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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타마 교구의 모든 분들께 드리는 성탄 그리고 신년 인사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신년의 기쁨을 전합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캄캄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

이 비쳐올 것입니다.」(이사야9･1) 

가톨릭 사이타마 교구 여러분, 성탄을 축하 드립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비추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가 진정한 빛이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 속 깊이 새겨 오래 간직하였다.」(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축일 / 루카2,19) 

새해 인사도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모님께 배워, 올해는 특히 매일매

일 기도와 복음말씀 묵상을 하도록 마음을 다져봅시다. 

 

2013년은 사이타마 교구에 있어서 특별한 해가 되었습니다. 마르셀리노 따니 다이

지(谷大二)주교님께서 사이타마 교구장을 사임하시고, 주교좌(主敎座) 성당인 우라와

(浦和) 교회는 공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병환으로 입원하고 있는 사제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이타마 교구가 시련 속에 있다고 보아도 될 듯 합니다. 시련의 시기는 유

혹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실망하고,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유혹이 엄습해

옵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의 기도와 함께 유혹에 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보다 깊게 믿을 수 있도록, 서로가 기도하고, 시련의 시기를 이겨

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도록 노력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근원이

시며 또한 완성자’이십니다. (히브리12,2) 

사이타마 교구는 20년 전부터, 「사회의 복음화」와 「다국적 교회의 건설」을 우선과

제로 걸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교구의 특색이기도 합니

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제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약하고 부숴지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언제 악의 세력에 부딪칠지 모릅니다. 끊임없

이 하느님과의 나눔 안에서, 이 세계를 보다 복음정신에 맞는 환경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

요합니다. 복음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사와 같은 전례로부터 성령의 

이끄심을 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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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해」가 끝나고, 내년은 「신앙의 해」를 뒤돌아보면서 「새로운 복음화」를 생

각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신앙의 해」의 종료일인 11월24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을 발표하셨습니다. 정말로 멋진 

가르침입니다. 기회를 만들어, 올 한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내년의 가을에는 로마에서 특별한 시노두스(Synodus: 세계대표주교회의)가 개최됩니

다. 주제는 「가정」입니다. 사회와 교회의 기본적 구성단위인 가정이 위기적 상황에 

있는 것을 우려해서, 교황께서는 이 문제를 모든 신자가 채택해서 보다 많이 생각

하고 기도하도록 바라고 계십니다. 사이타마 교구에서도 이 문제를 나누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병중에 있는 사제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또한, 사이타마 교구의 현 상황을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지도할 수 있는, 또한 인내

와 용기를 가지고 곤란에 굴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주교님이 하루 빨리 임

명되기를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미소에 격려를 받으며, 신앙의 

기쁨을 지니고 새로운 한 해를 걸어가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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