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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 

 

사이타마 교구 

선교 사목의 기본 방침과 우선 과제（2011～2020년） 

 

사이타마 교구는 、「모든 이들, 특히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이들과 함께 하는 

복음을」이라는 비전을 기본으로, 2000 년부터 10 년을 걸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포함해서, 다국적 교회로서의 풍요로운 나눔을 보다 깊이하고, 한층 

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본당, 블록, 

언어별 공동체 등, 각각의 공동체에서는 우선 과제들 안에서 과제를 선택해, 혹은 

교구 방침에 따라서 독자적인 우선과제를 만들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과제 ：우리의 신앙을 깊이 하면서, 모든 이들, 특히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이들과 함께 복음을 살며, 전하자. –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 - 

 

Ⅰ・ 기본 방침 

 
１・ 현대 사회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신앙 

공동체 안에 함께 배워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고, 많은 이들과 함께 복음을 

살며, 전하는 힘이 넘치는 공동체를 목표로 합니다. 

 

２・ 신도, 사목자가 같은 식탁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주님의 은총을 

나누고 협동하여 형제자매로서 보다 풍요롭게 성장하는 곳을 목표로 

합니다. 

 

３． 모든 이들이 인간처럼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연대하며 행동하는 

공동체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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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구의 우선 과제  

１．말씀을 배우고, 살며, 전한다 

・ 성서 공부 등을 통해서, 성서와 가까이 하며, 말씀 나누기를 실천한다.  

・ 어린이와 청년의 신앙 양성에 힘을 기울이다. 

・ 가정에서의 기도, 감사의 미사를 소중하게 여기며 산다. 

・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신앙 공동체를 건설한다. 

 

２．다국적 교회의 풍요로운 나눔을 깊이 하며, 넓혀 나아간다 

・ 다국적 교회로서 살아간다. 

・ 다국적 교회로서 나눔을 깊이하며, 다양한 언어와 문화의 풍요로움 

안에서, 같은 신앙에 불리어진 기쁨으로 살아간다.  

・ 국제 미사, 바자, 축제 등을 통해서, 신도 간의 교류를 깊이 한다.  

 

３．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이들과 함께 살아간다 

・ 취약한 입장에 있는 이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서로 돕는다  

・ 괴롭힘이나 차별 등,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  

 

４． 협동 선교 사목을 활성화 한다 

・ 서로를 살리는 협동선교 사목을 살며, 신도, 수도자, 부제, 사제, 주교의 

연대를 활성화하며, 형제애를  

・ 신도 봉사자의 양서에 더욱 힘을 기울이다 

 

５． 심플 라이프(간결한 생활)를 살아간다 

・ 심플 라이프를 복음의 관점에서 깊이 하고,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지향한다  

・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삶(청빈)을 중요하게 

여긴다  

 

６． 평화를 바라며 기도한다 

・ 평화에 대해 배우며, 함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활동한다  

・ 타종교와의 교류, 평화주간 등을 활성화시켜 평화에 대한 염원을 보다 

강하게 한다  

 

７． 아시아와 남미를 시작으로 하여, 온 세계 사람들과 연대성을 깊이 한다 

・ 순례 여행, 예수님의 식탁 헌금 전달을 위한 대사 파견 여행 등을 

통해서, 현지에서 풍요로운 교류의 기회를 갖고, 다양한 문화, 다른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이들과의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삶의 풍요로움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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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８．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 지원에 힘을 기울인다 

・ 가설 주택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서,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복구 부흥에 기여한다 

 

 

Ⅲ・ 본당, 블록, 언어별공동체 등의 우선 과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만들고 힘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① 교구의 우선과제 중에서 선택하던지 혹은 교구의 기본 방침에 따라서, 

각각의 공동체가 독자적으로 우선 과제를 만들어주세요. 

② 3~5년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주세요.  

③ 중간 평가 시간을 갖고, 필요한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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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선교사목의 기본방침」에 대해서 

 

 （기본 방침의 해설에 이어「성서구절」과「참고문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기본방침」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방침 1 :  

현대사회의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중요시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개인으로서 또한 공동체로서 깊이 하며 증거하기 위해서, 

공동체로서의 기도, 나눔, 공부 등을 소중히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많은 

이들과 복음을 함께 하는 것이 살아가는 힘이 되는 공동체를 목표로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에페소서 2,22) 

 교회헌장 4(교회를 성화하는 성령) 

교회헌장 5 (하느님의 나라) 

 

기본방침 2 :  

복잡한 사회 안에서, 사이타마 교구는 협동선교(協同宣敎) 사목을 새로운 

사목 양식으로서 살리고자 합니다. 신도, 신도 선교사, 수도자, 부제, 사제, 

주교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주님의 은총을 나누고 협동하여, 

형제자매로서, 보다 풍요롭게 성장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형제애로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합니다(로마서 12,10)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사도행전 2,42) 

 교회헌장 39~42(제 5장 교회에 있어서 성화에로의 보편적 소명에 관해서)  

사도행전 5, 1-7 

미사 감사송「성인」 

 

기본방침 3 :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평화, 환경, 

지진으로 인한 피해지 지원 등 사회 과제에 힘을 쏟습니다.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어주리라 봅니다. 

국경, 국적, 종교의 다름을 넘어서 함께 기도하고, 연대하며, 행동하는 

공동체를 겨냥합니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로마서 12,15) 

 교회헌장 제 1장 교회의 성사에 관해서 

사도행전 9,36-42/ 13,44-52(4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