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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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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자비로운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2016년은 특별희년(特別禧年)의 보배롭고 상서로운 기운(氣運)과 함께 시작됩니다.

자비의 희년 대사 성당과 대사를 얻기 위한 조건

자비의 희년 대사 성당

자비의 희년(2015년 12월 8일∼2016년 11월 20일) 동안, 춘천 교구의 일곱 성당을 대사를 

얻기 위한 순례 성당으로 지정합니다. 이 대사는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된 성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죽림동 주교좌성당, 임당동성당, 양양성당, 홍천성당, 포천성당, 

곰실공소 경당, 천주교 사도직회(팔로티회) 경당. 

일반인이 대사를 얻기 위한 조건 

  1. 지정된 성당 가운데, 어느 한 곳이라도 순례해야 한다.

  2. 순례 후, 적당한 시간에 고해성사를 보아야 한다.

  3. 적당한 시간에 미사에 참례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묵상한다.

  4. 신앙고백문(신경)을 바친다.

  5.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 온 세상의 선익을 생각하며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친다.

병자와 노약자가 대사를 얻기 위한 조건(순례성당 방문할 수 없는 사람)

  1. 환자 영성체를 통해서, 혹은

  2.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방송 미사나 공동기도 시청 및 경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3.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적극 수용한다.

자유가 제한된 수인(囚人)이 대사를 얻기 위한 조건

  1. 교도소에서 거행하는 미사에 참여한다.

  2. 감방(監房)의 문지방을 넘어갈 때마다, 하느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기도드린다.

※ 본 교령은 2015년 12월 8일부터 2016년 11월 20일까지의 자비의 희년 동안 유효합니다.

천주교 춘천교구장  김    운    회   루카 주교

사무처장  이    유    수   요아킴 신부



자비로운 신앙인의 삶은 선교 운동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비의 얼굴, 희망의 얼굴

2016년 첫 주일, 우리 교구의 하느님 백성께 인사드립니다. “올 한 해, 하느님의 자

비와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 강생의 빛과 여운이 아직도 충만한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공현(公

顯)’ 이란 ‘공적으로 드러낸다.’ 는 뜻으로, 하느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셨을 때, 전 인류를 대표하는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

를 받고 찾아와 예물을 바치며 경배 드렸다는 복음의 기록을 전례적으로 경축하는 

날입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오늘을 성탄절로 지내고 있을 정도로, 주님의 공현이 지

니는 구원사적 의미는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교황님께서는 지난 12월 8일부터 올 한 해를 ‘자비의 특별 희년’ 으로 선포하셨습

니다. 그러므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새해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되새기고, 이웃 

안에서 그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님께서는 희년을 

선포하는 칙서의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

님 아버지의 자비의 얼굴이십니다.” 즉 ‘세상에 나타난 가시적이고 완전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시라는 것입니다. 성탄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구유 안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창조주이며 

구원자인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가장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모습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뵙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는 당신의 삶과 말씀과 행적을 통해, 종국에는 수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느님 

자비의 얼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세상 안에서 실천하

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비의 희년을 지내는 신앙인의 책무이며, 주님 

공현 대축일에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 중에 우리는 이

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아니라, 그 예물을 받으신 예

수 그리스도를 봉헌하고 받아 모시오니, 저희가 바치는 이 제물을 자비로이 굽어보

시고 받아들이소서” (예물기도문).

새해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우리는 많은 것을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물론 해마

다 반복되는 이런 바람이 조금은 부질없다는 것도 경험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

도 다시 한번 설레는 마음으로 한 해의 첫 주일을 지내면서 가슴을 펴고 심호흡을 하

는 것은, 세상이나 인간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대한 희망과 믿

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여전히 고달프고 힘들어도, 임마누엘 하느님께서는 언

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의 얼굴이신 예수님

은 동시에 영원한 희망의 얼굴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강생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총이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신호철 토마스 신부 

겟세마니 피정의 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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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신앙은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비를 보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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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공현 대축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주일미사 강론을 할 때에 저의 인사는 “찬미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교우들

과 인사 나누십시오.”였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신부님들께서 이런 인사로 강론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인사 나눔을 하지 못하고 그저 “찬미예수님!”이라는 인사만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재작년이 되었네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저는 차가운 물속에 있는 아이들

을 생각하며 우리가 한 주일 잘 지냈다고 웃으며 인사하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구조 가능 시

간 몇 시간, 몇 시간 하다가 결국 구조에 실패 했고 생존자를 구할 수 없다는 소식과 차가운 시신

이 되어 돌아오는 아이들의 소식에 너무나 아프고 슬프고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셨습니

까?” 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강론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고 진실이 밝혀진 뒤에 다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교

우들과 인사 나누십시오.” 라는 인사를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그리고 반 년, 일 년.......이제는 2

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이 인사를 할 수 없음이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 전 세월호 관련인들의 청문회가 있었지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중차대한 일

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나라 대표 방송사들은 거기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

정과 내용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당시 구조 담당자, 책임자, 지휘자들은 

청문회 안에서 그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것 같다.”와 ‘다

른 사람이 알아서 잘 할 줄 알았다.’ 는 식의 대답이 주를 이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들

이 철이 없어서” 말을 듣지 않았다는 식의 발언까지 했습니다. 잘못을 한 이들을 제외한 자

녀를 잃은 부모님들, 진실을 밝히려는 이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이들은 그저 눈물을 흘리

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날카로운 질문을 하면 그저 

모르고 기억나지 않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청문회 마지막 날에는 적반하장

으로 조사를 받는 이들이 “왜 자꾸 우리만 갖고 그러냐?” “나와 관련 없는 이야기인 것 같

은데 나가겠다.” 라며 ‘짜증 섞인 화’ 를 내기도 했습니다.

죽은 아이들 살려달라는 것 아닙니다. 보상을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진실을 알

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과 책임을 지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모를 참

사가 다가왔다 하더라도 대응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아이, 우리 아이, 하느님의 

아이들을 지켜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 진실을 밝히는 데에 힘을 합쳐 주십시오. 

그리고 잊지 말아 주십시오.

사목단상·잊지 말아 주십시오



신앙인들은 은총을 얻기 위하여 순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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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공현 대축일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의 탄생

을 맞아 아기 예수에게 경배드

리고 예물을 바치러 온 삼왕(三

王)의 방문을 기념하는 대축일. 

이 대축일은 본래 1월 6일이지

만, 한국에서는 1월 2~8일 사

이의 주일에 기념한다. 또한 예

전에는 이 날을 ‘삼왕 내조 축

일’ (三王來朝祝日)이라고 하였다.

[유래와 역사]

주님 공현 대축일은 동방 교

회에서 유래하였다. 동방 교회

에서 공현 축일을 기념하게 된 

것은 서방의 예수 성탄 대축일이 등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서방에서 동지 축제(태양신 탄생 축제)

를 12월 25일에 지냈듯이, 이집트와 아라비아 등에서는 1월 6일에 이 축제를 지냈다.

그리스도인들은 낮이 점차 길어지는 이날에 그리스도의 탄생과 공현을 기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

도가 참 빛임을 드러내려 했던 것이다.

서방 교회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탄생한 구세주를 경배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온 것을 기념하게 되었

다. 곧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의 탄생에 ‘그분의 탄생을 이방 민족들 모두에게 드러내 보이셨다.’ 는 

의미가 이 공현 축일에서 강조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의 세례’ 와 ‘가나의 첫 기적’ 을 덧붙여 기념하였다. 반면 서방교회의 성탄 축

일이 동방 교회에 도입됨으로써 공현 축일의 본래 뜻은 사라지고, 대신 ‘예수의 세례’ 를 두드러지게 

기념하게 되었다. 서방 교회들은 주로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기념하면서, 이들이 인류를 대표한다고 

이해하였다. 따라서 예수가 모든 민족의 주님으로 드러났다고 하였다. 이렇게 성탄과 공현을 확연히 

구별하게 되었는데, 성탄에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공현에는 온 민족의 경배를 기념하였다.

오늘날 주님 성탄 때의 전례는 동서방 교회들이 ‘주님 탄생’ 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기념하지만, 주

님 공현의 전례는 동방과 서방이 서로 다른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서방 교회는 좁은 의미에서 공현 

축일에 ‘현자들의 방문’ 을 기념하고, 주님 세례 축일에는 ‘주님의 세례’ 를 기념한다. 하지만 동방 교

회는 두 가지를 모두 주님 공현 축일에 기념한다.
참고문헌/한국가톨릭대사전

Solemnity of Epiphany of the Lord



황영택 사도요한 신부 20주기 추모미사
1. 4(월) 19시, 효자동성당

신년하례미사
1. 5(화) 14시, 주교좌 죽림동 성당

사제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1. 7(목) 베네딕토 루치아노

권오준 신부 (강원도청소년수련관)

교구·제단체·모임·미사·피정교구 소식 및 교회 알림

레지아 월례회
1. 3(주일) 14시, 말딩회관 2층

춘천지구 성령쇄신봉사회 상설기도회
1. 5(화) 19:30 - 23:30, 운교동 소성당

강사: 이상기 가브리엘 선교사 (서울교구)

미사: 이흥섭 라우렌시오 신부

중·고등부 신앙캠프 1차
1. 8(금) ~ 10(주일), 강원도청소년수련관

우리농 후원회비 납부 안내
우리농 후원회 자동이체를 약정하신 분들께서

는 회비를 납부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후원회비: 신협 131-018-038041

특별회원회비: 신협 131-015-309614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1월 모임
1. 10(주일), 퇴계성당

여자젊은이 10:30 / 여자청소년 14:00

어린이 14:00 / 성인남녀 14:00

1월 카나 혼인 강좌 일정
1. 15(금) 19시, 포천 솔모루성당

1. 30(토) 19시, 춘천 스무숲성당

1. 30(토) 19시, 속초 청호동성당

대상: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관면혼배를 위한 부부

본당 사무실로 최소 일주일 전에 신청하

시기 바랍니다. 한 커플당 3만원

평협 상임위원회 및 월례회의
1. 15(금) 18:30, 말딩회관 3층 회의실

세월호 추모 월례미사
1. 18(월) 19시, 거두리 사회사목센터

영북지구 운전기사사도회 월례회
1. 20(수), 속초 교동성당

춘천 운전기사사도회 월모임
1. 21(목), 운교동성당/ 18시 회합, 19시 미사

무료 방과후돌봄서비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모집 : 2016년 기준 4~6학년
운영기간 : 1. 5 ~ 12. 31.
내용 : 영어, 수학, 다양한 체험활동
수강료 전액 무료(강원도, 여성가족부 지원)

활동시간 : 16시 ~ 19:40(급식 제공)
☎ 033-255-6604 강원도청소년수련관

춘천교구 가톨릭상담센터
대상: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 가족
유형: 심리검사, 전화상담, 면접상담
상담시간: 월 ~ 금, 10 - 17시
☎ 033-253-6006, 6016 춘천상담실
    033-645-6016 영동상담실(강릉)

단주모임(A.A.한국연합)
술로 힘드시나요? A.A.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장소: 춘천 말딩회관 3층
AA: 토 13시, 주일 20시
알라논(청소년보호자 모임): 주일 17:30
알라틴(청소년): 주일 17:30
☎ 010-7157-3219(여), 010-7167-0026(남)

운교동성당 역사자료 수집
운교동본당이 2016년 50주년을 맞이하여 

본당에 관련된 역사자료를 수집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010-6375-8951

본 당 알 림

미리내성모성심수녀회 1. 9(토) ~ 10(주일) 용인 분원 010-5208-6773 대상: 대학생, 일반인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 033-647-6063(강릉)

☎ 033-531-7887(동해)

우명숙 글라라·김길영 말딩

가람 익스프레스
일반, 포장, 보관이사, 전문업체

항상 미소짓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합니다
☎ 244-2439, 010-9125-2828

강길훈·김경옥 비르짓다

대영 종합 주방 그릇 도매 
영업용, 가정용, 혼수용

그릇 전문 도매 / 주방 설비 전문
☎ 264-7776(춘천), 432-4776(홍천)

조대준 시몬·신은경 카타리나

자연산 어종으로 만드는 착한 물회

구(口)구(口)집
속초구구집, 구구물회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 636-1888 속초시 장사동 549
박암 미카엘·김선희 미카엘라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보여주십시오.

황영택 사도요한 신부 20주기

생년월일 : 1948. 02. 02
서품일 : 1976. 12. 09
선  종 : 1996. 01. 04

백응만 다마소 신부 66주기

생년월일 : 1919
서품일 : 1945. 11. 21
선  종 : 1950. 01. 05

2016년 1월· 교황님 기도지향

일반 지향 : 종교간 대화

다양한 신앙을 지닌 사람들이 진지한 대화로 정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합시다.

선교 지향 : 그리스도인의 일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은총으로 대화와 형제애를

통하여 분열을 극복하도록 기도합시다.송금하실 때, 본인이름과 본당을 적어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신협 135-000-006199

농협 355-0030-4290-23

예금주: 재단춘천교구천주교회

후원
계좌

천주교 춘천교구 관리국
033-240-6025

문의

순교자 현양사업 후원

순교성지 땅 한평 봉헌에
함께 참여합시다!

순교자들의 피와 땀이 어려있는 성지개발 및 조성
사업을 위해 교우들의 개인가족 단체등의 아낌없는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주도 성 이시돌 자연피정
올레, 한라산, 미사, 기도, 강의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1. 22 ~ 24 / 1. 26 ~ 29 / 2. 12 ~ 15
2. 17 ~ 20 / 2. 25 ~ 27 / 3. 4 ~ 7
☎ 064-796-9181 성 이시돌 피정의 집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함께하는 평화, 성지
순례, 미사, 올레길, 오름 트레킹, 역사탐방
1 .16 ~ 18 / 1. 22 ~ 24 / 2. 21 ~ 23
2. 27 ~ 29 / 3. 13 ~ 15 / 3. 19 ~ 21
☎ 02-773-1463 제주 면형의 집

대학생 필리핀 영어연수 및 해외봉사
기간: 2차 2. 27(토), 3차 3. 26(토)
특징: 영어연수, 해외봉사 인증서, 캐나
다·호주 연계연수 가능 
☎ 053-593-1273 대구청소년수련원

카타리나 피정 집
대상: 개인 및 소그룹(20명이내)
곳: 횡성 도미니코 수녀회(자체취사)
☎ 010-9715-1203

인천 마리스텔라 실버타운 입주자 모집
총 264세대(24평형 계약진행중, 35평형 마감)

독립적인 생활 가능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
성당, 헬스장, 사우나, 물리치료실, 각종 프로그램실, 
가톨릭관동의대 국제성모병원, 성모요양원 연계
인천시 서구 심곡동 위치(서인천IC 5분거리)

☎ 032-280-1500, 1600

라파엘여행사 성지순례 ☎ 02-778-8565

동반자 1인 100만원 할인 
성모님발현지 13일 (389만원) -2. 15/ 3. 7
이태리/스위스/프랑스/벨기에 11일 (419만원) 

- 1. 12/ 1. 26/ 2. 15/ 3. 15

고등학생을 위한 예수회 성소피정
2016. 1. 29(금) ~ 31(주일)

장소: 예수회 센터(서강대 옆)

대상: 남자 고등학생(예비고1 포함)

☎ 010-6245-1608 김우중 수사

서울 삼성산성지 1월 치유 대피정
1. 8(금) 18시 ~ 1. 10(주일) 15시

장소: 서울 삼성산 청소년수련관

☎ 010-3310-8826 / 02-874-6346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2. 13(토) ~ 24(수) 이스라엘, 요르단(380만원)

3. 10(목) ~ 22(화) 이태리 일주 수도원 

및 명소탐방(370만원)

☎ 02-722-8366 (주)크로바여행사

무료법률상담 강원대 리걸클리닉센터
월 ~ 금 09:00 - 18:00

대상:사회, 경제, 문화적 취약계층
http://lcc.kangwon.ac.kr
☎ 033-250-6556, LCC@kangwon.ac.kr

2016년 새해에는 생각한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33-255-6742
춘천가톨릭신협

일 반 알 림

어르신 요양원 입소 및 요양보호사 구인
입소: 장기요양시설등급 1 - 5급 어르신

구인: 요양보호사

☎ 033-458-9422 몬띠노인요양원

예수의 집(노인요양시설) 입소자·직원모집
요양원입소자(여성): 시설급여1-4등급

요양보호사 자격증소지자, 조리원 모집

☎ 010-2466-1586 가평 예수의 집

2015 마리아의 집 직원 공개 채용
모집분야: 시설관리/ 서류접수: 12. 17 ~ 1. 8

접수방법: 방문접수(이력서,자격증, 자기소개서)

면접: 1. 11 ~ 12 (서류합격자 한해서 시간개별통보)

결과발표: 1. 13(수) 합격자 개별 통보

마리아의 집 아기돌봄 봉사자 모집
☎ 033-264-0194 마리아의 집

홍천군노인요양원 방지거집 직원모집
사회복지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4대보험, 주5일근무(이력서, 자격증)

silverhoch@hanmail.net

☎ 033-432-8895, 010-7119-0895

성인지적장애인생활시설 애지람 직원모집
사무국장 1명(사회복지사 1급, 경력 10년, 석사 이상)

서류문의: ejiram@hanmail.net

접수마감: 1. 3(주일)도착분까지

☎ 033-644-8271 애지람

인 준 시 설

한스델리 홍천점

돈가스, 스파게티, 볶음밥, 피자, 샐러드
홍천읍 신장대리 79-88 (서울약국 2층)

☎ 033-433-8148
김종필 빈첸시오, 박정화 데레사

하루일식
가족모임/ 상견례/ 친목·접대모임
춘천시 석사동 809-2 풍강빌딩

5층(하이마트 옆)
☎ 033-261-3131

허미순 비비나

선생님 중고차
타시던 차, 최고가 매입 !

승용/ RV / 화물차 저렴한 판매 !
www.tcar.kr

☎ 010-6329-9282
이균상 알렉시오

영순네 횟집
국내산·자연산 활어회 전문

물회, 매운탕, 회덮밥, 성게비빔밥
위치/ 고성군 토성면 봉포 해변길99
☎ 633-8887, 010-8791-4220 
이순석 베드로·박영희 요셉피나

가톨릭 여행사
2.11 스페인 포르투칼 13일 395만원

2.19 이스라엘 이탈리아 11일 395만원

2.20 이탈리아 일주 11일 385만원
3.28 서유럽 4개국 12일 375만원
☎ 02-319-2533 최도형 야고보

오성산 농원
사과, 생으로 갈아만든 생 사과즙
친환경, 철원브랜드 두루웰 인증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 1834

☎ 010-4743-2277, 010-7240-2103
이종복 프란치스코, 윤옥산 글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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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 상호광고 접수 모집

광고기간: 3개월 / 6개월

구비서류: 교적사본, 사업자등록증, 광고신청서

광고신청서 다운로드: www.cccatholic.or.kr

☎ 033-240-6012 문화홍보국 주보편집부

리히텐슈타인박물관 명품展
“루벤스와 세기의 거장들”

기간/장소: 2015.12.12.~2016.04.10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전시품 및 규모: 루벤스, 반다이크, 브뤼헐 
등의 회화를 포함한, 리히텐슈타인 궁정의 
소장품 중 조각, 공예, 가구, 태피스트리 등 

약 120여점

전국민의 85%가 천주교인인 리히텐슈타
인 공국의 왕가 소장품 전시이기에 십자
가, 성모님, 예수님 관련 성화 및 성상이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시문의 : 1688-9891
www.rubens2016.com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마태 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