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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오 비오 신부
일동본당 주임

만민의 구원자이신 하느님!

우리는 100주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신앙의 기쁨 속에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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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의 구원자이신 하느님!

오늘 독서와 복음은 하느님께서는 만민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알려준다. 하느님은 선인이

나 죄인이나 인종과 종교와 스펙과 관계없이 누구나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자기 자

신만 혹은 같은 민족이나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릇된 편견은 버려

야 한다.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든지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산다

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주님의 종이 되

려고,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들,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나의 집은 모든 민족

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이사야 예언자는 이방인들도 주님을 섬기고 또 사랑을 실천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외친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은 만민의 구원자이심

을 확실하게 알려주신다.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데,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를 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

다.”하고 대답하신다. 하지만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한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신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한다. 그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신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닌 이방인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

만이 아니라 만민에게 열려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말씀인 복음이다. 그러므로 그

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여 만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오

늘의 로마서 말씀이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주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신앙의 기쁨 속에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준비를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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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 2012년 12월 팔순 기념미사

▲ 1996년 Le Dorze 신부님 내한 ▲ 2009년 70주년 기념미사

“고맙습니다.”

▲ 2013년 사제서품 금경축 미사

▲ 2010년 김운회 주교님 춘천교구 방문

▲ 2020년 8월 8일 장례미사



늘 신자들과 함께하고 신자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시는 ‘양 냄새 나는 

목자’ 이셨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성모님의 전구를

청했던 장 주교님의 삶은 모든 신앙인의 모범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우리 신앙의 첫 마음을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 ‘감사함’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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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 십자가의 요한 주교님을 기억하며...

북한에 관심이 많았고 늘 대화를 통한 평화를 강조했던 친구, 처음에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는데 6개월도 안 돼 반에서 1등을 할 정도로 똑똑했다. 

-메리놀 외방 전교회 함제도 제라르도 신부-

“‘ 나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구원의 잔을 들고서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네.’

(시편 116,12-13)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반세기 이상을 부당한 사제로 살도록 허락하신

과분한 은총을 입은 주님의 종,

죄인 장익 십자가의 요한 나는

그저 더없이 고맙고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유언 중에서...)

죽음을 앞두신 장 주교님께서는 춘천교구의 주교로 살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 교구민 모두가 장익 주교님이 우리의

주교님이셨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했고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마음을 주교님께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장 주교님 고맙습니다.

-춘천교구장 김운회 루카 주교-



신앙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화되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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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약력

장면(張勉, 1899년 8월 28일 ~ 1966년 6월 4일, 미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대한민국 국무총

리·대한민국 부통령 등을 지낸 대한민국 대학 교수 출신 정치가)의 넷째 아들로서 1933년 11

월 20일에 서울에서 태어났다.

도미(渡美)하여 메리놀 신학교에 입학하였다. 유럽 여러 곳에서 공부하다가 1963년 

오지리에서 사제품을 받았다. 서울대교구 사제로 사목활동 중 1994년 춘천교구 주

교로 임명되어 16년간 교구를 위해 헌신하였다. 특히 분단교구로서 북한교회 교우

들까지 헤아리는 통일사목에 관심을 기울였고 한국천주교주교회의를 대표하는 의장

직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2010년 원로주교가 되어 실레마을 공소 사제관에서 기거하

던 중, 2020년 8월 5일에 고인이 바라던 주님의 품으로 편안하게 돌아갔다.

1933. 11. 20. 서울 출생

1963. 3. 30. 사제 서품

1994. 12. 14. 주교 서품. 춘천교구장 착좌

1995. 9. 아시아 주교대의원회의(시노드) 준비위원

1995. 10. 2000년 대희년 주교특별위원회 위원 겸

대희년 중앙위원회 한국 대의원

1995. 12.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PCID) 위원

1996. 10.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춘천교구 사회복지회 이사장

2000. 3. 동아시아 사목연수원(EAPI) 이사

2000. 5. 한림대학교 명예 철학박사

2001. 8. 사회복지재단 김남호복지재단 이사장

2001. 12. 사단법인 운석기념회 이사

2005. 10. 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2005. 11. 함흥교구장 서리 임명

2006. 10.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2010. 3. 교구장 퇴임 감사미사

2020. 8. 5. 실레마을 공소 기거 중 선종

주님! 주교 장익 십자가의 요한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비난보다는 기도 안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에 대한 원망보다는 고마움을 더 찾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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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청 일정
참사회: 8. 19(수) 16시, 대회의실
사제평의회: 8. 20(목) 10시, 대회의실
지구장 간담회: 8. 20(목) 14시, 대회의실
인사발표: 8. 20(목)

사제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8. 20(목) 사무엘
박우성 신부(미원본당 주임)

8. 21(금) 비오
정비오 신부(일동본당 주임)

교구 소식 및 교회 알림교구 소식 및 교회 알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일 밤 9시에

주모경을 함께 바칩니다.
(2019. 12. 1 ~ 2020. 11. 28)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2020년을 보내며

2020년 2학기 춘천니코데모대학
코로나19로 인한 휴강 알림 안내
9월 8일 오전 10시 개강예정이었으나, 종식
되지 않은 '코로나19'로 어르신들 건강이 염

려되어 불가피하게 휴강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달마을 치유기도회
8. 21(금) 22~4시, 매월 셋째주 금요일
서석 청량로 45-31 해달마을 피정의 집
* 전국 유명강사 초청
☎ 010-3530-5872 문의 김안젤라

재속 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속초 글라라형제회 ☎ 010-5364-0373

교구 제단체·모임·미사·피정·교육

이 롬 치 과
환자를 우선시하는 수준 높은 진료
춘천 CGV 대각선 길건너편 3층

교우 우대
☎ 033-910-0033
신동휘 아우구스티노

수맥 흙 침대
30년 공장직영, 황토소파

주보지참 교우 우대

☎ 1588-5335

이백 베드로

환 희 수 산
문어 전문점 / 전국 택배

묵호항 활어판매센터
선어 좌판 5호점

☎ 010-3393-1044
차송주·김정순 가타리나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 033-647-6063(강릉 임당동)

☎ 033-531-7887(동해 묵호동)

우명숙 글라라·김길영 마르티노

재단법인 춘천교구 가톨릭청소년회 
후원회원 모집

교구 청소년 사목에 도움을 주실 교우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 신협 131-018-384026

재단법인 춘천가톨릭청소년회
✽후원해주실 때, 본당명과 이름

(예: 죽림동김대건)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실명으로 입금 시)

가입문의 및 신청 033-252-6062 청소년국

우리 본당의 자랑스런 평신도 찾기
후보: 본당의 설립과 발전에 사랑과 봉사의 실천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사시다 주님 품에 안기신분
추천자: 개인, 단체 또는 사목회 / 양식: 교구 홈페이
지, 본당 사무실에 비치/ 접수처: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접수기간: 5. 1(금) ~ 8. 30(주일)
홍보: 자랑스런 춘천교구 평신도(증보판)수록 배포

☎ 033-243-4416/ FAX 033-253-8586

춘천교구 가톨릭 상담실 운영 안내
심리, 신앙, 부부, 자녀, 아동 상담 실시
춘천: 화~금/ 영동: 월~금(10~17시 이용가능)
☎ 033-253-6006 춘천, 645-6016 영동

은총 최현순 지음·238면·1만2천원 / 바오로딸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죄없이 고통당하는데도 하늘이 침
묵’ 하는 것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에서 나오는 예리한 질
문과 마주한 분야가 은총론이다. 이 책의 저자 최현순 박사
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품는 질문을 직면하는 것이 은총론의 
성격이라고 설명하며 ‘인간이 하느님을 향해 가는 길, 하느님
과 함께 가는 여정에 대한 성찰’ 로 은총론을 정의한다. 또한 
은총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은총’ 
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묻는다. 

2 0 2 0 년  8 월  1 0 일 ( 월 )  세 상 을 
떠 나  주 님  곁 으 로  돌 아 간  모 친 
문필조 알비나 (향년 94세)의 안식
을 위해,  조문해 주시고 장례미
사에 함께해 주신 주교님,  사제
단,  수도자 그리고 교우 여러분
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원일 가브리엘 신부 가족 일동

2020년 2학기 '여정' 성경 공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적정 인원으로 선착순 마감합니다. 강의실 방역과 소

독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수강생들은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발열 체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월
(8/31 개강)

화
(9/1 개강)

수
(9/2 개강)

목
(9/3 개강)

금
(9/4 개강)

오전반
10시~12시

요한 복음
(가톨릭회관)

마르코 복음
(우두 성당)

예언서
(퇴계 성당)

마르코 복음
(포천 성당)

오후반
19시~21시

요한 복음
(가톨릭회관)

예언서
(입암 성당, 월 1회 

둘째 수요일 

12:30~15시)

기간: 2020년 8월 마지막 주간 ~ 11월 마지막 주간
수강비: 4만원(입암 2만원) 교재비 별도
☎ 033-240-6020 문의 사목국 성경부



가톨릭관동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안내
100세 시대 대비, 수능없이 4년제 재활전
문학과 진학으로 인생 2막 준비!!!
모집학과: 산림치유학과(25명), 치매전문재활학과
(25명), 언어재활상담학과(25명), 중독재활학과(25명)

지원자격: 성인학습자(30세이상, 일반고졸), 선취
업후진학자(25세이상, 특성화고졸, 3년이상 재직중)
신입생특전: 입학전형료와 입학금(전액면제)
장학금: 성인학습자(국가장학금+4년간 등록금30%), 
선취업후진학자(국가장학금+4년간 등록금50%)
수업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수요일 야간, 

토요일 전일)중 선택 1 또는 병행 가능
상담(접수)기간: 8. 3(월)~ 9. 28(월)
☎ 033-649-7666~8 문의

양업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9. 7(월)~9. 22(화)까지/ 장소: 양업고등학교
가톨릭 유일의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아시아 최초로 좋은 학교(Q.S) 인증
☎ 043-260-5076 문의

세속의 언어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답게 신앙의 언어로 이야기합시다.

07

일   반   알   림인   준   시   설

가람 익스프레스

일반, 포장, 보관이사, 전문업체

항상 미소짓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합니다.

☎ 244-2439, 010-9125-2828

강길훈·김경옥 비르짓다

스타키보청기
춘천난청센터

청력검사/ 난청상담/ 보청기상담
춘천 이마트 건너편 위치

☎ 033-251-3131

김형근 프란치스코

영순네 횟집
국내산·자연산 활어회 전문
물회, 매운탕, 회덮밥, 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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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굴삭기.kr
각종 중장비 대여·임대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설비
(자연석돌 시공 및 보강토)

☎ 010-6311-7989
최찬욱 요한

산골농장 흑염소 건강원
"청정 양구" 자연 방목 흑염소

"30년 전통"의 농장 직영 건강원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 010-6443-4811

신양순 다리아

나드리 여행사
제주도, 추자도, 맛여행 3일-접수중
이스라엘·요르단 11일-신청가능
이스라엘·로마 12일-신청가능

☎ 010-5373-8181 
어일훈 느혜미야·어대연

여성긴급전화 「    1366」 강원센터
1년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가정폭력·성
폭력 등에 관한 위기상담과 긴급구조, 가
정폭력 초기예방교육. ☎ 033-1366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
대상: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직무: 환경도우미, 주차계도원
☎ 033-262-0035 사회활동지원팀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함께하는
몬띠노인요양원 입소자 모집
대상: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을받으신분
운영: 마리아의아들수도회(사회복지법인바다의별)

☎ 033-458-9422 몬띠노인요양원

밀알일터와 함께할 직업적응 훈련생 모집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밀알일터
대상: 등록장애인, 기간: 연중 수시, 만18세 
이상, 인원 00명  ☎ 033-261-7112 문의

보금자리 직원채용
모집분야: 상담원, 조리원
상담원:근무 월~목, 급여 180만원(주40H)

조리원:근무 월~금, 급여 100만원(주20H)

☎ 033-244-5118 문의 cafe.daum.net/boghm

어우리사회적협동조합 바리스타(매니저)모집
모집: 바리스타 1명 / 마감: 8. 18(화)
자격: 지난 10년간 3년 이상의 경력자
상세내용 홈페이지 참조(http://www.
eouri.or.kr 어우리소식 공지사항 12번)
☎ 033-243-4545, 817-4007 문의

디모테오꿈마을요양원 모집
주간보호 어르신(장기요양등급자)
시설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자격증 소지자)
☎ 033-673-0933~4 양양군 양양읍

SK텔레콤 공식인증 대리점

석사점·홍천점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인터넷·IPTV가입·ADT캡스 가입

☎ 263-6911 석사점, 432-3011 홍천점
정혜영 비아·이창민 루카

가르멜 수사님과 함께하는 수도원 체험
때: 10. 30(금) ~ 11. 1(주일)
곳: 마산 가르멜 수도원
☎  010-2140-7414 문의

가톨릭관동대학교

평생교육원 이콘(ICON)과정모집
신청기간: 8. 10 ~ 9. 4/ 수강기간 : 9. 7 ~ 12. 11
전문자격증, 교양, 취미, ICT 등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
☎ 033-649-7192~3 lifelong.cku.ac.kr

꼬메스 영성상담소
영성으로 가는 길! 그 길을 만나면 쉼과 회복이 있
습니다. 대면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모두 가능
☎ 010-9916-5798 문의 노경덕 신부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성경완독피정: 8. 21(금)~8. 29(토)
효소단식피정: 9. 3(목)~9. 6(주일)
☎ 010-3340-0201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2020-21 원주교구 성음악교육원 수강생모집
기초과정 20명, 전문과정 00명, 모집기간: 8. 3 ~ 
8. 24 / 입학식: 8. 29(토) 11시, 원주 교구청 경당
교육기간: 기초과정 1년(2학기), 전문과정 2년(4학기, 

기초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수강가능)모든 과정은 한 학
기 12주간, 주1회(토) 6시간 강의로 진행, 오르간·

피아노 과목은 본인 희망에 따라 선택, 개인지도
수강신청 및 등록: 전화 및 문자로 접수한 후  본당신
부 또는 교구산하기관장이 추천 서명한 신청서와 함께 
수강료 입금되면 등록 완료(신청서는 아래 문의처로 문의)

수강료: 매 학기 40만원(피아노, 오르간 수강자는 18만원 추가) 

성음악 캠프, 교재비, 자치 활동비는 별도 계획에 의함
참조: 원주교구 홈페이지 성음악 교육원 공지사항 게시판
계좌:농협 302-1195-1353-61 이규영
26429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28 가톨릭 센타 304호
☎ 010-4527- 5046 문의

속초 동명항(영금정)
바다축제(코다리조림)

대구뽈, 아귀, 생선모듬, 코다리
가오리 조림(전문)

위치: 영금정로 20(동명동1-83)
☎ 637-5070, 010-3756-9380
조칠성 베드로·이봉자 벨라뎃다 

◈ 다자녀 주거안정 지원대출금 ◈ 

대상: 다음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부부합산 연소득 8천 5백만원 이하의

무주택인 다자녀가구(둘째이하 자녀가

2018. 1. 1. 이후 출생한 경우)

2.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연소득 및

무주택조건 관계없이 가능)

특별금리 1.5%! (선착순 마감)

자세한 사항은 신협으로 문의바랍니다 ̂ ^

☎ 033-255-6742 가톨릭춘천신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