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司教メッセージ「『世界宣教の日』を迎えて」・韓国語] 

‘세계선교의 날’을 맞이하여 

 

천주교 사이타마 교구 모든 분들께 ‘세계선교의 날’을 맞이하여 인사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모두 복음선교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라.’(마태오 28:19) 이 말씀은 현재의 교회 

일원인 저희 모두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도 복음의 선교자 입니다. 오늘, 

자신은 어떻게 복음선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위해 힌트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이라 생각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이 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선교자는, 타인의 것이 아닌,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믿고 있는 것을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믿는 것을 생활 안에서 실천하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하는 신앙표현의 깊은 의미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이해와 표현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동시에 또한 타인의 신앙고백의 말에서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당신에게 있어 특히 마음에 와 닿는 성서구절과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매일 성서를 읽고, 기도를 드리고 있겠지요. 이 기회에 마음에 깊이 와 닿는 성서의 말씀, 

또는 기도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지금의 시점에서는 

특히 마음에 강하게 와 닿는 성서구절과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하느님. 

‘당신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지어 내신 것을 싫어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존속할 

수 있었으며 당신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에 당신께서는 모두 소중히 여기십니다.’ (지혜서 11:24-26)  

 

악을 물리치도록 하는 기도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미사 중 주님의 기도 후의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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