28.9

2006 74,569 1.503 4,713 6.32 31.9

2007 72,494 1,468 4,650 6.4 31.6 본당연말보고서

2008 63,731 1,514 4,066 6.4 37.2
방 3 과  방 1 ,  마 곡 동  일 부 

교적이관

2009 63,399 1,520 4,287 6.8 35.5
방 3 과  방 1 ,  마 곡 동  일 부 

교적이관

2010 56,692 1,650 4,466 7.9 36.9
방 3 과  방 1 ,  마 곡 동  일 부 

교적이관

2011 63,240 1,610 4,544 7.19 36.2 본당연말보고서

2012 54,955 1,400 4,664 8.49 30

2013 54,895 1,273 4,609 8.40 27.6

2014 70,880 1,384 4,519 6.37 30.6

마곡지구 전입

거주불명 처리

298새대 489명

2015 70,545 1,344 4,679 6.63 28.7

2016 74,198 1,364 4,840 6.52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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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세현황

총세

대수

신자수 예비자 냉담자
비고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990 2,092 3,243 5,335 121 294 415 80 100 180 30년사

1991 2,197 3,419 5,616 263 527 790 102 138 240 30년사

1992 2,285 3,481 5,766 232 343 575 62 109 171 30년사

1993 2,273 2,371 3,585 5,956 126 245 371 55 100 155
97년도

사목자료

1994 2,695 2,824 4,261 7,085 165 268 433 146 284 430 사목자료

1995 2,843 2,964 4,460 7,424 79 227 306 218 425 643 사목자료

1996 3,029 3,176 4,702 7,878 212 319 531 312 598 910 사목자료

1997 3,317 3.274 4,792 8,066 124 234 358 353 634 987

1998 3,273 3,396 4,983 8,379 123 270 393 456 675 1,131 99년 사목자료

1999 2,568 2,507 3,808 6,315 205 333 538 525 880 1,405
2003년

사목자료

2000 2,566 2,515 3,796 6,311 43 63 106 620 1,034 1,654

2001 1,763 1,982 2,861 4,843 59 120 179 42 54 96

2002 1,818 1,995 2,896 4,891 56 88 144 44 62 106

2003 1,895 2,050 2,957 5,007 47 108 155 56 77 133

2004 1,760 1,949 2,810 4,759 68 124 192 57 62 119

2005 1,838 2,015 2,900 4,915 65 106 171 70 78 148

2006 1,778 1,926 2,787 4,713 45 99 144 95 131 226

2007 1,755 1,900 2,750 4,650 56 88 144 138 209 347
2011

사목자료

2008 1,516 1,686 2,380 4,066 88 104 192 103 157 260 사목자료

2009 1,679 1,764 2,523 4,287 122 184 306 131 205 336 사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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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761 1,835 2,631 4,466 41 71 112 142 205 347 사목자료

2011 1,819 1,860 2,684 4,544 34 56 90 136 196 332 사목자료

2012 1,902 1,917 2,747 4,664 39 49 88 147 214 361
2016년 

사목자료

2013 1,935 1,935 2,717 4,609 59 80 139 144 206 350 사목자료

2014 1,875 1,880 2,639 4,519 68 90 158 157 192 349 사목자료

2015 1,982 1,967 2,712 4,679 42 60 102 226 308 534 사목자료

2016 2,073 2,046 2,794 4,840 54 37 91 239 323 562 사목자료

12. 영세자, 견진 혼인 통계

영세 견진

혼인 비고
남 녀 계

전년도 

증감%
남 녀 계

전년도 증

감%

1967 22 24 46 6 30년사

1968 29 34 63 40 26 44 70 8 30년사

1969 21 33 54 -26.0 2 30년사

1970 19 31 50 -7.4 6 30년사

1971 22 34 57 14.0 5 30년사

1972 41 55 96 68.4 14 30년사

1973 50 54 104 7.7 17

1974 48 64 112 7.6 22 35 57 11

1975 44 53 97 -11.0 6 30년사

1976 15 31 46 -52.6 3 30년사

1977 28 34 62 34.8 10 30년사

1978 34 54 88 41.9 17 3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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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71 104 175 98.9 33 73 106 -18.2 35 30년사

1980 82 124 206 17.7 32 30년사

1981 96 170 266 29.1 68 135 203 -24.9 21 30년사

1982 112 212 284 6.8 44 30년사

1983 103 192 295 3.9 92 204 296 697.3 39 30년사

1984 157 276 433 46.8 41 30년사

1985 189 292 481 11.1 98 249 347 224.3 56 30년사

1986 131 225 356 -25.9 33 74 107 -69.2 41 30년사

1987 120 218 338 -5.3 -100.0 35 30년사

1988 142 234 376 11.2 46 132 178 178.0 75 30년사

1989 198 304 502 30.1 59 125 184 -3.4 71 93년사목자료

1990 169 320 489 -2.6 55 117 172 0.0 78 93년사목자료

1991 153 244 397 -18.8 116 221 337 95.9 75 93년사목자료

1992 154 237 391 -1.5 79 100 179 -46.9 63 93년사목자료

1993 118 150 268 -31.5 67 112 179 0.0 69 97년사목자료

1994 137 215 352 31.3 37 75 112 -37.4 61 97년사목자료

1995 77 97 174 -55.5 33 67 100 -10.7 38 97년사목자료

1996 203 229 432 148.3 44 74 118 18.0 68 99년사목자료

1997 155 168 323 -25.2 34 84 118 0.0 0 사무실 자료

1998 119 160 279 -13.6 32 74 106 -10.2 98 사무실 자료

1999 191 311 502 79.9 44 78 122 15.1 49 사무실 자료

2000 73 75 148 -70.5 15 53 68 -44.3 35 사무실 자료

2001 58 103 161 8.8 46 44 90 32.4 22 사무실 자료

2002 62 83 145 -9.9 28 56 84 -6.7 25 사무실 자료

2003 51 76 127 -12.4 0 0 0 -100.0 28 사무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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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55 113 168 32.3 60 110 170 170.0 15 사무실 자료

2005 68 87 155 -7.7 0 0 0 -100.0 18 사무실 자료

2006 61 116 177 14.2 62 134 196 196.0 23 사무실 자료

2007 52 70 122 -31.1 0 0 0 -100.0 29 11년사목자료

2008 84 71 155 27.0 54 91 145 146.0 17 11년사목자료

2009 132 187 319 105.8 26 30 56 -61.4 38 11년사목자료

2010 56 90 146 -54.2 36 70 106 89.3 28 11년사목자료

2011 49 71 120 -17.8 29 58 87 -17.9 21 16년사목자료

2012 52 56 108 -10 0 0 0 -100.0 20 16년사목자료

2013 35 30 65 -39.8 39 61 100 100.0 21 16년사목자료

2014 69 90 159 144.6 28 64 92 -8.0 30 16년사목자료

2015 46 66 112 -29.6 0 0 0 -100.0 25 16년사목자료

2016 56 49 105 0 0 0 0 18
본당연말

통계자료

13. 성사 현황(2016년 12월 31일)

1) 세례, 견진, 혼인 구분

구      분
세   례

견 진 혼 인 영성체 봉성체 고 백 병 자 장 례
7세이하 8세이상

전년도

실  적

남 4 42 0 25

100,000

39

4,497

4 11

여 7 59 0 25 102 9 15

계 112 0 50 141 13 26

금  년

2월

현  재

남 16 56 0 18

100,000

3

4,638

6 19

여 11 49 0 18 11 11 23

계 4 0 6 14 17 42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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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자연령 구분

구분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숫자  30 64 83 92 118 145 224 260 226 180 173

구분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이상 연 령 미 상

숫자  284 236 206 178 138 91 46 19 1 0 0

14. 미사전례 현황

주          일 평          일

요 일 시 간 대 상 참례자수 요일 시간 참례자수 시간 참례자수 평일 계

토요일 오후 오후 7시 성인 105 월 오전 6시 74 74

주 일 오전 6시 성인 90 화 오전 6시 62 오후  7시 52 57

주 일 오전 9시 성인.군인 423 수 오전 6시 58 오전 10시 132 95

주 일 오전11시 성인 452 목 오전 6시 59 오전 10시 70 65

주 일 오후 4시
초등부.중고등부 

가족미사
201 금 오전 6시 64 오후 7시 51 58

주 일 오후 7시 청년 158 토 오전 10시 104 104

15. 대지 및 건물현황

(1) 대지

구    분 지     목 지     적 등 기 여 부 비    고

본    당 종교 2,047.9m2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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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

구    분 연 면 적 수 용 인 원 등 기 여 부 비     고

성    당 700 등기 1,066.32m2

사 제 관 2 〃 215.72m2

수 녀 원 31 4 〃 102.48m2

교 리 실 400 〃 469.42m2

기    타 410 〃 1,376.29m2

총 건평수 980

16. 본당 재정현황

(1) 수입지부 (5년간)                            

(2016. 2 . 15. 현재)

년도

 항목

 5년간 결산액 현재 (2016년)

비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예산액(B) B/C

(%)집행액(C)

전기이월금 10,496,788 5,048,263 11,657,929  31,897,155 158,889,620 340,972,371

장기차입금 200,000,000
100,000,000

100%
100,000,000

교무금 345,609,500 340,760,200 353,303,500 438,527,000 482,199,009
490,000,000

10%
51,335,000

주일헌금 174,550,140 174,910,040 176,068,170 208,028,210 230,241,760
250,000,000

13%
33,737,070

감사헌금 35,383,800 40,340,000 48,890,610 39,076,100 27,160,000
30,000,000

10%
3,360,000

기타헌금 29,920,960 23,205,798 25,443,280 53,139,720 8,991,270
20,000,000

10%
1,9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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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후원금 18,241,000 16,452,000 16,297,000 2,348,000 425,000
43,000

군종후원금 200,000 24,623,905 8,512,218
20,000

사회복지

후원금
10,884,650 15,658,350 7,640,470 24,132,990 64,024,310

45,000,000
15%

673,370

기타후원금 13,445,510 22,536,150 1,956,000
463,000

성무지원금 32,230,000 37,590,000
38,280,000

17%
6,370,000

특별헌금 12,069,800 15,884,230 18,913,220 20,645,110 19,896,220
20,000,000

8%
1,615,500

건축헌금 1,450,000 1,390,000 3,075,000 22,116,000 102,150,040
25,000,000

87%
21,790,000

시설헌금 54,257,190 97,311,250 36,994,640 54,751,610 640,082,790
70,000,000

40%
27,652,820

기타목적헌금 321,200 3,140,100 7,330,150 5,422,000 4,806,050

기부금 7,005,000 760,000 79,000 500,000 137,000

기타기부금 2,384,000 7,019,000 3,000,000 3,600,000 4,314,974
5,000,000

15%
749,297

성물판매 8,500,000 6,000,000 10,000,000 18,393,959

부속기관 

기타수입
31,053,000 18,033,000 26,550,000 21,210,678 8,792,386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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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 및

본당 행사
3,510,000 2,557,000 15,422,900

이자수입 4,114,198 4,843,348 405,553 1,457,592 2,448,406
1,310,988

기타수입 13,040,200 10,175,064 108,600 1,080

기타보조금 3,600,000
4,800,000

출자금 109,069

퇴직전환금 198,900

합계 741,251,226 789,160,748 765,469,096 1,035,373,720 2,021,012,092
1,434,252,371

597,177,416

2. 공항동 본당 50년 약사

1955년 여름

최두국 안당(안토니오)씨가 김포본당 신원식 루까 신부께 공소설치를 건의

김포군 양서면 방화리에 공소 설립 (8세대)

1963년 

1.        김포군 양서면 방화리가 서울시로 편입되어 방화리 공소는 서울대교구 당산동 

          본당에 소속 됨.

12.      공소집 마련(공항동 70번지) 

1964년 

가을.    서울대교구 당산동 본당 박병윤 토마신부님과 교우들이 방화리 

          대지 400평을 팔아 가옥 한채 구입하여 강당으로 사용.

1965년

7.       미 공군 제랄드 브레난 군종신부가 건축기금(미화 $5000) 봉헌과 공소 교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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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금으로 방화동 734-3번지 360평 매입하여 성전85.13평 사제관 32.88평 

완공함. 

1966년

2.  6.  김포 공항동 성당 정초식 (노기남 주교 집전)

7. 17.  첫미사를 봉헌 하고 당산동 본당 한희동 그레고리오 보좌신부가 6개월간 임

          시로 사목을 함.

10. 4.  아시시 성프란치스코 기념 미사   

12. 14. 공항동성당으로 승격. 초대 김철규 바르나바 신부 부임.

신자는 약 300명. 주보성인은 아시시 성프란치스코. 관할구역은 공항동, 방화

동, 개화동, 과해동, 침산동, 마곡동, 양촌동, 신곡동 등 

1967년

2. 15.  본당 행정조직 형성

1968년

9. 17.  김수환 대주교 견진성사 집전(70명)

10. 13. 병인시복 경축미사에 본당 신자들 참석 

1970년

10.      김철규 바르나바 신부 부주교로 발령 

11. 12. 초대 김철규 바르나바 신부 이임 

11. 13. 제2대 주임신부 임응승 요한 신부 부임 

1971년

11.      연령회, 안나회 발족 

관할구역은 공항동, 개화동, 방화동, 오쇠리, 가양동, 발산동, 고촌 

1972년

5.       제1회 등대의 밤 행사.

5.       신자 수 779명 

5. 31.  첫 성모의 밤 행사 

1973년

1.        사목회 발족 (전에는 남성회, 여성회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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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항동 4-144번지 성당 부지 330평 매입 

5.        기성회 조직하여 건축성금 모금 

1974년

1.        본당 월보 "겨자 씨" 창간 

5. 8.    제2대 주임신부인 임응승 요한 신부 이임 

5. 9.    제3대 주임신부로 박고빈 시메온 신부 부임 

9.        구역 반 조직(4개 구역 29개 반) 

10. 1.   노기남 대주교 견진성사 집전(63명) 

1975년

7.        대지 71평을 추가구입 새 성전 신축  

1976년

7. 27.  부속건물 신축공사  

1977년

7.        새 본당 부속건물 80평 완공 

9. 8     야간학교 입학식 

9. 14.   노인학교 설립 

9. 19.   방지거 유치원 개원 

1978년

2.        노인학교 문교부 승인 성인교육원 등록 문교부 승인(전국에서 처음. 인가 1호) 

8. 17.   제3대 주임신부인 박고빈 시메온 신부 이임 

8. 18.  제4대 주임신부로 김재천 요셉 신부 부임 

12.     인보성체 수도회 이행자 요안나 원장수녀, 염유순 미카엘라 수녀 

          초대 전교 수녀로 부임 

12. 27. 본당출신 첫 신부 이영일 베네딕도 사제 서품  

1979년

5. 6.   경갑룡 주교 견진성사 집전(107명)  

7.       전신자 성지순례(베론성지)  

9.       신자수 2,054명(461세대)



제4편 부 록     285

1980년

1. 20.  헌화회 설립 

3. 5.   제4대 주임신부 김재천 요셉 신부 이임

3. 6.   제5대 주임신부 장덕범 바오로 신부 부임 

10.      전신자 솔뫼 성지 순례(100명) 

1981년

3. 8.   민순옥 발렌티나, 김명희 마리아가다 수녀 부임   

6. 14.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7지구 신앙대회 850명 참석

10. 1.  교구설정 150주년 여의도 신앙대회  

1982년

9. 17.  어머니 성가대 모집

11. 7.  서울대교구 7지구신앙대회 절두산성지 성당

1983년

6. 20.  차 요셉피나 수녀 부임 

1984년

1.       성전 신축 위원회 개편 

2. 23.  오 안젤라 수녀 부임  

10. 9.  본당의 날 행사 개화초등학교

1985년

2. 15.   최 라파엘라 수녀 부임

8. 30.  제5대 주임신부 장덕범 바오로 신부 이임 

8. 31.  제6대 주임신부 조학문 바오로 신부 부임 

10. 11. 주일학교 자모회 창립미사

1986년

2. 1     류 젬마 수녀 부임  

3.       구역. 반 재편성(8개 구역 55개 반) 

5. 18.  청년 호베네스 성가대 창단 

6. 22.  성 빈첸시오 아 바울로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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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2. 19.   송 아나스타시아 수녀 부임 

3. 15.   새 성전 신축 기공식 김옥균 바오로주교 집전(공항동 691번지) 

7. 26.   성빈첸시오 아 빠울로 1주년 기념행사  

11. 1.   제대뒷면 장식용 호박돌 수집

10. 25. 본당 설립 20주년 기념 체육대회(공항초등학교) 

1988년

2.12     오 수산나 수녀, 박 에메릿다 수녀 부임 

2.23.    관할구역 변경으로 가양동신자 143명이 등촌1동성당으로 옮김 

3.27.    본당 이전(공항동 4-144번지 임시 본당에서 새 본당으로)  

6.12.    김수환 추기경 견진 성사 집전(200명) 

10.16.   한국성체대회. 장소 대전. 본당에서 44명 참석 

1989년

1.29.    도서관 개관  

2.3.     본당 소속 전종훈 시몬  서품  

2.17.    초대 보좌신부 김찬회 세자요한 신부 부임  

3.19.    인천교구 고강동 본당 신설로 오정동, 오쇠동 구역 교적 이관  

가양동신자는 등촌1동으로 이관 

5.13.~ 1일. 본당 축성식 김수환 추기경 집전

1990년

2.9.     본당출신 전종훈 시몬  사제 서품   

2.11.   전종훈 시몬 신부 첫 미사  

6.24.   성지순례- 연풍성지    

9.6.     제6대 주임신부 조학문 바오로 신부 이임 

9.7일.  제7대 주임신부 배갑진 베드로 신부 부임 

11.14.  구역미사 실시 

1991년

2.19.    초대 보좌신부 김찬회 세자요한 신부 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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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제2대 보좌신부 최원일 미카엘 신부 부임 

2.21.   박 크리스티나 수녀 부임   

3.17    김 힐라리아 수녀 부임  

6.16.   청년풍물패 창단

8.22.   본당 출신 최희수 프란치스코 부제 서품

10.5.   견진성사 두봉주교님 집전

1992년 

2.15.   홍 데레사 수녀 부임 

5.1.     평화 노인대학 설립 

7.3.     본당 출신 최희수 프란치스코 사제 서품 

10.15.  제2대 보좌신부 최원일 미카엘 신부 이임 

10.16.  제3대 보좌신부 이정훈 클레멘스 신부 부임  

11.12.  강우일 주교 견진성사 집전(186명)  

11.15.  평화의 기도문 비 제막  

11.29.  제1회 연도 경연 대회  

12.25. '하늘'지 창간 

1993년

3.28.   성빈첸시오 아 빠울로 협의회 설립

4.11    천상실 축성(영안실)

4.25.   성인복사단 발족

6.4.    교구 사목 방문. 강우일 주교, 최선웅 신부, 김인성 신부. 

10.24. 대만 신풍 천주당과 자매 결연  

11.20.  김수환 추기경 견진성사 집전(179명) 

12.     '하늘'지 2호 발행 

1994년

1.16.  서울 대교구교리 경시대회 입상(단체상 1등, 개인상 1등 수상)  

2.23.   김 요한데레사 수녀 부임

2.26~3. 1. 대만 신풍천주당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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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한국 순교성인 시성 10주년기념 전신자 일일 피정 

12.1.  제3대 보좌신부 이정훈 클레멘스 신부 이임 

12.2.   제4대 보좌신부 조신형 도미니코 신부 부임  

12.     '하늘'지 3호 발행

1995년

2.5.     성 빈첸시오 아 바울로회 공항동 협의회(자매팀)설립  

2.15.    김시몬 수산나 수녀 부임  

3.15.    제7대 주임신부 배갑진 베드로 신부 이임 

3.16.    제8대 유재국 바실리오 주임신부 부임

4.16.   프랑스신부님 12명 본당방문  

10.15.  본당의 날 전신자 체육대회(효성여상)  

10.28.  견진성사(100명) 강우일 베드로 주교님

1996년

2.25.   김 헬레나 수녀 부임

5.9.     본당 관할지역 노인 초청 경로잔치

7.4.     본당출신 고형석 스테파노 부제 서품  

9.15.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신앙대회 참가

11.10.  견진성사 118명

11.28. 제4대 보좌신부 조신형 도미니코 신부 이임 

11.29.  제5대 보좌신부 김형석 마태오 신부 부임 

12.1.   새 ‘미사통상문’ 사용

1997년

1.19.  본당 30년사 편찬위원 임명  

2.18.   김 헬레나 수녀 부임. 박 요안나 수녀 부임  

4.15.   구역미사실시(22구역)  

7.5.    고형석 스테파노 부제 사제서품 

10.1.   본당설정 30주년 기념  특별강론, 사진전

11.27. 제5대 보좌신부 김형석 마태오 신부 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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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제6대 보좌신부 이승구 안드레아 신부 부임 

보좌신부 전대규 야고보 신부 부임 

1998년

3.1.    제6대 보좌신부 이승규 안드레아 신부 이임

3.1.     김 시몬 수산나 수녀 이임. 

3.6.    제7대 보좌신부 최부식 사도요한 신부 부임 

3.8.    정 루시아 수녀부임

1998년

5.9.    성모의 밤 개최

5.17.  홈페이지 개설

10.8.   제8대 주임신부 유재국 바실리오 신부 이임 

10.9.   제9대 주임신부 심흥보 신부 부임 

11.29.  방화3동 성당의 주임대리로 최부식 사도요한 신부 임명

방화3동 성당 미사는 이화 유치원에서 실시

12.13.  이봉석 노엘 수사 부제서품

1999년

2.23.   정 마리아막달레나 수녀 부임

3.21.   방화3동성당부지 축하 미사. 장소 방화3동 성당부지

4.4.부터. 방화3동 성당 신설로 방화1, 3동 일부 신자 교적 이관, 방화3동 신자 환송식

9.26.   방화3동 성당 초대 주임신부 박희원 보니파시오 신부

10.1.    방화3동 성당 신설로 방화1. 3동 일부 신자 교적 이관 

10.9.   이봉석 노엘수사 사제 서품

12.3.   제6대 전대규 야고보 신부 이임

12.3.   제8대 보좌신부 전기석 대건안드레아 신부 부임 

2000년

4.30.   부활절 척사대회

10.1.   본당의 날 바자회

11.1.   프란치스코 어린이집 완공 및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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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25.  목 루시아 서 카타리나 수녀 부임

3.6.    프란치스코 어린이집 봉헌식 및 입학식(염수정 주교)  

12.4.  제8대 보좌신부 전기석 대건안드레아 신부 이임

          제9대 보좌신부 박종철 세자요한 신부 부임 

2002년

1.10.  부제서품 임정욱 에로니모

2.19.  인보성체 수도회 철수로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수녀의 부임 

2.24.  오은수 미카엘라, 김명진 세자요한 수녀 부임, 박미경 사비나 

어린이집 원장수녀 부임

7.4.    이정우 도미니코부제 서품

2003년

4.20.  정의채(바오로) 신부님 금경축 기념미사

9.16.   제9대 주임신부 심흥보 신부 이임  

9.17.   제10대 주임신부 최원석 프란치스코 신부 부임 

12.4.   제9대 보좌신부 박종철 세자요한 신부 이임 

12.5.   제10대 보좌신부 최장민 도미니코 신부 부임 

2004년 

2.10    조 이사악 수녀, 김 엘리사벳 수녀 부임

8.15.   프란치스코 축구단 발대식

10.3.  견진성사 박순제 라파엘몬시뇰 집전

2005년

2.20.   이 레지나 수녀 부임

5.22    성전보수공사 및 보수기금 신립

11.24.  제10대 보좌신부 최장민 도미니코 신부 이임  

11.27.  제11대 보좌신부 이용현 알베르토 신부 부임 

2006년

5.3.    전신자 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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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성전 개. 보수 공사 시작(12월 완공) 

11.26.   제11대 보좌신부 이용현 알베르토 신부 이임 

             제12대 보좌신부 이태규 바오로 신부 부임 

             견진성사 조규만 바실리오 집전

2007년

2.16.     백폴린 수녀, 김 안젤라 수녀 부임

9.2.      공항동성당설립 40주년을 위한 묵주기도, 성경쓰기

9.2일부터 10월7일. 사진 및 자료전시

9.9.      음식바자회, 기증품 판매. 노래자랑

10.7일. 체육대회 

2008년

2.17.    김 안나 수녀 부임

5.18.    견진성사 정진석니꼴라오 추기경 집전

9.1.      제10대 주임신부 최원석 프란치스코 신부 이임 

9.2.     제11대 주임신부 전경표 아브라함 신부 부임 

9.28.    전신자 성지순례(베론) 

10.1.    마곡동 방화1동의 일부신자(134세대 368명)교적

 방화3동성당으로 이관

10.10.  세대주 미사 신설(매주 금요일 오후8시 30분) 

12.9.    제12대 보좌신부 이태규 바오로 신부 이임 

 제13대 보좌신부 김경영 영주바오로 신부 부임 

12.31.  성전 및 교리실 냉난방 시스템 공사 완료 

2009년

2.8.       선교추진위원회 구성

 (700명 선교목표 달성을 위한 묵주기도 100단 운동, 

 구역별 고리기도, 거리선교 실시)

2.15.    백은심 폴린 수녀 이임, 박숙경 안젤라 수녀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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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11.   김미희 안나 수녀 이임, 서영수 데레사 원장 수녀 부임 

9.4.     남성 전신자 도보 성지순례(연풍-수안보-문경)

10.3.    본당의 날 전 신자 체육대회(의정부 한마음 수련원) 

10.31.  제1회 자선 음악회 

2011년

2.14.   박숙경 안젤라 수녀 이임, 김복순 마리안나 수녀 부임 

프란치스코 어린이집 김수호 안젤라 수녀 이임 

2.22.    제13대 보좌신부 김경영 영주바오로 신부 이임

제14대 보좌신부 김원철 레오 신부 부임 

3..        가두선교 실시

7.3.      견진성사 조규만바실리오 주교님 집전

2012년

2.14.   김복순 마리안나 수녀 이임 

2.15.    박가영 로사 수녀 부임  

5.7.      지하 강당 및 다목적실 영상장비, 빔 프로젝터 설치 

10.7.    본당설립 45주년 기념 명랑운동회

10.14.  신앙의 해 선포미사 

2013년

2.3.      서영수 데레사 원장 수녀, 프란치스코 어린이집 남순정 다니엘

수녀 이임 

2.10.   천은주 아가다 수녀 부임, 프란치스코 어린이집 최애영 데레사 수녀 부임.  

2.12.   제14대 보좌신부 김원철 레오 신부 거여동 성당으로 이임 

제15대 보좌신부 김광두 고스마 신부 부임 

2.16.부터 17일. 전경표 아브라함 주임신부와 신사동 이승주 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교차 미사 

8.27.    제11대 주임신부 전경표 아브라함 신부 마천동 성당으로 이임

8.27.    제12대 주임신부 이동익 레미지오 신부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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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본당 신자 송년 잔치. 국립국악원 조경희 교수팀 초청공연

2014년

1.1.      2014년도 전례 변경 안내. 미사 후에 ‘평화를 구하는 기도’.

2.26.    신설되는 가정생명분과 첫 모임 

3.11.   성서 40주간 개강. 교육기간은 2014. 3월 ~ 2015. 2월까지) 

4.27.   공항동 본당 빈첸시오회 재 설립

5.18.    선교 배드민턴창립 

5.3.      태아들을 위한 축복미사와 기도 실시 

5.25.    빈첸시오 회원 모집

8.10.    새 생명탄생의 축하 및 새생명을 위하여 전신자들의 기도 시작

8.16.    124위 시복미사 232명 참가. 프란치스코 교황 님 집전

9.14.   신설되는 마곡단지내 전입교우 및 전입신자들 위한 환영잔치 

10.11.  본당의 날 전신자 880명 성지순례. 신리성지(충남 당진) 

10.8.    전신자 재교육 및 견진교리(참 생명학교) 11월 5일까지, 매주 수요일  

11.9.   견진성사. 주례는 박순재 라파엘 몬시뇰 신부

2015년

2.2       성경필사 시작(본당 설립 50주년을 향한 우리의 정성) 

2.15.    제15대 보좌신부 김광두 고스마 신부 이임(창5동 본당)

2.22.   제16대 보좌신부 윤종상 가브리엘 신부 부임

           천은주 아가다 수녀 이임.

3.1.     이혜정 모니까 수녀 부임  

4.12.    자녀들을 위한 부모교육 12주간 실시, 강사 구병두 바오로 

5.3.     태아축복미사 실시

5.20.    신학강좌 10주간 시작 강사  이동익 레미지오 주임 신부

7.12.   본당설립 50주년 기념 전신자 묵주기도 200만단 봉헌 시작

8.23.    미사똑똑이 설치

10.4.    가족미사 실시 (주일오후 4시)

11.29.  본당설립 49주년 감사미사 및 리모델링 성전 축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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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송 베네딕도 주교님

2016년

2.14.   주일학교 성경 암송대회 

1.31.     어르신 공경잔치 및 구역대항 윷놀이

2.19.   이혜정 모니카 수녀 이임

2.21.   박노미 글라라 수녀 부임  

2.14.    가족 미사 실시 

3.27.  부활계란 작품 전시 품평회 시상

4.24.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 주한 교황 대사 본당 방문 

5.28~29. 공항동 성당 설립 50주년을 맞이 바자회 개최

5.28~6.4. 이동익(레미지오) 주임신부님 사진전

8.29.  박가영 로사 수녀 이임 

8.30.  16대 윤종상 가브리엘 신부 이임 

9.4.      17대 박준용 마리아바오로 신부 부임

           김영혜 가타리나 수녀 부임

10.23.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 미사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

11.13.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 학술발표

11.23. 본당 설립 50주년 감사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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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후기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본당 50년사’ 집필을 맡은 그날부터 탈고의 

순간까지 무거운 짐, 아니 십자가를 진 느낌이었다고 표현하는 게 더 어울릴 성 싶습니

다. 기상 관측이후 온도계가 최고를 나타내는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도 해묵은 본당 행

사 자료들을 들쳐가며 깨알 같은 글씨와 씨름하면서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하던 

자료 수집팀의 헌신적인 노고가 없었다면 그걸 핑계 삼아 그만두었을지도 모를 일입니

다. 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사업을 마다한다는 그 자체가 신앙인으

로서 모순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이 편집후기를 쓸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미사시간에 ‘평화’의 인사를 나눌 때, 평상시에는 말 썩기조차 싫은 교우가 지척에 있기

라도 하는 날이면 솔직히 맘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평화(平和)의 사전적 의미는 ‘평온하

고 화목함’,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자로 풀이해보면 평(平)은 평탄하다, 즉 좌와 우가 일치됨을 뜻하며, 이는 곧 우리말의 

같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和)는 벼 화(禾)+입 구(口), 즉 ‘밥

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平和의 한자 의미는 ‘똑 같이(함께) 밥을 먹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똑 같이(함께) 밥을 먹지 않으면 불평등하다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밥을 똑 같이 먹는다는 것이 바로 초대 가톨릭 공동체의 공동선이

자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12제자와 지상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끝내시고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노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말의 평화의 의미도 내

포되어 있지만 한자 의미로 가톨릭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은 똑 같이(함께) 밥을 나누어 먹

으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세속적인 우리사회는 갈등과 모순으로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

다. 계층 간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세대 간의 갈등이 난무하며 얼마 전 어느 한 고위

공직자가 취중에 우리 국민을 개돼지로 비하한 사건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적이 있

지요. 이는 곧 이해관계 집단들끼리 서로 헐뜯고 싸우며 분열하게 되어 결국 우리사회

가 존속되고 유지되지 못하게 되어 붕괴될 수도 있는 위기의 시기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교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화해’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화해(和

諧)라는 사전적 의미는 ‘화목하게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화해에서 화(和)는 앞서 언급한 

벼 화(禾)+입 구(口)이며, 해(諧)는 말씀 언(言)+다(모두) 개(皆), 즉 ‘모든 사람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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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뜻입니다. 부언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견을 표현한다는 뜻으로 이는 곧 민주주의

가 표방하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화해는 밥을 같이 먹으며 자기의견을 표현한

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의 구성원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성장·발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동력은 ‘평화’와 ‘화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학자 E. H. Carr는 그의 저서 『What Is History?(역사란 무엇인가)』(1961)에서 

역사를 “과거와 미래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공항동 성당도 

태동된 지 어느 듯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본당을 지켜온 선배 신앙인들, 또는 본

당을 먼저 떠난 구성원들과 후배 신앙인들이 직접 대면하면서 신앙생활을 못할지라도 

결코 짧지 않은 시기 동안의 크고 작은 행사에 대한 기록들을 통해서 단절되지 않고 대

화를 이어가기를 바란다면 이 또한 지나친 욕심은 아닐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과 떨칠 수 없는 부담을 갖고 시작한 본당 50년사 작업을 이제 끝냈습니

다. 가을 햇볕에 검게 그을린 농부가 추수를 끝내고 하느님께 마냥 감사해하는 기분이

라기보다는 부족한 역량으로 숙제를 마무리 짓고 선생님께 제출한 후 처분을 기다리는 

초등학생의 초초한 마음에 비유하면서 공항동 본당 50년사 탈고의 변(辯)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어느 선각자는 조직에서 역할을 맡을 때 자신의 역량이 100이면 70정도의 역량을 요

구하는 자리에 앉아야 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유인즉, 30의 여유가 있어야 창조적인 

공간이 생겨 조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역량은 70인데 100의 역량

을 요구하는 자리에 앉게 되면 30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과 위선, 아첨과 아부

로 채우게 되어 결국 자신은 물론 조직도 파탄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 귓전에 울립니다.

70정도 밖에 안 되는 역량, 너무나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끝낼 수 있도

록 용기와 지혜를 주시며 초지일관 관장해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편

집후기에 갈음할까 합니다.  

교우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 

본당 50년사 편집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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