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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자 대회 2015]에 참가 소감 

 

사이타마 교구민 여러분! 

 

+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6월22일부터 24일까지 올해의 [사목자 대회]가 개최되고, 약 60명의 사목자들(주교, 사제, 부

제, 수녀, 직원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대회의 준비와 운영에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도 교구관리자로서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었고, 참가해주신 사목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개회와 폐회 때는 인사말씀과 강의를 하였습니다. 

재작년 7월, 따니 다이지(谷大二) 주교님께서 사임하신 이후 약 2년이 지나갔습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에 부딪혀 교구는 시련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의 사목자대회에서는 이러한 곤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현재의 모습을 나누고, 향후의 바

람직한 행보에 대해서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커다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목센

터]에 대해서도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사목자 대회 2015]에 참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사이타마 교구의 모든 교구민들

께 전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 안에서 검토를 계속하고자 생각합니다. 

１） 신앙의 생애양성 

우리는 모두 신앙을 깊이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자와 함께 사목자 

자신도 신앙의 생애 양성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목자는 모든 신자들의 신

앙교육을 이끌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우선 성서의 나눔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리교육 학습, 더불어, 모

든 사목자들과는 새로운 [사목에 관한 법규 안내](신교회법전준거)1)에 대한 공부, ‘새로운 [로마 

미사 전례서 총칙]을 발판으로 하는 변경된 부분들’2)에 대한 공부 등의 과제를 함께 연구해나가

고자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또한, 미사와 성무일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신자로서 

영성을 깊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매일의 생활 속에서 각자 이루어 나아갈 것을 힘주어 말하고자 

합니다. 

２） 조직, 제도에 대한 수정 

대회에서는 교구의 ‘블록’과 교구 ‘본부’의 바람직한 존재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

다. 현재의 제도와 조직에서는 어떤 과제가 있고, 또한 논의를 거쳐 적절한 변경이나 개혁의 준

비를 진행해 나아가고자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곧 출발하게 될 선교사목협의회에 자문을 

구하고, 신자들의 생각을 확실하게 경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목센터’에 관해서도 검토를 생각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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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다국적 교회로서의 성장 

사이타마 교구의 특징은 [다국적](다민족, 국제적)이라는 것입니다. 다국적 교구로서 요구되는 과

제는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목소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기도와 대화 속에서 진지

하게, 그리고 함께 대응책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４） 경청의 중요함 

저는 이번 모임을 통해, 더욱 ‘경청’의 중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자매로서 

서로 경청하려는 준비된 마음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청’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매일의 기도 생활입니다. 

또한 현대의 거친 삶의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호소를 들어주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교구 본부로서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고

자 합니다. 

 

여러분 위에 자비의 주이신 하느님의 축복이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2015년6월29일, 성 베드로, 성 바오로 축일에 

 

사이타마 교구 관리자 대주교 

베드로 오까다 다께오(岡田武夫) 

 

 

 

1）1979년7월1일부로 공포 발간된 [사목에 관한 안내-사제용]을,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법

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내의 사제들을 위한 안내서로서 작성되었으나, 1983년에 [가톨릭 신

교회법전]이 공포되었기에 그에 따라 편찬되었고,2014년도 정례 주교총회에서 승인되었다. 

2）새로운 [로마 미사 전례서의 총칙]을 기준으로 하여 변경된 부분들에 대한 설명서로서,2015

년11월29일(대림제1주일)부터 실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