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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특집

교구 80주년을
준비하며Ⅰ

03 말씀의 향기

“그분을 따르는 길에

서도 어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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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信) /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살아있는 복음서가 되도록 합시다.

1939년 4월 25일에 설정된 우리 춘천교구는 2019년, 내년이 되면 어느덧 교구 설정 80주년을 맞이
하게 됩니다. 참으로 은총 가득했던 그 동안의 시간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80년
이라는 짧지 않은 교구 역사의 흐름은, 교구민 모두와 함께 이루어낸 춘천교구의 영광스런 역사입니다. 
그러나 80주년을 맞는 교구의 역사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과정 중에, 신앙 선조들에게 죄송할 정도로 
안타깝고 아쉬운 점들도 있었습니다. 그 소회를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도움을 청하고자, 금주
부터 4회에 걸쳐 ⑴역사 사료와 유물의 중요성, ⑵역사 사료와 유물의 수집, ⑶역사 사료와 유물의 
보존, ⑷역사 사료와 유물의 관리와 활용의 순으로 게재하려고 합니다.

역사 사료와 유물의 중요성

현재 교회는 정부의 후원으로 10년 동안 한국천주교회와 관련된 모든 역사 사료의 목록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 해인 2017년, 규모는 작지만 오랜 역사를 지닌 우리 교

구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우선 교구 교회사연구소와 죽림동성당에 소장하고 있던 

사료들을 목록화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는 역사가 오래된 본당과 교구

청의 문서 목록화 작업을 계획하고, 역사 사료 파악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

나 지난 몇 개월 동안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마주한 현실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오래된 본

당일수록 문서가 누락된 것이 많아 찾을 길이 막막하고, 교구청 문서고에도 1962년(한국천

주교회사료 총목록화 작업의 기준 연도) 이전의 문서는 남아있는 경우가 매우 드문 실정이었습

니다. 교구의 역사를 정리하고자하는 이 시점에, 과거가 남긴 움직일 수 없는 역사 자료

가 많은 부분 존재하지 않는다는 난감한 상황 속에서, 신앙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어떤 

방법으로 기록하여 남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충실한 백성인 춘천교구의 모든 교우 여러분! 지금 80주년을 맞아 우리가 시

행하려고 하는 이 역사 사료 수집과 보존과 관리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신앙 선조들

이 살아낸 시대적 상황과 삶에 대해 올바로 알 기회를 잃고, 교구의 역사도 제대로 세

우지 못한 교구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각 본당은 물론 

가정과 개인들 모두, 춘천교구와 강원도가 관련되어 있는 역사 사료로 판단되는 어떤 

것이라도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교구로 연락하여 기증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 혹은 본당 게시판 참조)

여러분들이 기증한 모든 역사 사료와 유물들은 우리 춘천교구뿐만 아니라 한국천주

교회의 역사 보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 역사적 가치들을 통해 후대 신앙인들에

게 교회 역사의 깊이와 폭을 마주하는 실증적이고 귀한 보고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두 번째로 ‘역사 사료와 유물의 수집’ 에 관한 소회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글/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 역사는 아무 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교구 80주년을 준비하며Ⅰ



02 03
망(望) / 전례와 성사에 능동적으로 참례합시다.

“그분을 따르는 길에서도

  어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종찬 라우렌시오 신부
노암동성당 주임

신앙의 길에 첫 발을 내딛은 이들은 이내 당황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

신의 길에 좋은 일만 가득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시련이 찾아오기 때

문이지요. 가까운 이들의 갑작스런 죽음, 사업의 실패, 교회와 성직자 수도자, 동료 

신앙인들에 대한 실망,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 이해되지 않는 의문들, 

그로 인한 마음의 답답함…….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신앙의 길을 가야 하

는지 회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신앙의 길에도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도 

이를 경험하였지요. 그들에게도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위대한 

신앙인으로 우리의 존경을 받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굳은 신뢰로 그 길을 끝까지 걸

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둠을 바라지 않았지만, 그 어둠을 통해 더욱 찬란한 빛을  

바라보았지요. 그들은 결국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는 하느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희망으로 걷는 길이어야 하지요. 오

늘 복음에서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와 하혈하는 여인이 자기 삶의 어둠을 통해 예수

님께 나아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짙어지던 그 어둠을 통해 빛이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밤새 아침이 밝아오기

를 기다리던 사람이 동녘에 떠오르는 해를 만나듯, 예수님께 걸었던 그들의 희망은 

마침내 이루어졌지요.

오늘 복음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사랑하는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가장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청하지요. 예수

님은 그런 그와 함께 길을 나서십니다. 한걸음 한걸음이 다급한 마음이지만 야이로

는 그분과 함께 걷는 그 길을 묵묵히 따르지요. 한시가 급박하지만 그는 말이 없습

니다. 그분이 잠시 길을 멈추시고 다른 하혈하는 여인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에도 그

는 답답하고 애타는 마음을 감추고 그 길에 서 있습니다. 그때 야속하게 들려온 딸

의 죽음 소식에서 마저도 그는 아무 말이 없지요. 그저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가고자 

할 뿐입니다. 상황은 더욱더 어두워질 수 있고 힘겨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길이 그분과 함께 걷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

다. 그분은 이미 우리의 청을 듣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길을 나서셨습니다. 매일 매

일의 여정이 그분과 함께 걷는 여정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끝까지 믿는다면 그

분은 마침내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우울함과 좌절감에

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탈리타 꿈!” (마르 5,41)



 

04 사목단상

미사가 어떤

맛인가요? 

05 열린마당

그리스도의 대리자,

베드로의 후계자

애(愛) /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사목단상

사제관에서 식사를 할 때, 혼자 먹기 때문에 매번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본다. 주로 뉴스를 시청

하는데 가끔 채널을 돌리다가 종종 “먹방” 장면에 시선이 멈춰져 한참을 볼 때가 있다. 화면에 등

장하는 음식들은 왜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그리고 먹는 사람들은 어쩜 다들 그렇게 행복해 보이

는지 모르겠다. 한 입 가득 음식을 맛 본 다음 ‘엄지 척’ 을 해대며 “정말 죽입니다. 최곱니다.” 라

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까지 하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먹방” 을 뚫어져라 집중하는 동안에도 나는 계속 식사를 하는 중이다. 밥

도 먹고 반찬도 먹는다. 그러다가 문득 “지금 내가 뭘 먹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스친다. 식

복사 자매님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준 음식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 속 음식에만 정신 팔려 정

작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음식을 먹고는 있으나 맛을 보지는 못하는 내 모습이 한심하다. 

또한 자매님 보기에 부끄럽고 미안하다. 그러고 보니 많은 경우 내가 바쳤던 ‘식사 전후의 기도’

와 “잘 먹었습니다.” 라는 인사의 말은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습관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다. 밥을 먹으면서도 밥맛을 모르고 반찬을 먹으면서도 반찬 맛을 모르는 까닭은 무엇일까? 음

식을 준비하는 사람의 정성과 솜씨가 부족해서 일까? 아니면 음식을 먹는 사람의 정신과 마음

이 다른 곳에 가 있어서 일까? 

신앙의 음식에 대해서는 어떨까?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하여 매번 신앙을 위한 최고의 만찬

을 대접받는다. 예수님께서는 미사성제를 통해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한 영적인 양식으

로 몸소 내어주신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현존을 

깊이 체험하며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는가? 최고의 만찬이요, 거룩한 식사인 미사성제

에 참여하여 성체를 모시면서도 정신과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미사참례’ 가 지루하고 짐스럽지는 않은가? 혹시라도 우리에게 미사는 의무적으로 

“때우는 시간” 이라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

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

으리이다.” 

영성체 전에 바치는 이 기도문처럼 미사가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잔치이며 영혼을 낫게 

하는 생명과 치유의 잔치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

으로 미사에 참여하고 집중하면 할수록 미사의 참된 맛, 미사의 참된 은총으로 영혼이 

풍요롭게 채워지고 또한 복음의 기쁨으로 삶이 희망과 용기로 새로워져서 “새로운 파스

카의 삶” 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 

우리 모두 명심하자. 미사 중에 울리는 복사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 앞에 실제

로 펼쳐지는 영혼의 양식에 온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자!

미사가 어떤 맛인가요? 
사/목/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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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信)·망(望)·애(愛)의 삶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교황주일(Papal Sunday)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하느님의 백성에게 봉사하는 교황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교회와 교황

에 대한 신자들의 충성과 일치를 다짐하기 위하여 특별히 정해 놓은 날. 한국 교회에서는 

1930년경부터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의 축일인 6월 29일에 가까운 주일을 교황 주일로 

정하여 매년 기념해 왔다. 이날 미사 때에는 교황에 대한 강론과 교황을 위한 특별 헌금이 실

시되는데, 이 헌금은 전세계 교회의 일치를 드러내며 빈곤·박해·재난을 겪는 교회와 곤경에 

처한 형제들을 위해 쓰여진다. 교황 주일은 한때 ‘교황의 날’ 이라고도 불렀다.
출처/한국가톨릭대사전

‘교황’ 에 대한 궁금증 Q&A

Q : 교황은 어떤 일을 하나요?

A : 교황은 한마디로 가톨릭 교회를 이끄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교회법에 교황은 ‘최고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가진다’ 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가톨릭 교

회 입법과 사법과 행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

해 교황은 다양한 기구와 조직의 도움을 받습니다.

Q : 교황은 흰색 수단만 입던데,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요?

A : 수단은 성직자들이 통상적으로 입는 옷이죠. 신부와 부제는 검은색, 주교는 진홍색, 

추기경은 붉은색 수단을 입습니다. 흰색 수단을 입을 수 있는 이는 교황뿐입니다. 고대에 

흰색은 ‘신’ 을 상징하는 고귀한 색으로,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흰색 수단

은 최고 목자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Q : 한국을 방문한 교황은 모두 몇 명인가요?

A : 2명입니다. 2014년 8월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현 교황 프란치스코와 1984년과 

1989년 각각 103위 한국 순교성인 시성식 주례와 서울 세계성체대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입니다. 참고로 폴란드 출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근대 이후 

비이탈리아인으로는 처음으로 선출된 교황이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유럽 바깥의 대륙(남

미 아르헨티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선출된 교황입니다.

출처/평화신문, [기획특집]'교황’ 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2018년 7월 1일 교황주일

그리스도의 대리자

베드로의 후계자



주님의 사랑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의 기쁨을 이웃들에게 전합시다.

춘천교구 여성 제81차 꾸르실료
8. 9(목) ~ 12(주일), 교구 교육원
신청기간: 6. 16(토) ~ 7. 15(주일)까지
신청: 각 본당 주임신부·울뜨레야 간사
☎ 033-253-8582, 010-8378-9041

춘천교구 가톨릭 상담실 운영 안내
심리·신앙·가정·자녀·아동 상담 실시
(월 ~ 금 10시 - 17시 이용 가능)
☎ 033-253-6006(춘천) 645-6016(영동)

레지아 월례회
7. 1(주일) 14시, 말딩회관 2층

교구 여성연합회 월례회의
7. 3(화) 14시, 거두리 사회사목센터

겟세마니 여름 특별피정
주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마르 6,31)

1차: 7. 20(금) ~ 22(주일), 2차: 7. 27(금) 
~ 29(주일), 3차: 8. 3(금) ~ 5(주일)
내용: 말씀과 기도, 영적 휴식과 자아 성찰
☎ 033-461-4243 매회 선착순 25명/ 10만원

강원도청소년수련원 ‘2018 여름 서포터즈’모집
활동: 청소년 신앙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활동기간: 7. 9(월) ~ 8. 15(수)/ 선착순 마감
신청: gwyouth@nate.com(자기소개서 제출)

☎ 033-255-6602 청소년활동팀

하계 특별 피정: 하느님 섭리 안에 머뭄
7. 27(금) ~ 29(주일), 8. 6(월) ~ 8(수), 
8. 10(금) ~ 12(주일) 다물 피정의 집
☎ 010-8906-2141 신청 및 문의

교구 제단체·모임·미사·피정·교육

견진 일정
7. 1(주일) 11시, 설악동성당
7. 8(주일) 11시, 옥천동성당

교구장 사목방문 일정
7. 1(주일) 9:30, 설악동성당
7. 8(주일) 9:30, 옥천동성당

제7회 춘천교구 청년도보순례
7. 6(금) ~ 8(주일) 풍수원성당-곰실공소

영동지구 성경공부 봉사자 양성
7. 13(금) 13:30 - 16시, 입암성당
과목: 예언서, 강사: 성경부 막시마 수녀
대상: 성경공부에 관심있는 모든 분
☎ 033-240-6020 당일접수

2018년 통일기원 북·중 국경 탐방
10. 7(주일) ~ 11(목), 신청마감: 8. 12(주일)
까지/ 장춘, 백두산, 연길, 두만강 일대 등
신청비: 130만원(탐방 입금 선착순, 35명 모집)

입금계좌: 신협 135-000-035881(예
금주: 재단춘천교구), 문의: 사회사목국
☎ 033-240-6016, 010-4607-7472

사제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7. 3(화) 토마스
김정식 신부(원로사목)
배종호 신부(퇴계성당 주임)
신호철 신부(겟세마니피정의집 원장)
원선희 신부(죽림동주교좌성당 보좌)

교구 소식 및 교회 알림

구(口)구(口)집

물 회 ·성 게 비 빔 밥
전국택배·포장·당일버스배송

☎ 636-1888 속초시 중앙로 341

박암 미카엘·김선희 미카엘라

함경도 아바이 젓갈
한국인의 밥상 KBS 1TV 촬영
가자미식해 촬영지/ 가자미식해,

명태 식해, 명란, 창란 외 각종 젓갈
☎ 632-6561, 010-3341-0470

양수근 임마누엘·박순옥 임마누엘라

북방 떡 방앗간
옛날방식 압착 기름틀(참기름·들기름) 

떡, 가공, 고추방아/ 택배가능
홍천군 북방면 영서로 2704

☎ 435-1811, 010-8077-3976

김정중 대건안드레아·임경순 율리안나

영순네 횟집
국내산·자연산 활어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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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교구 영북지구 울뜨레야
7. 1(주일) 14 - 17시, 청호동성당
참가대상: 영북지구 꾸르실리스따

☎ 010-4219-5787 영북지구 부주간

춘천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상설기도회
7. 3(화) 19 - 23시, 운교동소성당
강사: 김영미(인천교구), 미사: 안수일 신부

각 지구 예비신학생 모임
영동지구: 7. 1(주일) 14시, 노암동성당
영북지구: 7. 8(주일) 14시, 교동성당

춘천지구 구반장학교 음악피정(찬양미사)
7. 5(목) 14 - 16시, 강원도청소년수련원
☎ 010-4753-4794, 010-9788-0470

ME 협의회
7. 7(토) 17시, 화천 자연누리 펜션

춘천교구 Gaudium 단원모집
활동: 교구 내 전례음악봉사 및 성음악합창
오디션 일정 및 장소: 주일 18:30, 말딩회관 2층
☎ 010-2312-9582 김미연 베로니카

한국외방선교수녀회 7. 7(토), 8(주일) 명동성물방, 원하는 장소 010-9319-1690 시간: 14시

살레시오회 7. 20(금)~22(주일) 충남 태안 살레시오 피정센터 010-3894-1332 대상: 중·고·대학·일반

동유럽 성지순례(죽림동성당)
7. 10(화) ~ 21(토) 11박 12일/ 375만원
지도신부: 홍기선 히지노/ 선착순 22명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 033-254-2631 문의

본   당   알   림진  야 고 보  신 부  6 8 주 기

생년월일 : 1911
서 품 일 : 1935
선 종 일 : 1950. 7. 4

“e-탈출캠프” 참가 청소년 모집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고민되는 중학생(남, 25

명), 비용: 저소득계층 무료(일반가정 식비보조금 1인 10만원) 

7. 18(수) ~ 29(주일) 11박 12일, 홍천군청소년수련원

☎ 033-256-2000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금자리 조리원 채용
경력자, 여성, 인근거주자 우대, 만60세미만

근무시간: 평일 15 - 19시, 월 90만원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관련자격증 사본

우편 또는 방문접수 boghm@hanmail.net

☎ 033-244-5118 중장기청소년쉼터 보금자리

인   준   시   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모든 민족에게, 세상 끝 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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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여행사 ☎ 02-778-8565
8. 15 나가사키 4일(99만9천원) 9. 2(94만9천원)

9. 2/ 10. 14 베트남 성모발현지 5일(129만원)
9. 4 이태리 일주 11일(349만원)
9. 14 산티아고 도보 순례 13일(409만원)
10. 2 스페인·포르투칼 10일(359/259만원)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
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트레킹
7. 23 ~ 25 / 7. 27 ~ 29 / 8. 1 ~ 3
8. 5 ~ 7 / 8. 12 ~ 15(해수욕일정) / 8. 18 ~ 20
☎ 02-773-1463, 064-756-6009

산티아고 순례길 41일
10. 4(목) 429만원, 전문 인솔자 동행
루르드·파티마 성지 포함 일정
☎ 070-4086-0207 가톨릭 트래블

제1회 청년순교자축제 TYM
8. 31(금) 17시 ~ 9. 2(주일) 14시
나바위-개갑장터(함께 나누는 기쁨의 여정) 
접수: 7. 1(주일) ~ 31(화)/ 회비: 5만원
복자수도회 www.brotherhood.or.kr
☎ 010-4677-4702 신청 및 문의

일   반   알   림

스타키보청기
춘천난청센터

청력검사/ 난청상담/ 보청기상담
춘천 이마트 건너편 위치

☎ 033-251-3131

김형근 프란치스코

춘천 항산화 도반욕
항산화도자기 온열찜질방

동부시장입구
춘천농협동부지점 4층

☎ 033-253-8057, 010-9057-3216

성순옥 데레사

속초 동명항(영금정)

바다축제(착한가격)
대게, 킹크랩, 붉은대게, 찜 전문점

네이버에 속초대게전문점 검색
위치: 영금정로20(동명동1-83)

☎ 033-635-0059, 010-3756-9380
조칠성 베드로·이봉자 벨라뎃다 

수맥 흙 침대
27년 공장직영, 흙쇼파

주보지참 교우 우대
☎ 1588-5335

이법 스테파노

스카이 컨벤션 웨딩홀
웨딩, 백일, 돌, 칠순,

기업세미나, 단체모임, 동창회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604

☎ 033-251-7893, 010-5374-7136
최대식·문인선 리디아

해  마  루
국내산 활어 전문

물회·매운탕·회덮밥
강릉시 남항진동 공항길 127번길 64
☎ 033-653-1809, 010-4228-8970

조성국 대건 안드레아

스크린헤어 명동점
스파 힐링하는 착한 헤어 샾

M백화점 입구 밝은눈안경원 2층

☎ 010-5371-4060, 033-241-0626

전혜련 율리아·정재훈 율리오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 033-647-6063(강릉 임당동)

☎ 033-531-7887(동해 묵호동)

우명숙 글라라·김길영 마르티노

예수회 후원회 해외성지순례
8. 13 성모님 발현성지 4개국 13일(390만원)

9. 7 동유럽 4개국 12일(360만원)

9. 24 이스라엘 8박9일(추석연휴/ 330만원)

☎ 02-722-8366 (주)크로바여행사

젊은이를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
8. 3(금) 13시 ~ 5(주일) 16시 
대상: 하느님을 체험하고 싶은 모든 젊은
이 (35세미만), 회비: 3만원정   
장소: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 010-5490-5345 문의

분도여행사 ☎ 02-852-8525
8. 16(목) 북유럽 4개국 10일(399만원)

8. 27(월) 독일·오스트리아 수도원 순
례 11일(390만원)

제주 성 이시돌 자연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대상: 개인, 가족, 본당단체 등
7. 10 ~ 12 / 7. 15 ~ 18 / 7. 30 ~ 8. 1
8. 3 ~ 5 / 8. 7 ~ 9 / 8. 15 ~ 18
☎ 064-796-9181 성 이시돌 피정의 집

가톨릭여행사 ☎ 02-319-2533
7. 23(월) 동유럽 4개국 12일(395만원)

9. 29(토) 스페인·포르투갈 12일(375만원)

10. 8(월) 이탈리아·이스라엘 12일(395만원)

10. 15(월) 성모님 발현지 12일(375만원)

11. 26(월) 멕시코·페루·쿠바 12일(595만원)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안내
신구약성경통독: 7. 13(금) ~ 22(주
일)/ 8. 10(금) ~ 19(주일), 9박10일
비움과 채움의 효소단식피정: 7. 26(목) 
~ 29(주일)/ 8. 2(목) ~ 5(주일)
☎ 010-3340-0201, 010-4993-4394

갈바리노인복지센터 어르신모집
1~5등급 재가등급 받으신 어르신을 모집
방문요양, 방문목욕(강릉)
☎ 033-644-3477, 3474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인상담무료(청소년 및 학부모), 심리검사(7천원)

화 ~ 토 9시-18시(12-13시 점심), 월요일 휴무
☎ 033-818-1388, www.cool1388.com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과 성장을 돕기위한 설명회
7. 7(토) 15 - 17시, 강원도청소년상담복
지센터 지하 다목적실/ 대상: 학교 밖 청
소년 부모님 및 유관기관 담당자
☎ 033-257-9805 문의 및 접수

마리아의 집
미혼임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여성 입소가능 
(재)착한목자수녀회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미혼모자시설입니다. ☎ 033-264-0194

헬프콜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이 고민이 있을때! 청소년이 위험에 처
했을 때! 청소년에 관한 도움이 필요할 때!
- 일반전화: 1388 /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
- 365일 24시간 무료이용

고성 까리따스 마태오 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www.caritasmateo.com)
교대제 근무/ 이력서, 자격증 사본 제출 
☎ 033-638-6004/mt0032@hanmail.net

가평 꽃동네 희망의 집 직원모집
생활재활교사, 물리치료사 모집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메일 제출 
☎ 031-589-0265, kkothope1@naver.com

인   준   시   설

국내·해외 여행 중 생길 수 있는 사고엔!

◈ (무) 신협 여행 공제 ◈
- 여행 중 꼭 필요한 휴대품

손해까지 지켜주니까,
  - 상해, 질병, 후유장해, 입원,

통원처방 등 다양한 보장!

  - 저렴한 공제료~! 
트러블(Trouble) 없는

트래블(Travel)을 즐기세요!

☎ 033-255-6742 춘천가톨릭신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