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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과 땅을 잇는 불빛이 터지고 

그 불빛 속 사람들의 열망이 거대한 약속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 냈다

1968년 7월 23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이루어졌다

별들도 구름도 달도 합석한 자리

나무와 산도 숨어 사는 샘물도 함께 앉은 자리

하늘의 섭리와 땅의 순리가 함께한 자리

사람의 목마름을 적시는 샘물 하나가 탄생하였던 것이다

오직 너를 위하여

오직 귀 어둡고 눈 흐릿하여

마음까지 척박한 갈래로 방황하는 자들 앞에

오직 소망 하나

맑고 환한 피가 뛰는 숨결로 모아지고

무한 사랑의

기억과 희망과 증언을 되새기며

지난 50년을 오는 50년을

외치며 기록하며 복음전파를 노래해야 하므로

평신도는 하느님 백성의 지체

복음을 증거하는 주역이므로

 신달자 엘리사벳

되새겨라! 기억하라! 그리고 증언하라
-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창립 50주년에 부쳐 -

 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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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간을 위한 빛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느님 백성의 교의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성직자와 평신도가 하나로 단결해야 하므로

물질의 노예화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지녀야 하므로

한국 가톨릭의 진정성을 더불어 도모해야 하므로

하느님을 증거하며 복음의 기쁨을 누려야 하므로

보편교회의 평신도 활동지표가 뚜렷해야 하므로

그러므로 한 사람의 힘

두 사람의 힘을 묶어 하나하나가 교회가 되며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그러므로 한 사람의 기도가

두 사람의 기도로 확장되어 갈 때

하느님을 높이는 가톨릭 운동이 될 것이기에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원칙들을 수호하며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모여 

지난 50년을 되새기고 희망하며 증언하는 

사랑의 단체가 거룩한 집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다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로

하늘과 구름과 허공과 바람과 

나르는 새들과 향기를 드높이는 지상의 꽃들을 합쳐 

사랑을 생명을 새롭게 하느니

형제여 자매여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꽃이므로… 공동체의 큰 꽃밭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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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평협 설립 50주년에 한국천주교회에 주님의 소중한 선물로 주어진 평신도 희년을 마무

리하면서 지난 시간의 발자취를 정리하는 한편, 미래를 준비하는 평협 50년사를 발간하게 되

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이자 새로운 복음화 시대를 바르게 살아

갈 수 있는 나침반이 되는 뜻깊은 작업이므로 무한한 기쁨을 느낍니다.

그간 평신도사도직 활성화의 소임을 수행해 오는 가운데 이처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

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역대 교구장님들의 보살핌 속에 담당사제, 회장님들을 중심으로 모두

가 혼연일체가 되어 아낌없는 헌신과 희생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 교구의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나이 50세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지천명(知天命)’(《논어》 〈위정편〉)은 공자가 나이 쉰에 ‘하늘의 

명령을 알게 되었다.’는 데서 연유되었습니다. 가톨릭 신앙의 나이 오십으로 생각해 보면 ‘하느

님의 뜻을 알아 그분께 순응하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최선의 가치

와 원리를 아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평협이 

주님의 뜻과 가르침에 따라 회심의 마음과 성숙한 새로운 모습으로 100년을 향한 새 길을 열

어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들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 볼 때, 평협은 한국천주교회의 굴곡진 역사만큼이나 도전과 응

전의 반복 속에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각 교구의 명칭과 운영 면에서 일치

를 이루지 못하는 정체성의 아쉬움에 공감하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깁니다. 과거에

도 많은 어려운 일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 안에서 교회적 방식으로 지혜를 모으고 인내하

면서 해결해 왔음을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절실합니다.

한국천주교회는 겨자씨 역할을 했던 몇몇 평신도들의 손으로 세운 자랑스러운 자생교회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사가 말해주듯이 앞으로도 빛나는 순교영성의 바탕 위에 평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평협 50년의 기억과 희년의 사랑을 담아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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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회원들이 하느님나라 건설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력자로서 새 시대에 부응하는 응

집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복음화된 세상이 될 것입

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쉼 없는 기도 속에서 꽁꽁 얼어붙었던 냉전시대의 남북, 북

미관계가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오로 사도가 하신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1테살 5,16-18)라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각자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믿

음의 사람, 영적인 부자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끝으로 지난 50년간의 방대한 관련 사료들을 모으고 정리하느라 애쓰신 권길중 편찬위원장

님과 김문태 편집위원장님을 비롯한 전국 각 교구와 제 단체 집필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평협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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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미 예수님!

『한국 천주교 평협 50년사, 기억·희망·증거의 삶』 간행을 축하합니다. 한국천주교회의 자

발적 평신도 공동체는 이 땅에서 평신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평신도 여러분의 열

정적인 신앙과 증거의 삶이 없었다면 한국천주교회의 오늘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느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루어 진리 안에서 당신을 알고 당신을 거룩하게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일치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살고자 

노력하는 한국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의 역사는 바로 ‘기억과 희망과 증거의 삶’을 살아온 한

국 평신도들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평신도들은 교회의 일원이기에 복음을 선포할 소명과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

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마르 

16,15)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야 하고, 교회는 그 사명을 ‘복

음화’로 삼고 있습니다. 복음화를 위해 투신하는 모든 이는 성화의 소명 또한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이는 평신도들이 감당할 중요한 몫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각자가 ‘옆집에 사는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

회와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함께 살아가는 성인이 되

십시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풍성하게 결실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손병선 회장님과 지도사제 조성풍 신부님, 그리고 50년사 간행을 위해 애쓰신 편찬위원들과 

평협의 모든 회원들을 기억하며 좋으신 하느님의 축복을 청합니다. 

다시 한 번 한국평협 50년을 축하드립니다.

서울대교구장 추기경 

염수정 안드레아

한국평협 50년사 간행을 축하하며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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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50년 전 대전교구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기념

하기 위해 마련된 이 책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도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우리의 어머니 교회에 대한 여러분

의 헌신을 재확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외국인 선교 사제의 도움 없이, 여러분과 같

은 평신도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생겨났습니다. 하느님의 종 이승훈 베드로는 1784년 스스로 중국으로 

건너가 북경에서 세례를 받은 후 성경과 가톨릭 신앙서적들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이후 동료 

유학자들과 함께 이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가톨릭 공동체가 한국에 생

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신앙의 유산은 선행과 신실함으로 여러분이 보여주는 신앙고백을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마

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또 사회를 하나의 가족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평신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사명이므로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들이 이 사명을 완수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부여하셨으며, 다

양한 사도직을 통해 성령의 힘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 영광스러운 하느님 나라가 오실 때를 준비하게 하

셨습니다. 저는 특히 1968년에 공식 승인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창립 50주년을 기

념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올해 ‘새로운 복음화의 증인 : 내가 너희

를 뽑아 세웠다.(요한 15,16)’를 주제로 ‘한국 평신도 희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선조인 

초대 평신도 사도들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굳건한 친교와 주교나 사제들과 의미 있

는 협력을 통해 새로운 복음화의 진정한 증인으로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평신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복음을 우리 사회에 증언할 때, 성령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시

고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사도직의 혼이라 할 수 있는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전해지고 자라나는 

성체성사를 통해 사도직에 대한 영감과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각 본당과 단체

에서 사회 영성 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교황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화, 사랑이신 우리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보호가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한 교황대사 대주교

알프레드 수에레브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50주년을 맞이하여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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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회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한국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평신도 희년’을 지냈습니다. 각 교구마다 이를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를 통해 우리 한국교

회의 설립 역사를 기억하고 또한 앞으로의 방향도 되짚어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

각합니다. 

이를 기념하여 한국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 <한국 천주교 평협 50주년, 기억·희망·증거

의 삶>을 펴내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 내·

외적인 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평신도협의회 여러분과 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천주교회는 평신도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작된 교회, 순교정신으로 성장한 교회

라는 커다란 자부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평화로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순교정신으로 다져진 신앙을 소중한 유산으로 전해 준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이

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 선조들이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느님의 자비로

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신도들은 하느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기쁨과 슬픔, 고통과 행복 등 모든 삶을 주님께 봉헌

하는 그리스도의 사제직(司祭職), 복음의 기쁨과 하느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선포하며 실천하는 

예언직(豫言職), 모든 이웃을 겸손하게 존중하며 섬기는 왕직(王職)에 효과적으로 참여하여 하느

님 백성 전체의 사명에서 맡은 자기 역할을 교회와 세상 안에 수행하도록 주님께서 뽑아 세우

축/사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대주교 

김희중 히지노

<한국 천주교 평협 50주년, 기억·희망·증거의 삶>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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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습니다. 이에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인 정신으로 불타올라 마치 누룩처럼 세상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하느님께 부름 받았다.”고 <평신도 교령 2항>은 밝히고 있습니다.

‘평신도 희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국천주교회 역사의 밑거름이 되신 순교 선조들의 신앙

과 열정을 마음 깊이 새기고,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의 참 의미를 깨달

아 실천하며, 현시대가 필요로 하는 누룩의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

두가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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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평협이 오

늘에 이를 수 있도록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는’(요한 12,24) 것을 마다하지 않았기에 오늘날의 

한국평협, 한국천주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50년 전에 한국평협이 창립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도와주셨던 하느님께서 똑같은 은총으로 

지금 우리를 비춰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은총의 빛으로 과거의 역사를 올바로 기억하면 좋

겠습니다. 한국천주교회의 시작과 초기 역사에서 평신도의 역할은 크게 두드러졌습니다. 그분

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한국천주교회가 시작되고 성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신도와 성직자

의 유대가 돈독하였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신도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성사를 집전

할 성직자를 영입하고 보호하기 위해 목숨의 위협도 마다하지 않았고, 또한 성직자들은 헌신

적으로 사목하다가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박해가 끝나고 서구의 성직자 중심적 교회 구조가 자리 잡게 되면서 평신도의 능동적 

활동은 점차로 줄어들게 됩니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상명하복 관계는 과거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 구조 속에서 큰 논란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어 가면서, 교회 

내적으로는 평신도의 신원과 사명을 새롭게 자리매김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거치면서 성직

자 중심적 교회상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평신도들과 성직자들 사이에 긴장과 갈

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감수해야 할 진통일 것입니다. 

하느님 은총의 힘으로 한국천주교회 초기 역사에서 실현되었던 평신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그리고 성직자와의 돈독한 관계가 계속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날의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

로운 방식’으로 평신도와 성직자가 함께 주님 포도밭의 성실하고 겸손한 일꾼이 되기를 기원합

니다. 이 ‘새로운 방식’이란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상명하복의 방식이나, 반대로 민주주의를 표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주교 

손희송 베네딕토

기억과 희망과 증거의 공동체를 기원하면서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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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기계적인 다수결 방식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하느님 은총의 도움으로 평신도와 성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증거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

합니다. 순교자들은 하느님만을 절대적 가치로 받아들여 목숨 바쳐 증거한 분들입니다. 이런 

순교자들의 신앙 증거에 세워진 한국천주교회는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하느님과 복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확신을 삶으로,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

습니다. 한국평협을 통해 한국천주교회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기

를 기원합니다. 한국평협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16 

한
국
평
협
50
년
사

기/념/사 

하느님께로부터 와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살이 안에는 참으로 많은 사건이 자

리하고, 그 사건을 통해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지나온 삶의 모습

을 또 지금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모습을 가늠해 보는 시간을 갖고는 합니다.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도 창립 50주년을 지내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살펴보면

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기념 책자를 발간합니다. 지나온 모든 삶을 다 담을 수 없는 아쉬

움은 있지만, 그간의 평신도사도직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것을 통하여 더욱 활성화할 수 있

는 계기가 되리라 여깁니다. 

지난 일들과 그 안에서의 만남을 되돌아본다는 것은 기쁨과 자긍심을 가져다주는 행복한 일

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 평신

도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삶의 자취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론 모자람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아쉬움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쉬움을 

넉넉함과 자랑스러움으로 채워갈 것이기에 오늘의 되돌아봄이 또 다른 행복이 됩니다. 

그런데 평신도사도직의 수행을 통한 복음화의 아름다운 여정은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

에만 가능합니다. 복음화의 길은 때론 어려움과 슬픔, 혼란함을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지칠 

때도, 멈추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느

님’(마태 28,20 참조)의 사랑이 있으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평신도사도직의 

활성화와 복음화의 도구로서의 응답을 결심하며 성녀 데레사와 함께 기도드립시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담당사제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평협 50년사’를 기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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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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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한국천주교 평협 50년사 편찬위원장 

권길중 바오로

오늘 우리는 한국평협의 50년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은 그냥 차곡차곡 쌓여

갔을 뿐 말없이 침묵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맛보았던 공동

체의 기쁨과 영광을,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봉헌한 많은 이들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일치

를 남김없이 고스란히 말해 줍니다. 우리는 역사를 말할 때 흔히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

부로 걷지 말지니,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임이라’는 시로 역사의 

시작이 중요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1968년 7월 23일 대전교구 대흥동성당에서 11개 교구 평신도 대표와 8개 평신도단체 대표들

이 모여 ‘한국 가톨릭 평신자 사도직 중앙협의회’(전국평협)를 발족했던 선배님들의 심정도 다르

지 않았을 것으로 압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진지한 협의를 통해 발효된 회칙과 창립성명서

를 읽어보면 반듯한 첫 출발을 위해서 애쓴 발자취를 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가는 길을 잘 설명해 주십니다. 토마스 사도가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요한 14,5)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

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요한 14,6)고 안내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인격과 말씀과 삶 안

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사람이나 공동체는 길을 헤매지 않고 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활

동과 관계들은 깊은 내면에서 당신께서 감지하시는 모든 생명과의 일체감을 반영한 것들입니

다. 이것이 순명이고 사랑이며 일치입니다. 

평협 50년은 가끔 순명의 덕을 잊고 방황했던 기록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회

원 상호간 서로 사랑하는 관계와 일치, 교회 장상께 대한 순명을 지켜온 것으로 역사가 기록하

고 있습니다. 마치 나침반을 지닌 순례객처럼 그렇게 당차게 걸어온 것으로 읽고 있습니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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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사도직에 대한 시대의 징표가 보일 때는 내 탓이오 운동, 똑바로 운동, 가정과 사회를 사

랑하기 운동, 답게살겠습니다 운동 등을 펼쳐서 교우들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정신 쇄신을 

선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한 결코 하느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도 그를 성인으로 만드실 

수 없을 것입니다. 평협 50년사는 지금까지의 행로를 되돌아보고 깊은 성찰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교회의 살아 있는 돌들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가정과 사회를 예수님

께 봉헌하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신도의 정체성을 살려 가

정과 교회와 직장에 일치의 문화를 꽃피울 방도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고 생명이

며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찬미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20

 한국평협 50년사

한국 천주교 평협 50년사 

기억·희망·증거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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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이하 한국평협) 창립 50주년을 지내며 지난날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것은 

그것을 거울삼아 현재를 비추어보고, 아울러 미래에 나아갈 길을 마련하자는 데 있다. 한국 천주교회 3세기의 역

사 안에서 한국평협이 걸어온 50년의 흔적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를 구성하는 하느

님 백성으로서 평신도의 역사는 한국교회의 그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며, ‘개인 사도직’과 함께 ‘단체 사도직’의 

중요성에 비추어서도 교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평신도로 시작된 교회’의 역사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하느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는 세상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세상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그 존재 

의의를 드러낸다. 이 땅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가꾸기 시작한 1784년 이래 한국 천주교회는 1세기에 걸쳐 진리

를 향한 가치관과 기존 문화 간의 충돌로 인한 크고 작은 박해를 통해 수많은 순교자를 냈다. 1831년 조선교구 설

정과 프랑스 선교사들의 입국과 헌신, 교회 구성원들의 삶과 죽음으로써 복음화 여정을 걸으며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 신앙의 자유 획득, 일제 강점기에 겪은 진통, 해방과 전란, 부흥과 재건, 교계제도의 설정과 시복시성의 영

광과 환희, 그리고 일련의 민주화 노력과 결실, 경제 발전과 민족의 화해를 겨냥하며 세계 선진 대열에 진입하고자 

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평신도가 함께 해온 내력은 기록되어 마땅하다.

1. 한국평협의 창립

1968년 7월 23일 대전교구 주교좌 대흥동성당 강당에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한국 가톨릭 평

신자 사도직 중앙협의회’(The Korean Catholic Central Council for the Lay Apostolate)란 이름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

고 발족했다. 창립총회에는 원주교구를 제외한 각 교구 대표와 레지오 마리애, JOC(가톨릭노동청년회) 등 전국기구 

대표 20명이 참석했으며, 이날 10명의 전형위원회를 통해 초대 회장에 선출된 류홍렬 서울대교구 대표는 신임 인

사에서 “각 교구에서 평신자 사도직 활동 협의체가 하루 속히 조직, 발전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총회 개회

사는 ‘주교회의 평신자 사도직 문제 총재’로 참석한 황민성 대전교구장 주교가 맡아, “새 생명을 창조하는 성직자

와 이 생명을 유지해 갈 평신자가 하나로 단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현대 세계의 도덕적·윤리적 퇴폐 현상을 정

화하고 건전하게 하는 데에 평신자들이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창립총회는 5장 25조로 된 회칙을 채택하고 임기 2년의 임원진을 선출했다.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설립 준비 책

임 주교였던 황민성 대전교구장이 초대 총재 주교가 되었고, 황 주교를 도와 설립 준비 업무에 참여했던 한국천주

교중앙협의회 사무국장 김남수 신부가 지도신부를 맡았다. 회장 류홍렬(서울대교구), 부회장에 이태재(대구대교구)와 

김양순(여성 대표), 감사는 이원교(저널리스트클럽 대표)와 김남동(레지오 마리애 대표)이 각각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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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쁨과 시련의 초석(1968~1979년)

1) 평협 인준과 평신도 사도직의 날 제정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평협 창립에 앞서 1968년 5월 27~31일 서울 대신학교에서 열린 총회에서 “가톨릭 부인 

단체 전국 협의회 및 평신도 전국연합회 구성 준비를 승인하고 책임 주교로 황민성 주교를 선임”한 바 있다. 또한 

대전에서 평협이 창립총회를 개최한 다음, 10월 14~16일 서울 대신학교에서 열린 총회에서 “한국가톨릭 평신도사

도직중앙협의회를 인준하고, 그 건의사항을 들어 해마다 구세주 대림 제1주일을 ‘평신도의 날’로 정해 평신도의 자

각을 촉구하도록 하고, 이날에 한해서 전국 모든 본당에서 평신도 대표가 미사 강론을 맡을 것도 허용했으며, 평신

도사도직에 관한 자료를 출판하기로” 했다.

역사학자로 『한국천주교회사』(가톨릭출판사, 1981)를 쓴 류홍렬 초대 평협 회장은 한국 복자들의 시성운동을 제창

했던 일을 재임 중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평신도의 날’ 제정과 이날 2차 헌금을 평협 재원으로 사용하도

록 주교회의에 건의해서 이를 확정지은 일은 “세계 교회사에서 처음 있는 일로서 평신도 주일은 한국교회 신자들

에게 올바른 교회관을 심어줌으로써 한국교회의 오늘의 성장을 이룩하는 데에 보탬이 되었다.”고 회고했다.

같은 해 12월 1일 제1회 ‘평신도 사도직의 날’ 행사가 서울, 대구, 대전 등 6개 교구의 81개 본당에서 열렸다. 그 

후 1969년 10월에 열린 주교회의에서는 대림 첫 주일이 교회력의 첫날이므로 ‘평신도의 날’로 지내는 것이 적당하

지 않다는 점을 들어 1970년부터 연중 마지막 주일인 그리스도왕 대축일 전 주일(연중 제33주일)로 변경하고, ‘평신

도 주일’로 용어를 통일해 나갔다.

2) 각 교구평협 결성

교구 차원의 평협으로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한국평협 창립 4개월 만인 1968년 11월 30일에 발족

했다. 한국평협은 서울평협과 공동으로 1969년 1월 1일 명동대성당 사제관 2층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해 신임 서

울대교구장 김수환 대주교를 비롯한 성직자들과 평신도 150여 명이 함께 한 만남의 장을 열었다.

한편 한국평협 창립에 앞서 1966년에 대전교구평협이 발족했고, 서울평협의 뒤를 이어 1969년 3월 13일에 마산

교구, 3월 23일에 수원교구가 평협을 결성했다. 한국평협 창립 1년이 지나는 동안 겨우 모두 4개 교구의 평협이 

결성된 것이다. 1969년 7월 19일 대전 성모여자중고등학교에서 열린 한국평협 제2차 정기총회에는 10개 교구와 4

개 전국 단체 대표 37명이 참석해 그런대로 평협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정기총회는 평협의 진로 등에 관

한 주교회의 건의사항을 의결하고 그 내용을 성명서로 발표했다. 1969년 12월 17일에 원주평협이 설립되어 평협 

2년차 교구평협 수는 4개로 늘었다. 전주교구는 1968년 2월 10일에 사목협의회를 구성했으나 ‘평협’이란 이름을 

가지고 출범한 것은 7년여가 지난 1970년 8월 23일이었다. 1970년 8월 24~25일 대전에서 제3차 정기총회가 열

렸을 때는 겨우 7개 교구와 3개 단체에서 25명만 참석했다.

교구평협 결성은 늘어났으나 1974년까지도 각 교구의 평협 명칭은 통일되지 않았다. 1974년 8월 30일~9월 1일

에 개최된 한국평협 제7차 정기총회에 참가한 교구 평신도단체의 명칭은 서울대교구, 수원교구, 대전교구, 안동교

구만 ‘평신도사도직협의회’였고 대구대교구와 전주교구는 ‘사목협의회’, 원주교구는 ‘사목위원회’, 부산교구는 ‘신

자협의회’로 각양각색이었다. 그리하여 평협은 주교회의에 명칭의 통일을 건의했고, 주교회의는 이를 수용해 ‘교구 

구조 통일원칙’을 인준함에 따라 다양했던 명칭이 모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로 통일되었다. 그 후 1975년 4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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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부산교구, 1977년 1월 16일 청주교구, 같은 해 7월 1일에 안동교구평협이 통일된 명칭으로 각각 결성되었다. 이

로써 1968년 7월 23일 평협 창립 이후 1979년까지 전국 14개 지역 교구 중 10개 교구 즉, 서울, 마산, 수원, 원주, 

전주, 부산, 청주, 안동, 인천, 제주교구평협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대구대교구, 광주대교구, 춘천교구의 평협 결

성은 1980년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3) 서울대교구평협의 활동 정지

1970년대의 평협 활동이 극히 부진한 가운데 서울평협은 1971년 11월 6일 제4차 연차총회 이후 교구 방침에 따

라 모든 활동이 중지되어 1971년 12월부터 전국평협 총회에 대표조차 파견하지 못한 채 동면상태에 들어갔다. 그 

이유는 서울대교구 사목위원회 방침으로, 교구 사목위원회와 교구평협이 공존할 수 없게 된 데 있었다. 따라서 서

울대교구 사목위원회가 조직될 때까지 서울평협은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사목위원회가 조직됨과 동시에 서울평협

의 모든 일을 서울대교구 사목위원회에 이관하기로 함으로써 결국 서울평협은 해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서울평협의 활동 중단 사태로 활동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한국평협은 1973년 6월 5일 평신도 지도자 간담회

를 개최해 침체된 평신도사도직 운동을 종합 분석하고 그 타개책 강구에 나섰다. 1974년 8월 30일~9월 1일에 개

최된 평협 제7차 정기총회는 평신도사도직 운동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평신도사도직 운동에 대한 제안서>를 채

택해 주교회의에 제출했고, 이는 1974년 10월에 열린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받아들여졌다. 주교회의는 평

협의 제안에 따라 각 교구장이 교구 단위 평협 조직을 적극 지원하도록 요청했고, 교구 단위 액션 단체와 본당 단

위 단체를 유기화하여 교구 단체협의회로 구성하는 교구 및 본당 평협 기구표를 각 교구에 보냈다. 1975년부터는 

각 교구평협 조직의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서울평협도 1975년 9월 6일 제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재출범하게 되

었다.

4) 평신도사도직 운동의 험로와 활로

서울평협의 활동 정지는 한국평협 제2대 회장 선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72년 7월 31일~8월 

1일 부산 성 베네딕토 수녀원 명상의 집에서 열린 제5차 한국평협 정기총회에서는 제2대 회장에 수원평협 이창복

(노르베르토) 회장을 선출했다. 총회에 참석한 각 교구(평협), 단체 대표들은 서울평협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활동 정지로 대표를 출석시키지 못해 그 당시 각 교구평협 중에서 활동이 두드러진 수원평협 회장

을 선택했던 것이다. 한국평협 50년 발자취를 통해 22대 13명의 회장 중 서울평협이 아닌 다른 교구평협 회장이 

선출된 사례는 이때가 처음이었고, 1982년부터 4년간 서울평협과 한국평협 회장이 동일인이 아닌 시기가 단 한 

차례 있었다. 그 후 서울평협이 아닌 다른 교구평협 회장을 한국평협 회장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

나, 예산과 사무국 문제가 대두되면서 가라앉고는 했다. 서울평협 회장이 한국평협 회장을 겸하고 업무도 함께 처

리함으로써 긍정적인 점이 많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었다. 사실 한국평협이 사무국과 사무실을 제대로 갖

추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 이후 서울평협이 마련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사무국 직원들의 겸임 체제로 돌입

했던 것이다. 총회 자료에 따르면 이때부터 계속해서 직원들의 급료 중 2/3를 서울평협이 부담하고, 한국평협은 

1/3을 충당해 왔다.

한국평협은 창립 이래 6년 7개월 동안 지도신부가 사무총장으로 있던 충무로 2가 52-1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CCK) 건물에 사무국을 두었다가 1975년 2월 서울대교구 꾸르실료회관(서울 성북구 동선동 2가 160번지)으로 자리를 



26

 한국평협 50년사

옮겼으며, 4년 반이 지난 1979년 9월 당시 성모병원 후문에 인접한 서울 저동 소재 전 중국인 성당 건물(4층)을 평

협회관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평협 20년사』는 1974년 제7차 정기총회 이후를 ‘재건기의 긍지와 보람’의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 해 8월 30일~9월 1일 왜관 피정의 집에서 열린 총회는 김기철(요셉)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주간

(서울 금호동본당 회장)을 제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는 이후 1980년까지 6년간 중임하며 교회 안팎으로 어려운 시

기에 평협 활동을 이끌었다.

5) 한국평협의 존폐와 명칭 변경

한국평협이 창립된 지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명칭은 1970년대에 몇 차례 바뀐데 이어 숱한 논의 끝에 2011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른다. 한국 가톨릭 평신자 사도직 중앙협의회(1968년)

로 출발했으나 이듬해 총회 때는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중앙협의회’로 불리게 되었으며, 1974년과 75년, 76년 

사이에 ‘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 전국협의회’에서 ‘천주교평신도사도직 전국협의회’로, 그리고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로 이름이 오고간 흔적이 남아 있다. 그러나 2011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로 명칭이 

바뀌기 이전인 1974년 10월부터 1년간 ‘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 전국협의회’라는 명칭을 가졌다는 것이 주교회의 

회의록에 남아있다.

1970년대에 ‘평신도사도직단체 전국협의회’라는 명칭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평협 자

체의 존폐 문제와도 관계가 있다. 2004년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가 “교회 구조에서 본 평협의 정체성과 역

할”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문희 대주교는 “오늘날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로 남게 되었느냐고 반문한다면, 

그것은 본당을 한 단위의 평신도 단체로 간주하고, 본당에서 본당을 위해서 일하는 평신도들을 모아서 평협을 만

들었기 때문이다. 본당마다 평협 회장이 있었고, 교구평협이 생기고, 전국평협이 조직되었다.”면서 1970년대의 사

정을 설명했다.

6) 순교자 시복 경축과 시복시성 추진운동

한국평협은 창립 초기부터 한국교회의 오랜 염원이던 순교자 시복시성운동에 열과 성을 다함으로써 세상을 복

음화하는 일에 한몫하고자 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업이 1968년 10월 6일 교황 성 바오로 6세에 의해 시복된 

1866년 병인박해 순교자 24위의 시복 경축행사와 함께 1925년에 이미 시복된 79위 순교 복자 등 모두 103위 복자

들을 성인으로 선포하도록 기도하고 그분들의 전구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자는 등의 시성운동이었다.

1968년 8월 10일 중앙 회장단 회의에서 병인년 순교자 24위 시복 경축행사를 전국 규모로 거행할 것을 결의한 

평협은 이를 승인해 주도록 주교회의에 건의하였다. 주교회의 상임위원회가 이를 승인하고 각 교구 대표와 액션단

체 대표로 경축행사 중앙위원회를 구성케 함에 따라 1968년 9월 8일 서울 명동 가톨릭 여학생관에서 초교구적 성

격의 ‘한국 병인순교자 시복경축 중앙위원회’를 결성하고 10월 3일부터 열흘 동안 순교 자료 전시회, 백일장, 사생

대회, 강연회, 예술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1971년 9월 16일 절두산 광장에서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 집전으로 기념미사를 봉헌한 평협은 함께 한 

1,800여 명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김대건 신부 시성 촉진 서명운동에 들어갔으며, 그 후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

산되어 1971년 말까지 5만 5천 명이 서명했다. 1975년 10월 한국평협은 103위 순교 복자 시성운동 촉진을 위해 기

도문과 순교자 상본 각 30만 장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했다. 주교회의 추계 총회(1975년 11월 10~13일, 왜관 피정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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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성운동을 위한 신자들의 기도 삽입 건의에 관해서는 (복자들의) 시성운동만이 아니고, 초기 순교자들의 시복

을 위해서도 신자들의 일상 기도 생활 중에 함께 기도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한국평협은 김대건 신부 순교 130주년이 되는 1976년 9월 16일에 시성시복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범 교회적

인 기구로 ‘한국천주교 시성시복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기도운동, 기금조성, 홍보사업, 조사연구와 자료수집, 

기적 수집, 교회법 심의에 관한 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이처럼 평협을 포함한 전 교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던 중 

1976년 춘계 주교회의(4월 21~23일, 서울 상지회관)에서는 주교회의 연명으로 103위 순교 복자들의 ‘시성 청원서’를 

교황청에 제출하기로 의결했고, 마침내 10월 15일 이를 제출하였다.

이후 1980년 11월, 그간 평협이 주도하고 주관해 왔던 시성시복 추진사업은 ‘200주년 기념 주교 준비위원회’의 

구성과 더불어 그 소관 사업으로 흡수되었지만, 평협의 줄기차고도 적극적인 활동의 결실로 1984년 한국교회 창

립 200주년을 맞이해서 방한한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103위 순교 복자들이 성인으로 선포되어, 한국은 

103위 성인을 모시게 되는 영광을 입었다. 또한 103위 순교 성인들은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 남겨준 정신적인 위

대한 유산이며, 이러한 노력은 이후 2014년의 124위 순교자들의 시복에 이르는 길잡이로서도 손색이 없었다.

7) 가정생명운동

“가정은 바로 사회의 첫째가는 핵심 세포가 되어야 한다”(「평신도사도직 교령」 11항)는 교회 가르침에 따라 한국평협

은 지난 50년 동안 가정 복음화에 힘써 오면서 생명운동과 환경운동에도 관심을 쏟아왔다. 가정·생명·환경운동

이 평협의 주요 활동의 하나로 부각된 것은 한국교회가 정부의 ‘모자보건법’ 제정을 반대하고 평협이 그것을 뒷받

침하는 형태로 힘을 모아나가는 과정에서였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

모함으로써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취

지와 달리 태아의 생명 파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교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다. 이 조항이 바로 우리 사회의 낙태를 사실상 허용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김수환 추기경이 1970년 6월 21일 ‘모자보건법안’ 관련 사목교서를 발표하자 한국평협은 같은 해 8월 24~25일 

대전에서 개최된 제3차 정기총회에서 김 추기경의 사목교서에서 밝힌 반생명적 모자보건법 반대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주교회의에 건의하면서 생명운동에 적극 나서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주

교단 역시 1971년 10월 13~18일 대전에서 열린 주교회의 총회에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 이런 악법이 제정되지 못

하도록 전국적 기구를 구성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평협은 10월 18일자로 “주교단의 모자보건법안 반대

성명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은 평협이 결성된 후 최초로 발표한 사회교리에 입각한 대정부 성명

서였다.

8) 현세 질서 안의 평협

1970년 한국평협이 주교회의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사회의 부정부패와 도덕 윤리의 타락을 없애는 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이 부문의 사도직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그해 9월 원주문화방송의 권력형 비리에서 발단된 부정

부패 추방 궐기대회가 원주교구에서 교구장 지학순 주교를 선두로 개최되어 원주평협이 이에 적극 나섰고, 지 주

교가 민청학련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원주평협은 지 주교와 구속자를 위한 특별미사를 봉

헌하고 사회정의실천 기도회를 계속 열었다. 지 주교의 구속과 그의 양심선언 발표는 한국평협과 주교회의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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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국교회 전체의 사회정의 실천 요구로 이어졌다.

1976년에는 3·1절 명동성당 ‘민주구국선언’ 서명 인사들과 성직자들의 구속 사태가 발생해 서울평협은 <구속된 

사제와 고통 받는 형제를 위한 사순절 평신도 기도문>을 전국 본당에 배포하고, 한국평협은 3·1사건 관련 구속자

들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열어 정치적 탄압에 맞섰다. 한국평협은 1977년 제10차 정기총회에서도 3·1명동사건과 

관련해 고통 받는 인사들을 위한 기도 요청 등 시국선언 4개항을 결의했다.

한국 천주교회와 한국평협은 1970년대 말 이후 시국 건의문을 채택하는 형태로 이 땅의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구

현을 위해 정부 당국의 잘못된 시책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평협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독재 체제가 막

바지에 접어든 1978년과 1979년에 전면에 나서서 “농민을 살리고, 교회 탄압 중지하라”고 촉구한 대정부 건의문

을 발표해 추곡수매가 인상, 문화공보부의 ‘교회 주보 발행 중지 통고’ 철회, 그리고 오원춘 사건으로 불법 연행된 

성직자의 석방 등을 요구했다.

경제·사회 부문의 활동 기반이 취약했던 평협 출범 초기인 1973년 2월 평협에 가입한 한국가톨릭농민회는 대

표적 경제·사회 활동단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평신도사도직에 입각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에서부터 

출발해 한국가톨릭농민회의 출범과 함께 한국사회 현실에서의 도·농 협력 등 바람직한 경제사회활동의 모색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이는 평협이 그 회원 단체와 함께 한국교회의 경제·사회활동에 대한 토양을 이

루어 나가는 기초를 형성해 나갔음을 뜻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 이후 평협의 경제·사회 활동은 점차 사회적인 이

슈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 표명 등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가농의 쌀 생산비 보장 운동은 평협이 경제문제를 직접 들

고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평협은 1978년 11월 5일 가농이 쌀 생산비 조사와 쌀 생산비용 보장 요구를 

근거로 해서 정부의 잘못된 추곡수매가 정책의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 건의서는 농민

을 살리기 위한 추곡수매가 인상의 당위성과 함께 근로자의 저임금 해소 및 정당한 노임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었다.

1970년대의 평협은 단지 평신도 주일 강론과 메시지나 성명서 등을 통해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을 

뿐이다. 이 시기에 평협의 사회복지 부문 활동으로서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은 1971년 8월 26일에 개최된 평협 중앙

평의원 회의가 1972년도 평협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가운데 빈곤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룬 점이었다. 이 회의는 결

과를 정리하여 주교회의에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 제5항에서 “교회는 각 교구, 각 본당 예산에 구빈사업 항목

도 넣도록 할 것”과 제6항에 교회가 운동장과 강당 같은 부설물을 개방하여 지역사회에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해 12월에 개최된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는 평협의 이러한 건의를 모두 수용함으로써 교회가 사회복지에 관

한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는 데 평협이 일익을 담당하였다.

9) 평신도 교육·문화·홍보

한국평협의 교육 분야 활동은 창립 이듬해인 1969년부터 서울, 수원, 마산 평협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서울평협과 수원평협은 주로 새로운 교회상과 평신도사도직을 주제로 한 세미나 형식의 교육을 실시했고, 

마산평협은 평신도사도직과 선교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전국평협은 1974년부터 매년 

정기총회와 함께 연수회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특강 형식으로 평신도의 사회참여나 교회와 평협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루어졌다.

평협의 전국 차원 교육은 교구 차원의 교육보다 실시 시기가 늦었다. 그것은 평협이 주교회의와 교구평협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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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수렴하고 회의 과정을 거쳐 결정을 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첫 교육을 위한 결정은 

1971년 8월 26일에 개최된 중앙평의원 회의에서 비로소 이루어졌다. 1972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가운데 우선

적으로 교육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전국 규모의 평신도사도직 세미나를 매년 한 차례씩 열기로 결의했던 것이다. 이

후 평협은 매년 정기총회 때마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를 병행 실시하게 되었다.

평협 출범 처음 몇 년간 문화·언론·출판 분야의 활동은 주교회의 승인을 받아 교회 출판물 보급, ‘평신도의 날’ 

홍보 포스터와 평신도 강론 참고자료 제작, 전국 각 본당과 교회기관 배포, 평협 홍보를 위한 노력들이었다. 한국

평협은 창립총회 직후 제1차 중앙위원회를 통해 주교회의에 보낸 건의안에 평협의 대대적인 교회 출판물 보급운동 

전개(제5항), 주교회의에 대한 제3차 세계평신도대회 자료 출판 승인 요청(제6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교회의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평협은 『경향잡지』 구독 등 교회 출판물 보급을 위해 교회 간행물 배가운동에의 자발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제1회 평신도의 날’ 홍보 포스터와 평신도 강론 참고자료를 제작해 전국 본당과 교회기관에 배포했으며, 제2차 

총회에서 『경향잡지』에 ‘평신도 난’을 신설하도록 주교회의에 건의하는 한편, 1971년 8월에 개최된 중앙평의원 회

의에서는 평협 회보를 연 2회 출판할 수 있도록 주교회의에 건의했다. 교회가 매스컴을 재인식하고 이의 육성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주교회의에 건의하기도 했다.

평협은 1973년 9월 23일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1974년 7월에 평신도 재교육용 교재 『생활하는 신앙인』을 한국천

주교중앙협의회(CCK)를 통해 출판했다. 1976년에 평협의 한 부서로 홍보부를 신설하는 한편, 자체 출판사 등록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그해 8월 30일자로 출판사 등록허가를 받게 되었다. 1977년 6월 25일을 기해 타블로이드판 

신문 형식의 6면 계간지로 회보 『평협(平協)』을 창간했다. 평협은 1977년에 출판사 등록을 하고 이듬해인 1978년부

터 1986년까지 6권의 도서를 출판했다. 이 도서들은 주로 평신도들의 영성과 평신도사도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로 선별되었으며, 영문 서적 한 권만 해외에 한국의 순교성지를 알릴 목적으로 발행되었다.

10) 국제 교류

국제관계 분야에서 평협의 첫 활동은 류홍렬 회장 등 평협 대표 3명이 1970년 7월 도쿄에서 개최된 ‘그리스도교 

아시아 개발회의’에 참가해 평협의 국제적 활동 지평을 확대하고 개신교 대표들과 협력한 일이었다. 한국평협은 

1971년 6월 교황청 평신도평의회의 요청으로 한국 교회의 평신도사도직 단체 현황과 개신교의 현황을 보고하고, 

10월에는 이 평의회가 ‘아시아 지역 평신도대회’ 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파견한 일본인 자문위원 안사이 노부

루(安齊伸) 교수와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평협은 평신도대회 개최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한편 한

국교회의 평신도사도직 활동상을 소개했다. 안사이 교수는 귀국 후 일본 『가톨릭신문(カトリック新聞)』 11월 28일자

에 한국 평신도 단체들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한국 가톨릭이 아시아 가톨릭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11) 민족 화해

평협 창립 초기인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는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멈춘 지 10여 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여서 

북한 지역에서 남하한 신자들의 혼인장애(조당) 문제가 제기되던 시기였다. 전쟁 전에 북한지역을 떠나왔거나 전쟁 

중에 반공포로로 석방된 인민군 출신 신자들도 많았고, 이들 중 한국에서 재혼한 경우, ‘혼인장애’에 걸려 힘들어하

는 이가 적지 않았다. 한국평협은 1970년 8월 24~25일 대전 성모여중고교에서 개최된 제3차 정기총회 결의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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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 배우자를 남겨두고 남하한 교우들의 혼인장애를 풀어주고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그들의 생사여부를 확인하

도록 주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의문을 주교회의에 제출하였다. 그해 10월 개최된 추계 주교회의 총회는 평협 

건의에 대해 당사자들이 본당 신부를 통해 교구청에 문의해 올 경우 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결의했다.

3. 격변의 시대 각성의 발자취(1980~1989년)

1) 평협 지도부의 변화

1980년대 첫 한국평협 정기총회는 광주에서 발생한 5·18 민주화운동으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어 예정했던 일

정(5월 22~23일, 대전 유성온천)을 취소하고 8월 7~8일 서울 한남동 꼰벤뚜알 성 프란치스코 수도원에서 열렸다. 주

교회의는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1월 14일 임시총회)에 이어 ‘200주년 주교 준비위원회’(11월)를 구

성했고, 그동안 평협이 주도해 온 순교자 시복시성 촉진사업은 주교 준비위원회로 이관되었다. 한국평협이 8월 총

회에서 의결한 ‘교회 창설 200주년 행사에 교황을 초청하는 안건’ 역시 주교 준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었다.

8월 총회에서 유임된 김기철 회장이 9월 2일 제5공화국 내각의 체신부장관으로 입각함에 따라 평협을 떠나게 

됐으며, 최상선(마르티노) 부회장이 회장 직무대리로 선임되었다. 1982년 정기총회(2월 13~14일, 대전 가톨릭농민회

관)에서 서울평협 부회장이며 한국 꾸르실료협의회 주간인 엄익채(요한) 회장을 한국평협 새 회장으로 선임했다. 4

년 후 1986년 정기총회(2월 22~23일, 안동 가톨릭문화관)에서 서울평협 한용희(암브로시오) 회장을 새로운 회장에 선

임했다. 1988년 총회(4월 5일, 서울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는 박정훈(요한) 서울평협 회장을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

했다.

“지도신부는 회장 교구평협 지도신부로 한다.”는 회칙 규정(제8조)을 둔 한국평협은 1979년 6월에 서울대교구 사

목국장으로 부임한 오태순 신부가 김수창 신부 후임으로 한국평협 지도신부가 되었고, 1981년 11월 안상인 신부(

주교회의 인준은 1983년 5월 춘계 주교회의 총회), 1985년 8월 송광섭 신부가 이어받았다. 1986년 11월 한국평협은 서울

평협과 함께 사무국을 새로 단장한 가톨릭회관 5층으로 이전했다. 모임 장소가 없는 단체들에게는 이곳 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했다.

주교회의 1987년 춘계 총회(3월 23~26일, CCK 회의실)에서 “한국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새로운 회칙이 주교회의

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 각 교구평협만 활동을 계속한다.”고 결정함으로써 한국평협의 활동중단을 결정했고, 같은 

해 추계 총회(11월 16~19일, CCK)에서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칙을 수정, 승인”했으며, 평협을 담당했던 김남수 주

교가 주교회의 의장에 선출되고, 사목주교위원회 위원장에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가 선임되었다. 

평협 담당주교가 선임된 것은 그 이듬해 1988년 춘계 정기총회(3월 21~24일, CCK)에서였는데, 이때 “사목주교위

원회가 평신도 문제를 연구하고 지도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사목주교위원회를 ‘평신도주교위원회’로 개칭”

했다. 이날 총회는 “평신도 사립단체의 전국협의회 지도신부는 그 단체의 회칙대로 제청해 오면 평신도주교위원회

가 인준하도록 하고, 회장에 대한 주교회의 인준이 필요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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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평협 중단 사태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라 1987년 춘계 주교회의 총회 이후 같은 해 추계 정기총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8개월 가

까이 한국평협이 활동중단 사태를 만났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 1986년 추계 주교회의 정기총회에 한국평협

은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8월 9일 부평 샤미나드 피정의 집에서 열린 1986년도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한국평협 건의문은 ①200주년 사목회의 의안 실천 촉구, ②주교회의 의장이 전국평협 총재가 되어야 한다, ③본

당 사목기구 명칭을 ‘사목회’ 또는 ‘사도회’ 등 통일된 명칭을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 ④복음적 응답에 필요한 사회

교서 촉구, ⑤교회 종사자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 ⑥우리 신도들의 다짐, 이렇게 여섯 항목이었다.

200주년 사목회의 12개 의안은 대부분 90% 이상 찬성을 받으며 통과되었고, 이후 한국교회 안에서 부분적으로 

수용되고 실천됐으나 10년, 20년이 지나도 실천하기 어렵고, 주교 선출이나 주교 임명 같은 것은 한국교회 자체만

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들이 있었다. 평협에서 이 사목회의 의안 실천을 촉구하고 나섰던 것이다. 한

국평협은 이 건의문을 지도신부의 양해를 얻어 주교회의에 제출한 것인데, 당시 평협 담당 김남수 주교는 외국 출

장 중이었고, 주교회의 사무처는 이 건의문이 담당주교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 상정하

지 않고 사목주교위원회에 회부했다. 사목주교위원회가 논의해 평협에 통보해 온 결과는 “첫째, 교구평협의 활성

화에 주력하는 전국평협의 협의체로서의 성격을 재확인하고, 둘째, 제도적인 합리화를 위해 주교회의 의장(당시 김

수환 추기경)이 전국평협 총재가 되어야 한다는 건의는 부결되어 김남수 주교가 계속 전국평협을 담당하기로 했으

며, 셋째, 본당 기구의 명칭 통일 문제는 전국 사목국장 회의와 부교구장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위임하였다.”는 것

이었다.

그 후 주교회의 1987년 3월 춘계 정기총회에서는 평신도사도직단체 전국 기구의 당면 문제를 논의한 결과, 현

실참여가 많은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가톨릭농민회 전국본부, 가톨릭학생회 전국연합회의 활동을 새 회칙 인준 때

까지 잠정적으로 유보시킴으로써 평협 활동이 중단되었다. 결국 주교회의는 1987년 11월에 개최된 추계 정기총회

에서 평협의 새 회칙을 인준했다. 새 회칙의 주요 골자는 첫째, 전국 평협의 목적을 각 교구평협과 전국 단체들 간

의 협력 도모와 경험과 정보의 교환 및 활동 촉진에 두며(제2조), 둘째, 세 관구에서 윤번으로 회장을 맡고(제8조), 

셋째, 총회 의결사항은 반드시 지도신부의 동의를 얻어 주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제16조)는 것과 특별위원회 

구성을 폐지한 것 등이다. 한국평협은 1988년 5월 2일 서울 가톨릭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회칙 일부를 수정, 

통과시켰다. 개정 회칙은 1984년도 회칙을 중심으로 하되, 한국평협이 중앙집권적이 아닌, 각 교구평협과 단체들

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협의체의 성격을 부각시킨 것이 특징이다.

3) 평협의 정치적 활동과 그 파장

1987년은 민주항쟁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정치적 격변의 해였다. 그해 10월 29일 ‘민주쟁취 국민운동 천주교 

공동위원회’가 발족되고 한용희 평협 회장이 이 위원회 공동대표로 참여한 가운데, 평협은 12월 16일에 실시되는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 대한 공정선거 감시단의 운영본부를 가톨릭회관 5층 평협 회의실에 설치했다. 평협의 이러

한 정치적 활동에 대해 교회가 정치, 인권, 사회 등 현실문제 등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겨 평협 회장

단에 대해 비판적인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공의회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에 대한 발언과 사회참

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신자들도 있었다.

선거 기간 중인 11월 19일 주교회의는 추계 정기총회를 폐막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주교단 담화문>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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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했다. 이 담화문은 정치단체가 아닌 교회는 선거에 초연해야 하며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평협은 12월 5일에 개최된 상임위원회 결의에 따라 12월 7일 <한국 천주교 평신도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주교단의 담화 내용이 “교회적 입장에서는 바른 견해라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현시대적 

요청을 간과한 점이 있다.”고 전제하고, “민주화를 위해 보다 복음적이고 적극적인 발언이 있어야 할 것”을 주교단

에 요청하는 한편, 평신도들에게는 “군정을 종식시키고 공명정대한 선거로 참다운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앙인의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행동할 것”을 호소하였다.

4) 정의구현사제단 방북사건과 호소문 발표

1989년 문익환 목사의 방북(3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임수경 학생(당시 외국어대 4학년)의 평양 ‘세

계청년학생축전’ 남한 대학생 대표 파견(6월), 평화민주당 서경원 의원 방북과 간첩혐의 구속사건(7월) 등에 이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문규현 신부 평양 파견(7월) 사건이 뒤따랐다. 이와 관련해 평협은 1989년 8월 3일 ‘민족

의 십자가를 나눠지고자 하는 한국 천주교 평신도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이른바 <8·3 한국 천주교 평신도 호소문

>을 발표했다. 이 호소문은 ①비록 정의구현사제단이 1989년 7월 25일에 ‘주교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사전에 상

의 없이 방북하게 된 것을 사과했지만, 7월 27일 주교회의 담화문에 대해 정의구현사제단은 7월 31일 명동 가톨릭

회관에서 총회를 열어 문규현 신부의 북한 파견을 추인하는 등 주교회의 방향 제시에 거부의사를 표출함으로써 교

계제도에 적지 않은 손실을 가져왔다. ②7월 27일 판문점에서 행한 문규현 신부의 반정부 발언은 충격적이다. ③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덕적 원리를 선언하는 것은 성직자들이 할 수 있더라도 이를 행동에 옮

기는 일은 평신도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11월 11일 제주도 서귀포 복자 수도회 피정의 집에서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8·3 한국 천주교 평신도 호소문> 발표 경위를 보고하고, 앞으로 중요한 안건은 화해와 일치

의 차원에서 상임위원회를 거쳐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5)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과 한국교회 200주년 행사

1981년 6월 27~28일 광주 명상의 집에서 개최된 평협 제14차 정기총회는 1981년이 교황 그레고리오 16세에 의

해 조선교구가 설정된 지 150주년이 되는 해로서, 그해 10월 18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리는 서울대교구 주최 

‘신앙대회’에 모든 신자들이 일치해서 참여키로 결의했다. 실제로 주최 교구인 서울대교구평협이 교구 사목국과 혼

연일체가 되어 그 준비에 만전을 기했고, 여러 교구 평협이 이에 적극 동조해서 아름다운 대회를 치를 수 있게 되

었다. 이는 평신도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파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열정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킨다는 데 목적

을 둔 것이었다. 한국천주교회 창설 200주년 준비는 주교회의 주관으로 이뤄졌다. 평협은 서울대교구 경갑룡 보

좌주교가 위원장을 맡은 기념행사위원회가 벌인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봉사했다. 한국교회 200주년 기념의 절정

인 1984년 5월 6일 ‘기념대회 및 103위 시성식’을 비롯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에 따른 준비와 행사, 그리

고 20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담당했다.

6) 제44차 서울세계성체대회

1989년 10월 4일부터 5일간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를 주제로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가 서울대교구 주관으

로 열렸다. 한국평협은 1989년 3월 11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개최된 제22차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서울 세계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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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 관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13개 교구평협 대표와 9개 전국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총회

에서 평협은 세계성체대회의 붐 조성을 위해 정신운동인 신뢰회복운동과 사랑의 실천운동인 ‘한마음 한몸’ 운동을 

적극 추진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이를 위한 포스터와 표어 등을 현상공모와 함께 홍보활동을 병행하기로 하고, 세

계성체대회 배지달기 운동을 전개했다. 세계성체대회가 끝난 후 평협은 11월 11~12일 제주 서귀포 복자회관에서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세계성체대회 이후 그리스도인다운 성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한편, 신뢰회복운동을 활

성화시켜 이를 ‘한마음 한몸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정신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7) 가톨릭대상 제정

한국평협은 1982년 2월에 개최된 제15차 정기총회에서 정진석 담당주교의 제안으로 ‘가톨릭대상’을 제정했다. 

평협은 “사랑의 실천, 정의의 구현과 인류문화의 창달을 위해 양심적으로 이바지한 교회 내외의 많은 인사를 선발

해서 ‘가톨릭대상’을 시상한다.”는 내용의 취지문과 함께 추천 조서와 운영규정을 전국 본당과 수도회, 가톨릭 전

국 단체, 사회사업기관, 전국의 신문, 방송국, 각 종단을 포함해 1,700군데에 발송했다. 시상 후보자 추천을 의뢰

받은 불교 측에서는 반응이 없었지만, 개신교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해 와서 교회일치운동 차원의 결실을 거두었다

는 평가를 받았다. 평협은 곧이어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각 부문별로 추천된 인사들에 대해 심사를 완료했다. 1차 

서류 심사가 끝난 후에 평협 임원들은 후보자의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추천 사유에 대한 확인까지 마친 후에 수상

자를 확정했다. 제1회 ‘가톨릭대상’은 정의부문과 문화부문에 수상자를 내지 못하고, 사랑부문에서만 김수련(52세, 

여, 서울)과 이풍순(46세, 여, 충남) 등 2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이듬해인 1983년 1월 31일 명동성당 사도회관에서 

시상식을 거행했다.

8) 여성문제 심포지엄

한국평협은 1980년대에 들어서 가정과 여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매년 이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하

기로 하고 첫 심포지엄을 1982년 12월 3일부터 이틀간 부산 오륜대 명상의 집에서 열었다. 제1회 여성문제 심포지

엄에는 6개 교구 4개 여성 단체 대표 38명과 임원 11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산교구장 이갑수 주교의 ‘혼인

과 가정의 신성성’ 주제 강연으로 듣고 ‘생명의 존엄성과 성윤리’(김창훈 신부), ‘평신도운동과 여성의 역할’(박숙자 자

매), ‘가정의 행복과 여성의 사회참여’(최시동 신부)에 관한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가정과 생명 문제에 대한 깊이

를 더했다. 제2회 심포지엄은 1983년 11월 4~5일 광주 명상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서 다루어진 주제는 ‘사회 

안에서 여성의 권리’(안승길 신부), ‘교회 안에서 여성의 본분’(변갑선 신부), ‘가정 안에서 어머니의 위치’(강동순 교수)

였다. 평협은 또 1983년 3월 정기총회에서 “1981년부터 ‘전국평협 부녀부’에서 운영해 온 결혼상담소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고, 여성연합회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에도 힘써 나갔다.

9) 1980년대의 정치 상황과 평협

정치 분야에서 1980년대는 격동의 시기였고, 사건도 많고 어려움 또한 많이 따랐다. 1979년 10·26사태를 계기

로, 1980년 5·18 광주민주항쟁과 신군부의 제5공화국, 1987년 6·10 민주항쟁과 그 결실에 이르기까지 명동성

당을 거점으로 해서 반인권적 군사독재와 맞선 민주화운동으로 점철된 한 시기였다. 이때 평협의 정치 분야 활동

은 성명서 발표와 특별 기도회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하는 교회와 함께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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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평협은 1986년 8월 9일 부평 샤미나드 피정의 집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장문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간의 

기본권 수호에 필요한 경우 정치질서에 윤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현대세계의 사목헌장」 76항과 현세질서의 

쇄신은 평신도의 임무라는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 7항대로 “우리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평협이 다하

지 못했다.”면서 집권 여당과 정부에 민주화 개헌 요구, 인간의 기본권 존중, 양심수 석방, 언론기본법 개폐, 수사

기관의 고문 근절, 저임 노동자와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 등 6개 항을 요구했다. 

1987년 민주화 시위에 나섰던 서울대생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으로 인해 명동성당은 매일 격렬한 시위와 최

루탄가스에 휩싸이게 되었고, 김수환 추기경은 “이 나라 국민들이 불의와 부정과 인간 존엄성의 파괴를 보고 분노

를 느껴야 한다.”고 역설하고 모두가 함께 기도할 것을 청했다. 박종철 군 사건에 따른 ‘신자들의 기도’ 예문도 작

성해 각 본당에 배포한 평협은 2월 16일 두 번째 성명서를 채택하고 사태 발생 책임자의 응분 처벌과 원인의 근본

적 제거를 요구했다. 신자들은 9일간(2월 28일~3월 8일) 민주화를 기원하는 의미의 화살기도와 묵주기도를 바치고, 

절제운동을 전개해 모든 것을 사회정의 구현에 봉헌하며, 3월 4일 재의 수요일을 기해 사순절 동안 이 운동을 더

욱 고양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국평협은 성모성년(1987년 6월 7일~1988년 8월 15일)인 1987년 6월 25일 세 번째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간접선거제의 기존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4·13 호헌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민주화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성명서에서 밝힌 요구의 관철을 위해 6·26 평화

대행진을 지지하고 적극 참여할 것을 천명했다.

10) KBS-TV 시청료 거부 운동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평협은 1986년 KBS-TV 시청료 거부 운동을 전국에 확산시켰다. 당시 공영방송인 한국

방송공사가 정부시책을 앞장서서 선전하고 사실을 왜곡한다고 판단한 전주교구 고산성당과 가톨릭농민회에서는 

1984년부터 KBS 시청료 거부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한국평협은 1986년 4월 10일 회장단과 각 분과 위원장들

을 배석시킨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료 거부 운동의 당위성을 천명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 운동을 전개

했다. 이후 김남수 담당주교의 양해와 1986년 4월 12~13일 마산교구 창원 가톨릭사회과학관에서 개최된 전국평

협 상임위원회의 추인을 받아 전국평협의 KBS-TV 시청료 거부 운동은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옮겨졌다. 즉 1986

년 4월 20일(주일)을 기해 각 교구 평협을 통해 녹색 바탕에 노란 글씨로 “보도매체의 공정보도를 촉구한다!”를 캐

치프레이즈로 해서 “KBS 시청료 납부 거부”라는 문안을 넣은 스티커가 전국 신자들에게 배포된 것이다.

1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연수회

한국평협은 1986년에 두 차례에 걸쳐 공의회 문헌 연수회를 개최했다. 첫 연수회는 8월 7~10일 부평 샤미나드 

피정의 집에서 11개 교구와 5개 단체 대표 107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강의 내용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의

미와 성격’(유재국 신부),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인류의 빛’ 가운데 ‘제1장 교회의 신비’(유흥식 신부), ‘제2장 하느님의 

백성’(유흥식 신부), ‘제7장 지상의 여정, 교회의 종말적 성격과 천상교회와 일치’(심상태 신부), ‘교계제도의 복음적 성

격’과 현대세계의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 가운데 ‘제1부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인간’(오경환 신부), ‘제2부 혼인과 가

정의 존엄성’(유봉준 신부), ‘제2부 제2장 문화발전의 촉진’(김춘호 신부),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유봉준 신부, 한용

희 회장) 등이었다. 두 번째 연수회는 1986년 10월 25~26일 대전 유스호스텔에서 열려 ‘공의회의 의미와 성격’(김영

교 신부),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한용희 회장) 등이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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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협은 1987년 2월 14일 제20차 정기총회에서 크리스찬사상연구소 양한모 소장을 초청해 ‘교회 안의 신도’라는 

제목의 강의를 들었다. 이 강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주요 문헌인 「사목헌장」, 「교회헌장」, 「평신도사도직에 관

한 교령」 등에 나오는 평신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신도론, 1983년 공포된 새 교회법

에 따른 평신도사도직 활동, 친교의 교회론에 입각한 신자들의 삶의 방향 등을 제시한 내용이었다. 1988년에 있었

던 강좌는 ‘화해와 일치’(김홍언 신부), ‘한국교회와 평신도’(김영교 신부), ‘성서와 신뢰회복운동’(송광섭 신부), ‘평신도

와 신뢰회복운동’(류홍렬 박사) 등으로 평협의 ‘신뢰회복운동’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1989년에는 새로운 교회상에 관

한 내용으로 ‘교회쇄신을 위해 신자가 지켜야 할 몇 가지’(마산교구장 박정일 주교), ‘새 교회법에 대하여’(청주교구장 정

신석 주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로 새로운 평신도상이 제시된 ‘평신도 그리스도인’(한홍순 교수) 등의 강의가 

있었다.

12) 간행물 출간

전국 차원의 평협 회보가 1977년 6월 25일에 어렵게 창간되었으나, 기대와 의욕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1978년 1

월 28일 제2호를 발행한 후 더 이상 속간을 내지 못했다. 이는 1978년 1월 6일 주교회의 상임위원회가 평신도 전

국 단체(한국평협, 가톨릭농민회, 가톨릭노동청년회, 꾸르실료협의회, 가톨릭대학생회) 해체 문제를 주교회의에 상정함에 따

라 평협 활동이 정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서 서울평협은 1978년 1월 1일 타블로이드 판형 크기 4면 신문 

형식의 월간 회보 『가톨릭 서울』을 창간했다. 서울평협이 주최한 본당 총회장 연수회 기사를 비롯해 서울대교구 사

목지침 내용과 교회 및 평협 소식, 김기철 평협 회장의 창간사, 특별연재물 “신도신학 서설”, 김수환 추기경의 총

회장 연수회 강연 요지(현대교회의 사명), 순교자, 전례, 성지, 본당 역사(명동성당), 단체 사업 소개, 독자 코너 등의 

난을 두고 실었다.

한국평협은 1989년 6월에 『한국천주교 평협 20년사』를 발간했다. 3천 권 한정판으로 발간된 이 책은 794쪽 분

량에 사진으로 본 20년사와 전국 평협사, 각 교구평협 및 전국단체 약사, 부록 등을 수록했다. 제1편 전국 평협사

는 우선 교회 창설부터 1968년 평협이 발족되기 전의 제3차 세계평신도대회까지의 평신도사도직 활동 모습을 다

루었다. 제2편 각 교구평협 및 전국 단체 약사에는 전국 14개 교구의 평협 활동 모습과 16개 전국 단체의 약사를 

실었다. 역대 회장들의 회고담, 전국총회 회칙 변천과정, 초기 ‘평신도사도직의 날’과 1970년 이후의 ‘평신도 주일’ 

강론 자료, 신뢰회복운동 자료 등이 부록으로 실렸다.

13) 국제 교류

198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평협은 세계교회,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교회와 교류 협력에 나서게 된다. 우선 바티

칸 평신도평의회가 1983년 12월 2~6일 홍콩에서 개최한 ‘아시아 평신도회의’에 정진석 주교, 안상인 지도신부와 

함께 엄익채 회장 등 6명의 평신도가 한국교회 대표로 참석했다. 대표단은 ‘아시아 사회의 교회 생활과 사명에서 

평신도가 지닌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 회의에서 한국평협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 신뢰회복운동, 가톨릭대상 등

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보고하고, 1981년에 거행된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했다. 

또 대표단은 이 회의에서 아시아의 각 지역별 평신도들의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대표단이 

제안한 ‘제1차 동북아시아 평신도 회의’가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져 1984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

나 당시 한국평협의 여건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제안으로 결정된 이 평신도 회의는 1984년 7월 2일부터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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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4차에 걸친 준비회의를 가졌으나 결국 예정대로 서울에서 개최되지 못하고, 당초 결정보다 2년 늦게 1986년 

4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제1차 동아시아 평신도 회의(East Asian Laity Meeting)’라는 명칭으로 열리게 된다. 1986년 

4월 24~27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제1차 동아시아 평신도 회의에는 한국평협 대표로 한홍순 교수가 참가해 한국평

협과 평신도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특히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전국 사목회의 준비위원회가 1982년에 실시

한 평신도 신앙생활 실태 조사 결과를 설명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실상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

1984년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의 평신도위원회가 대만의 창화에서 주최한 제1차 평

신도사도직 주교연수회에 이준영 평협 사무총장, 서울대교구 가톨릭 여성연합회 오덕주 부회장, 주교회의가 선발

한 이창순(대전교구)과 한형식(인천교구) 등 네 명의 평신도가 참가했다. 또한 1984년에 교황청 평신도평의회 위원

으로 한홍순 교수가 임명되어 활동하기 시작함으로써 한국 교회와 평협, 평신도들이 국제 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평신도평의회 위원장 에두아르도 피로니오(E.F. Pironio) 추기경은 

1986년 9월에 한국을 방문해 한국 평신도에 대한 바티칸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20년 이후의 교회와 세계 안에서의 평신도 소명과 사명’을 주제로 1987년 10월 로마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 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평협 담당 김남수 주교와 한홍순 교수가 참

석했다. 이 주교 시노드는 ‘성직자의 평신도화’나 ‘평신도의 성직자화’의 개념이 아닌 평신도 본연의 역할과 임무, 

즉 세상 안에서의 평신도 영성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시노드에 참석한 교부들은 평신도가 단순히 교회와 세

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그 자체라는 것, 평신도는 단지 교계제도를 돕기 위한 보조자

도 아니고 사제 부족에 대한 상대적 대체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각국 대표와 옵서버들은 자신이 속한 나라의 

교회를 소개했는데, 김남수 주교는 “가정이 평신도의 사명과 실천의 중심이자 성소의 중심”임을 강조해 참석자들

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한국평협은 1989년 8월 21~27일 일본(나가사키, 오사카, 도쿄)에서 개최된 제2차 동아시아 평신도 회의에 박정훈 

회장과 이관진, 박애주 부회장, 한홍순 국제협력분과위원장을 파견했다. 평협 대표단은 이 회의에서 1992년에 개

최될 제3차 회의를 한국에 유치해 아시아주교회의연합(FABC)과 공동 주관하기로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보다 앞서 1989년 3월 11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개최된 평협 제22차 정기총회는 평협의 국제협력 분과 설치를 

승인하고 위원장에 한홍순 교수를 임명했다. 국제협력 분과의 설치는 일차적으로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를 준

비하고 나아가 아시아주교회의 평신도위원회와의 관계 발전 등 대외적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14) 민족 화해

한국교회는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과 한국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0주년 기념사업위원

회가 대북 선교사업 계획을 수립해 1982년 ‘북한선교부’가 출범하게 되었고, 1985년 ‘북한선교위원회’로 개칭, 주

교회의 전국위원회로서 위상을 갖추었으며, 이후 1990년대 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

했다. 이보다 앞서 1884년 3월에는 캐나다에 이어 미국에서 사목하고 있던 고종옥 신부가 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고, 이듬해 지학순 주교가 고향 방문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해 고려호텔에서 미사를 봉헌하였다.

특히 1988년은 중요하고 특별한 한 해로 기록된다. 그해 3월 30일, 전후 최초로 바티칸을 밟은 북한 신자 이진

철(모이세), 홍도숙(데레사)이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중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게 발 씻김과 안수를 받았다. 같

은 해 2월 프랑스 파리에 파견된 북한 외교관의 아들인 30대 유학생 1명이 우르바노대학에 유학, 5개월간 철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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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밟다가 돌아간 일도 있었다. 6월에는 ‘조선천주교인협회’(훗날 조선가톨릭교협회)가 설립되었으며, 9월에는 평양

에 장충성당이 지어졌다. 그리고 한 달 뒤 서울대교구 장익 신부와 정의철(현 로마한인신학원장) 신부가 교황청 특사 

자격으로 방북, 장충성당에서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미사를 봉헌하였다. 북에서 종교적 해빙 조짐이 보이자 

교황은 1989년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에 앞서 방북을 검토하기도 했다.

1989년 9월 22일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 준비위원장인 김수환 추기경은 성체대회에 북한 평양 장충성당 신

도회장 박경수(바오로)를 비롯한 신자 20명을 공식 초청하기로 하고 정부 승인까지 받았으나 북한의 무응답으로 무

산되었다. 한편 1985년에는 북한선교위원회 산하에 후원회가 결성됨에 따라 평협의 주요 임원들이 참여해 평협 

활동과 연계성을 갖게 되었으며, 성체대회 이후 1989년 11월 서울대교구장을 중심으로 남북통일과 민족 화해와 일

치를 위한 기도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4. 새로운 복음화의 시대(1990~1999년)

1) 평협의 조직 강화와 개편

한국평협은 1987년에 회칙 개정 문제 등으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데 이어 1988년 정기총회에서 회장단을 개

편한 이후 총회나 상임위원회에 전국의 교구평협이 참석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 1992년 2월 15일 명동 가톨릭

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새로이 선출된 이관진(베드로) 회장은 취임 초기 몇 달 동안 김인성 지도신부와 함께 

한국평협 활동에 미온적인 교구평협들(광주대교구, 전주교구, 제주교구, 원주교구, 안동교구)을 찾아 나섰다. 그곳 평협 

회장단과 함께 평신도사도직과 평협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전국평협 활동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해 이후 회합에는 모든 교구평협이 참석하게 되었다. 1990년대 전반 두 차례에 걸친 국제 평신도회의도 일치 

안에서 치를 수 있었다. 1996년 2월 24일 서울 가톨릭회관에서 열린 제29차 정기총회에서는 류덕희(모세) 서울평

협 회장을 새 회장에 선임해 사회교리 실천과 2000년 대희년 준비에 진력했다. 

2) 평협 창립 25주년 행사

한국평협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제26회 평신도 주일인 1993년 11월 15일 명동성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기념미사, ‘우리상품쓰기 운동’ 우수 지구 및 본당 시상식을 성당에서 거행한 다음 로얄호텔에서 사랑의 만

찬으로 이어졌다. 김수환 추기경이 주례하고 김옥균 총대리 주교와 김인성 지도신부 등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봉

헌된 이날 미사 강론에서 김 추기경은 “여러분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고 전제하고 “성

년 평협에 걸맞은 역할로 이 땅의 복음화를 이룩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스물다섯 성년 평협의 위상을 재확인하

고 평신도의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기 위한 이날 기념행사에는 이관진 평협 회장과 이창복, 박정훈 역대 회장, 서울

대교구 본당 사목회장과 전국 각 교구 단체장 평협 임원 등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해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

키는 사도직 수행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3) 평신도 제자리 찾기 운동

평협은 1996년 류덕희 회장 체제를 갖추면서 활동지표로 복음화 운동의 확산을 내세워 평신도의 위상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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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조사 연구 활동을 계속하고, 교구평협 간 친교를 도모하며 상호 유기적 협조를 다진다는 방침을 정함으로써 

‘평신도 제자리 찾기 운동’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즉, 1996년 11월부터 ‘내가 변해야 세상도 변한다’는 정신으로 교

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제자리를 찾는 것을 교회 쇄신으로 보고 ‘평신도 제자리 찾기 운동’을 전개했다.

1997년 6월 7일부터 이틀간 광주대교구 관내 나주 글라렛 수도원에서 열린 제2차 상임위원회는 평협의 위상 강

화를 위한 제안을 추계 주교회의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건의 내용은 본당의 사목회는 자문기구가 아닌 의사결정 

기능을 갖는 기구여야 하고, 각 교구에 ‘평신도국’을 설치해 평신도가 교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교구 사목평의회에 평신도 대표가 참여하는 회의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정례적인 회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었다. 그리고 평협은 1997년 11월 16일 제30회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 <이제 제자리를 찾아 나섭시다>에서 교회

에 속하고 바로 교회 자체인 350만 평신도는 회개와 쇄신으로 ‘제자리 찾기 운동’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그 후 같

은 달 22일부터 이틀간 대전교구 보혈선교수녀회 엠마우스 피정의 집에서 개최된 상임위원회 참석자들은 1998년

도 사업 추진을 위해 ‘평신도 제자리 찾기 운동’에 초점을 맞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4) ‘내 탓이오’ 운동

1983년에 시작된 신뢰회복 운동의 불씨를 1988년에 다시 살린 한국평협은 1990년 ‘내 탓이오’ 구호를 내세우면

서 그 불이 활활 타오르게 했다. 1990년 5월 8일 서울평협 상임위원회가 내세운 ‘내 탓이오’ 구호를 같은 해 9월 

한국평협 상임위원회가 수용함에 따라 이 운동은 한층 더 적극적인 사회개혁운동의 성격을 띠게 된다. ‘내 탓이오’ 

차량용 스티커 30만 장을 제작해서 전국에 배포하고 자기반성과 희생, ‘나부터 실천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 

탓이오 실천 덕목>도 함께 배포하면서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특히 9월 24일 김수환 추기경은 서울대교구청 뜰

에서 개최된 신뢰운동 출범식에 참석하여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승용차에 ‘내 탓이오’ 스티커

를 손수 붙였다. 이날 TV 뉴스로 보도된 김수환 추기경의 이 모습은 ‘내 탓이오’ 운동이 한국 사회 전체에 다시 한 

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내 탓이오’ 운동의 확산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스티커 배포, 그다음에는 ‘내 탓이오’란 글귀

가 새겨진 티셔츠 8만 벌이 제작되어 인천교구 30여 본당과 서울·부산·대전·춘천·마산교구 등에 판매 보급되

기도 했으며, 「내 탓이오」라는 노래가 김지평 작사, 이준호 작곡으로 만들어져 인기 중창가수인 듀엣 베베에 의해 

불리고 음반까지 나오면서 이 운동은 대중 속으로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내 탓이오’ 운동은 두 차례에 걸친 문예

작품(시, 시조, 수필, 희곡) 공모 방식으로도 확산되었는데 이에 관한 기사가 교회 매체는 물론 1990년 11월 10~11일

자 「동아일보」 등 주요 일간 신문에 일시에 보도되었고, 응모한 문예작품 중 입선작과 우수작은 가톨릭다이제스트

사에 의해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신문, 잡지, 기타 기관지들에는 이 운동에 관한 사설·논설·칼럼·수필 등이 

90여 회나 실렸고, TV·라디오·일간지·월간지 등에 실린 인터뷰도 53회에 달했다.

5) 소공동체 통한 복음화 사업과 ‘새 천년’ 준비

1998년은 한국 경제가 IMF 구제 금융까지 받아야 할 만큼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에 처한 어려운 시기로서, 

1998년 1월 12일에는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종교단체 대표와 106개 시민 소비자 종교 농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외채 상환 금 모으기 범국민 운동을 본격 가동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보편교회 차원에서는 ‘2000년 대희년’과 함

께 ‘제3천년기’ 맞이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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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협은 1998년 3월 31일에 2000년 대희년 준비를 위해 ‘사회교리실천본부’와 ‘대희년준비위원회’를 신설하고, 

두 기구를 통해 미진했던 사회교리 실천과 대희년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갔다. 신설된 사회교리실천본부와 대희년

준비위원회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대희년의 정신을 삶을 통해 사회 속에 전파하는 동시에 생활 속에서 실

천토록 하는 핵심기구로 운영되었다. 이에 대해 류덕희 평협 회장은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전문위원들이 참가

하는 상설회의체를 구성, 수시로 당면문제를 협의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할 생각”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평협은 

평신도들이 2000년 대희년을 더욱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12월까지 사회교리 

월별 실천덕목을 제정하여 「평화신문」에 매월 게재하는 방식으로 홍보했다.

한국평협은 1999년 4월 18~19일 제1차 상임위원회를 왜관 연화리 피정의 집에서 개최하여 ‘대희년 맞이 평신도

대회’의 묵주기도 1억단 바치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성모성월인 5월 4일부터 이를 시행했다. 또 1억단 봉

헌카드 30만 부를 제작해 각 교구평협에 배부하고 2000년 6월 25일에는 묵주기도 3억단 바치기 운동으로 바꾸어 

2001년 1월 5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실시하였다.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 대희년을 앞둔 1999년 8월 21일에는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선교 활성화를 위한 심포

지엄’을 열었다. 이날 발표자들은 21세기 선교 방향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면서 “이제는 단지 신자수를 늘리는 수량

적 선교를 지양하고 교회 공동체와 신자들이 구체적 삶 안에서 복음을 실천으로 증거하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와의 

대화를 통해 교회 공동체 스스로가 풍요로워지는 질적인 선교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 또 본

당에서뿐만 아니라 정보사회에 대비한 선교와 해외선교, 농촌·환경 나아가 통일선교를 포함하는 복음화 영역의 

확대와 평신도 선교사의 역할 등 21세기에 요청되는 다양한 선교방향과 방법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2000년 대희년과 새 천년기를 앞둔 1999년 10월 21일 올림픽공원 제3체육관에서는 ‘서로 사랑하여라-사귐·섬

김·나눔’을 주제로 한 대희년 맞이 평신도대회가 한국평협 주최, 서울평협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평신도 선언문

을 채택한 참가자들은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교회 공동체와 민족 앞에 고백하고, 새 천년대 새 복음

화의 사도로 나설 것을 다짐했다. 평협은 평신도 선언문에서 “내가 바로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현세질서의 복음

화와 교회의 내적 쇄신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선언하고 “새 천년대에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최대의 과제가 민

족의 화해와 일치인 만큼 민족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교적인 사랑과 용서, 일치의 정신으로 민족의 화해와 일치에 

앞장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국 15개 교구에서 3,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는 같은 해 5월 4일부터 시작된 

묵주기도 1억 단 봉헌(중간 집계), 도·농 결연 본당 봉헌, 가톨릭대상 시상, 성체거동에 이어 정진석 대주교와 참가 

사제단이 공동 집전하는 장엄미사 순서로 진행되었다. 미사 중에 교황과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낭독되었다. 

앞서 행사에서 있었던 제16회 가톨릭대상 시상식에서 KBS-TV 프로그램 ‘사랑의 리퀘스트’팀과 박경수에게 사랑

부문 대상이 수여되고 인천가톨릭환경연대에는 정의부문 대상이 주어졌다. 이어 평협은 대희년 맞이 평신도대회

의 일환으로 10월 24일 강우일 주교, 교황대사 모란디니 대주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농 한마당 잔치를 서초구

청 마당에서 벌였다.

6) 낙태법안 폐지 운동

한국평협은 주교단이 1991년 12월 8일 인권주일을 기해 발표한 사목교서 ‘인명 존중의 새 문화를 창조합시다!’

의 뜻에 따라 생명존중의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이 성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느님이 주신 인간

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인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정부의 입법 취지에 전면 반대하는 신앙인의 입장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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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4월 25~26일 청주 가톨릭회관에서 개최된 평협 제25차 정기총회와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도 ‘낙태는 인

명경시 풍조의 근원’이라고 규정하고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전면 거부하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두 달 후인 6월 

20~21일 광주 가톨릭센터에서 개최된 제2차 상임위원회 참석자들은 낙태법안 폐지 운동 전개를 선언하고 낙태를 

입법화하려는 정부당국에 대해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낙태를 살인행위로 단죄해 왔

던 주교회의는 1992년 7월 3일부터 9월 말까지 모자보건법을 모태로 한 형법 개정안 135조 폐지를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해 10월에 107만 명의 서명부와 함께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7) 선언문과 호소문 발표

1992년 2월 15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개최된 평협 제25차 정기총회와 4월 25~26일 청주에서 열린 상임위원

회에서 한국평협은 생명·환경문제가 의제로 채택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31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개최된 평

협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도 생명존중과 환경정화 운동이 주요 안건으로 채택되었다. 그에 따라 이후 4년간의 연

차별 사업계획의 활동지표로서 ‘창조질서 보전’을 설정했고, 특히 생명을 존중하는 윤리적 삶에 대한 강조와 함께 

‘지구의 날’ 등 환경보전에 관한 연대활동 전개 등을 주요 활동으로 내세웠다. 1995년 2월 25일 명동성당 교육관에

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15개 교구평협 대표와 24개 단체 대표 49명은 생명존엄성을 고취하고 환경운동에 평협

이 솔선수범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활동해 나가기로 했다. 1996년 ‘지구의 날’을 앞두고 한국평협은 6월 2일 <천주

교 평신도 환경 선언문>을 발표하고, 오존층 파괴와 산성비로 인한 피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삼림 훼손과 생물 

종들의 멸종위기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평신도들은 하늘과 땅, 물 등 자연을 공해와 오염

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데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고 실천운동을 선언하였다.

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전국 56개 종교, 시민, 여성단체들과 함께 14대 총선과 대통령선거에 대한 공명

선거 캠페인을 위한 범국민운동단체로서 1992년 1월 25일 공식 출범식을 가진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연합’(이하 

‘공선협’)에 참여했다. 평협의 참여는 이관진 회장이 공선협의 공동대표와 산하에 설치된 9개 위원회 중 언론대책위

원회 위원장을 맡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출범식에서 선거부정 고발창구 적극 운영, 관권개입 감시 활동, 적극적

인 투표참여와 금품향응 거부를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 등 9개 항을 활동방침으로 결의하고, 공동대표의 성명

을 발표했다. 공선협은 그해 2월에 각 지역 본부를 결성하고 시·군 단위까지 선거부정 고발창구를 개설하는 한

편, 산하 단체 간의 연대를 통해 선거부정 및 관권개입 등을 감시·고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한국평협

은 1992년 2월 15일 명동 가톨릭회관 3층에서 제25차 정기총회를 개최, 창조질서 보전을 금년도 활동지표로 정하

고 특히 여러 선거의 공정한 실시를 위한 캠페인에 평협이 앞장섬으로써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할 것을 결의하고, 

공선협 활동 등에 대한 평협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국평협은 1994년 10월 25일 제27회 평신도 주일(11월 13일)을 앞두고 <3백만 ‘평신도 그리스도인’과 전 국민에

게 호소합니다>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호소문은 10월 8일 안동에서 열린 평협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회장단에게 위임된 것으로, 도덕성 회복이 본래 취지였다. 그러던 중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사건이 발

생하자 이 호소문을 앞당겨 발표하게 되었고, 같은 해 10월 29일 제3차 회장단 회의를 소집해 이를 논의하고 11월 

13일 도덕성 회복을 내용으로 평신도 주일 호소문을 다시 한 번 발표했다. 평협이 이처럼 도덕성 회복 차원에서 공

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게 된 것은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에 따른 국민적 의식 자각이 필요하다는 데서 비롯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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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평협은 광복 50주년과 분단 50주년을 맞이한 1995년 8월 15일을 기해 <이 땅의 복음화와 겨레가 하나 되

기를 염원하는 한국 천주교 평신도들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우리 겨레가 진정한 해방과 함께 희년의 기쁨을 누리

기 위해 먼저 서로서로 화해와 용서를 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광주문제도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그 책임자들은 겨레 앞에 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는 용기를 보여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당시 영호남 지역감정의 극복에 걸림돌이 되었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해결 필요성을 제기한 것

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기도할 것을 호소한 이 호소문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

정 공동체 내에서, 또 본당이나 사도직 단체의 회합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한 번씩 바칠 것을 권

장하여 기도의 힘으로 진정한 광복과 희년의 기쁨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했다.

한국평협은 그 후 1997년 9월 7일에 <더불어 사는 정치를 위한 우리의 호소>를 발표했다. 이는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의 정치현실을 진단하면서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것으로, 정치인들에게는 지

역감정을 부추기거나 악용하는 일을 삼가고 돈으로 표를 사려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경각심을 심어주고, 언론인들

에게도 공정보도를 당부하는 한편, 무엇보다도 국민들 스스로가 혈연·지연·학연 또는 눈앞의 이익을 떠나 공명

선거의 파수꾼이 되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 정치 사회를 향한 평협의 호소는 ‘세상 속의 교회’가 사회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 “내가 변해야 세상이 바뀐다는 평범한 진리를 거울삼아 우리 각자가 삶

의 태도를 바꾸면서 올바른 정치문화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자.”며 평신도 자신부터 새롭게 출발하자고 권고했다.

8) 대통령 당선자 위한 미사 봉헌과 동서화합 기도

1998년을 맞아 한국평협은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그와 경쟁했던 이회

창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를 초청해 2월 14일 명동대성당에서 ‘나라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를 위한 미사’를 봉헌

하고 축하식을 마련했다. 본당 회장, 수도자, 여야 신자 국회의원, 평협 임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미사는 

김수환 추기경과 주교단, 사제단이 공동으로 집전했다. 김수환 추기경은 미사 강론을 통해 모든 정치적, 지역적 

갈등을 풀고 동서가 하나 된 마음으로 국가가 처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라 발전을 위해 힘쓰자고 호소하였다. 

미사 후 열린 축하식에서 평협은 김 당선인에게 고통을 통한 영광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선물했다. 김대중 대통령

의 ‘국민의 정부’ 출범 4개월도 되지 않은 1998년 6월에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는 신한국당만 지지하는 영남과 민주

당만을 지지하는 호남의 동서 지역분열이 더욱 고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북분단에 이어 남남갈등

의 골을 깊게 하는 심각한 문제였고, 이를 개탄하는 이들이 많았다.

같은 해 6월 13~14일 경기도 의왕시 소재 마리아 폴리 센터에서 개최된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한국평협은 지

역갈등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다. 수원교구장 최덕기 주교, 총대리 최재용 신부, 복음화국장 김영옥 신부를 

비롯해 전국 15개 교구평협 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6·4 지방선거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 지역

분열 현상을 중요시하고 동서화합을 위한 기도운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평협은 전국의 모든 평신도들에게 우리

나라의 동서화합을 위한 기도로서 미사와 가정기도, 공동체 모임 후에 주모경을 남북화해 지향과 함께 바칠 것을 

요청하였다.

9) 우리 상품 쓰기 운동

1992년 2월 평협은 신뢰회복 운동의 캐치프레이즈를 ‘내 탓이오’에서 ‘우리 상품 쓰기’로 바꾸었다. 갈수록 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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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고 있는 우리 농촌을 살리고 우리 상품을 즐겨 씀으로써 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였고, 사회의 현안문제로 대

두된 쓰레기 문제와 자원 재활용 문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자원 재생활용 운동도 함께 

실천하기로 한 것이다. 평협의 활동 초점은 경제 부문에 맞춰졌다. 1993년 2월 27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개최된 

한국평협 정기총회는 우리 상품 쓰기와 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에 앞장선다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뒷

받침할 ‘우리 상품 쓰기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외국산 술과 담배를 삼가고, 외국산 농산물을 먹지 않으며, 우리 자

녀들이 외제 학용품을 쓰지 않고, 우리 제품을 쓰도록 한다.”는 등의 실천사항을 채택했다. 이 운동의 확산을 위해 

포스터와 스티커를 배포하고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문예작품 공모도 병행했다.

10)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1994년 4월에 개최된 주교회의 춘계 총회에서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을 범교회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에 따라 ‘우리농촌살리기운동 전국본부’가 설립되고, 각 교구에 교구 본부도 설치되었으며, 한국평협은 그 실천지

침으로 각 교구평협과 본당 기구를 활용 운영하면서 우리 농산물 먹기 적극 권장, 우리 농산물 직판장 지원, 도·

농 교류의 적극적 권장과 주선, 도시와 농어촌 지역 교회간의 자매결연 등 방법을 제시했다. 그리고 평협은 우리농

촌살리기운동 전국본부 조직과 함께 각 교구와 본당별로 운동 본부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

는 등 운동의 조직화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된 직접적 동기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쌀시장 개방 문제가 대두되면서였다. 한국평협은 1993년 12월 12일 명동성

당에서 김수환 추기경 주례로 ‘나라를 위한 특별기도회’ 미사를 봉헌하고 <우리 농촌은 우리가 살립시다!>라는 성

명서를 천주교 300만 신자들의 이름으로 발표하였다.

11) IMF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1997년은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를 맞아 IMF 구제금융을 받을 만큼 어려운 시기였다. 이때 한국평협은 거국적으

로 전개된 ‘금 모으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치와 낭비를 추방하고 근검절약에 앞장서면서 경제를 살리는 

데 이바지했다. 1997년 11월 22~23일 대전교구 보혈선교수녀회 엠마우스 피정의 집에서 열린 상임위원회는 소위

원회가 작성한 성명서 <경제를 살리기 귀한 우리의 다짐>을 채택했다. 이 성명서는 이듬해 1월 20일에 발표된 <경

제난국 극복을 위한 평신도 선언문>의 기초가 된다. 평협은 또 12월 1일 경제 살리기 범국민운동 가두서명과 결의

문을 발표했다. 1997년에 발생한 한국의 외환위기는 평협 제40년기 원년인 1998년에 IMF 구제금융 이후 금리 폭

등, 기업과 금융기관 도산, 불가피한 구조조정, 실업자 양산 등 전국의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자 평협은 ‘경제 

살리기 특별기도회’를 시작으로 1998년 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탰다. 서울평협을 비롯한 교구평협들도 경제 살리기 

범국민운동에 적극 참여해 중고품 재활용 센터 운용,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운동, 금 모으기 운동, 실직가정 돕기 

범국민 캠페인에 참여하는 한편, 도·농 협력과 생산협동조합 육성 지원 등 우리 농촌 살리기 지원에 나섰다. 이는 

평협이 경제 살리기 운동을 벌이면서 선언이나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직접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

었다.

1998년 4월 18~20일 안동교구 농은수련원에서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한국평협은 가톨릭교회가 IMF사태로 늘

어난 실직자 돕기에 구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히고 평신도 차원에서 이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을 만장

일치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으로 시작된 것이 ‘실직자를 위한 사랑 나누기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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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대희년을 앞둔 시점에서 대희년의 의미를 신자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실천운동으로 

전개되었다. 한국평협과 각 교구평협이 이 운동을 주관하되, 실질적인 실직자 돕기는 본당 차원에서 각 본당 사목

회가 직접 주도해 실행하도록 했다. 각 본당에서는 사목회가 중심이 되어 후원회비 모금, 2차 헌금, 기타 알뜰장터 

개최 등을 통해 성금을 마련하는 한편, 본당별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실직자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

했다. 대상자들은 본당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신자·비신자 구분 없이 선정했기 때문에 ‘실직자를 위한 사랑 나누

기 운동’은 이웃사랑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교가 이루어지는 효과를 얻었다.

외환위기로 인한 IMF사태 이후 평협은 자체적으로 경제난 극복운동을 전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살리기 범

국민운동 단체에도 동참했다. 그 첫 번째가 1998년 1월 2일에 열린 외채상환 금 모으기 범국민운동 선언식에 김

수환 추기경과 류덕희 평협 회장이 각각 고문과 공동대표로 참여한 일이다. 이후에도 평협은 ‘민간사회안전망운동 

범국민협의회’와 ‘실업극복국민운동협의회’ 활동에 참여했다. ‘실업극복국민운동협의회’는 ‘민간사회안전망운동 범

국민협의회’와 마찬가지로 금융위기로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과 함께 기업도산, 대량해고가 빈발하던 시기인 1998

년 6월 23일에 설립되었다. 실업극복에 국민이 동참을 확대하자는 취지와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회’

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간주도의 최대 실업대책기구이다.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 송월주 스님이 공

동 위원장을 맡았고 류덕희 회장은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실직가정돕기 범국민캠페인’ 공동본부장으로서 활동

했다. 실업극복국민운동협의회는 2008년에 이름을 ‘재단법인 함께 일하는 재단’으로 바꾸었다.

12) 도·농 한마당잔치

한국평협은 1998년 10월 24일 서울 동성고등학교 교정에서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공동으로 경제

적 어려움 속에서 도시와 농촌을 잇는 ‘도·농공동체 나눔 한마당잔치’를 벌였다. ‘우리농촌살리기운동 본부’가 주

관한 이날 행사에는 8개 교구 15,0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대교구 강우일 보좌주교 주례, 주한 교황대사 조반니 

바티스타 모란디니(G.B. Morandini) 대주교와 ‘우리농촌살리기운동’ 전국본부와 서울대교구 본부, ‘한마음한몸운동

본부’ 등 도·농 협력 관련 사제단이 공동으로 집전한 미사로 시작된 이날 잔치는 도시와 농촌 공동체 간의 서로 

나눔과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의 중요성을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도·농 한마당잔치 행사는 장소를 

서초구청 앞마당으로 옮겨 1999년 10월 24일에 벌였다. 이때부터 서초구청 앞마당은 2004년을 제외하고 매년 행

사 장소로 계속 이용되었다. 14개 교구평협이 참가한 이날 행사는 한국평협이 개최한 가장 큰 행사의 하나로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뿐만 아니라 소비자 공동체와 생산자 공동체의 유대강화와 도·농 협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13) 『한국평협』 속간 및 『평협 30년사』 발간

1994년 2월에 평협 회보인 『한국평협』 통권 제31호를 발행했다. 『한국평협』은 1978년에 회보 『평협』의 발간이 중

지된 후 16년 만에 “실로 오랜만에 회보 속간 호를 펴낸” 것으로 실질적으로 “창간호나 다름이 없었다.” 『한국평협』

은 통권 제34호(1997년 2월)까지 발행되었다. 

평협은 1997년도에 착수한 『평협 30년사』 발간 작업을 1999년 12월 29일 마치고 2000년도에 이를 교회 각 기관

과 교구평협에 배부하였다. 『평협 30년사』는 류덕희 평협 회장이 발간사, 박정일 주교회의 의장의 축사, 모란디니 

교황대사와 김옥균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장 주교의 격려사, 정월기 지도신부의 축사와 화보를 비롯, 제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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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평협사, 제2편 교구평협사, 제3편 전국 단체사, 제4편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무려 1,200쪽에 달하는 분량으

로 발간된 『평협 30년사』는 부록에 역대 회장과 사무총장 및 간사의 회고, 평신도 선언문, 평협 연표 등을 실었다. 

14) 국제 교류

1992년 8월 24~30일 안양 라자로마을 아론의 집에서 ‘평신도의 교회생활 참여’를 주제로 한 제3차 동아시아 평

신도 회의가 한국평협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한국교회 여러 주

교들, 일본·대만·홍콩·마카오 교회의 평신도 대표와 평신도 담당 주교들, 바티칸 평신도평의회 의장 피로니오 

추기경, 아시아주교회의 평신도위원회 위원장 요셉 티캉(J. Tikang) 대주교(대만 타이베이 대교구장) 등 80여 명이 참

석했다. 참석자들은 마지막 날 회의 내용을 최종 정리하여 메시지로 발표했다. 이 메시지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평

신도의 사회참여를 방해하는 장애요소로 사회교리 지식의 결핍과 봉사 정신의 부족, 신앙과 생활을 별개로 여기는 

경향을 예로 들고, 각자가 크리스천 가치관의 증언태도를 견지해 이러한 장애를 극복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 회

의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한국교회는 ‘새로운 복음화’와 사회교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결실을 가져왔다. 그뿐 

아니라 한국평협은 1984년에 서울 동북아시아 평신도 회의 개최를 제안하여 유치한 후에 회의 개최를 무산시켰던 

국제적 과오를 씻는 한편, 아시아 지역 교회에서 한국교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로부터 2년 후 1994년 9월 4~9일 수원교구 아론의 집과 마리아 폴리 센터에서 ‘평신도의 교회 사명 참여: 사

회교리 실천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1차 아시아 평신도 회의가 열렸다. 교황청 평신도평의회(PCL)와 아시아주교

회의연합회(FABC), 그리고 한국평협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회의에는 바티칸 평신도평의회 의장 피로니오 추기경

과 주교회의 의장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해 일본·대만·홍콩·마카오 등 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필리핀·싱가

포르·인도네시아·인도·스리랑카·파키스탄·네팔·방글라데시·태국 등 14개국 대표단과 FABC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회의 마지막 날 채택된 <아시아 평신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제1회 아시아 평

신도회의 성명서>에서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 가정, 직장, 이웃 종교인들과의 대화라는 세 가지 중요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힌 참가자들은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 평신도들이 앞장서서 투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생명

권 수호와 환경보호에 힘쓰는 한편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적극 호응해 “차별당하고 억압받는 이웃을 위해 일할 

것”을 호소했다. 그리고 참석자 일동 명의로 ‘교황님께 드리는 편지’를 피로니오 추기경에게 전달했다. 사흘 동안

의 본회의에서는 14개국 평신도 대표들이 사회교리를 실천한 사례를 발표해 이 부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회의 이후 1995년에 서울대교구가 ‘사회교리학교’를 개설한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1998년 8월에 국제협력분과위원장을 단장으로 4명이 동아시아 평신도대회에 참가하였다. 이어 그해 11월에는 

윤갑구 민족화해특별위원장이 요르단 암만에서 개최된 세계종교인평화회의 총회에 참석하여 세계적인 범종교회

의에서 한국교회와 평협을 알렸다.

1995년 9월 26일 중국 천주교 지난(濟南)교구장과 중국 ‘천주교 주교단’ 주석을 겸하고 있는 중국신학철학대학(中

國神哲學院) 원장 종화이더(宗懷德) 주교 등 중국교회 한국 방문단 일행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한국평협은 이들을 맞

아 서울 남산의 중식당에서 오찬을 베풀고 양국 교회 사정과 평신도 활동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 이관

진 회장을 대리해 참석한 한홍순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 선교에 중국인 신부들의 공로가 컸던 양국 교회의 특

수한 연관성을 강조하고 중국 방문단의 한국 방문을 환영했다. 그리고 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한국 평신

도사도직 운동과 아시아의 복음화에 관련하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한국교회에 대한 기대를 설명했다. 한국평

협과 중국교회의 고위 성직자와의 공식적인 만남은 중국교회가 아직 바티칸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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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본격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기는 시기상조였다. 그럼에도 중국교회에서 한국을 방문하고 한·중 교회의 

역사적 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평협 인사와의 만남을 통해 중국교회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은 앞으로 중국 

선교에 한국 평신도들의 역할이 클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평협은 대만이 핵폐기물을 북한에 반입하기로 협정을 체결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1997년 1월 25일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반입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①북한의 핵폐기물 저장기술 능력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대만의 조치는 후대에 물려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강산을 지키기 위해 좌시할 수 없으며, ②대만·북한 

양측의 핵폐기물 처리 협정을 즉각 파기할 것, ③한국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은 이의 저지를 위해 만반의 대책을 수

립할 것, ④한국천주교 평신도들은 이의 저지를 위한 국민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15) 민족 화해

한국평협은 북한에 대한 교회 안팎의 상황 변화에 대응해 1995년 2월 25일 명동성당 교육관에서 개최한 1995년

도 정기총회의 결의로서 분단 50주년을 맞아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북한선교와 광복 50주년(희년)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의 전개 항목이 들어갔다. 

또한 한국평협은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 분단 50년에 즈음한 <이 땅의 복음화와 겨레가 하나 되기를 염원

하는 한국천주교 평신도들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주변 열강국들을 향해 “우리 민족의 통일에 자국의 이익을 앞세

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국민이 함께 해줄 것과 신자들에게는 개인이나 가정공동체, 본당

과 사도직 단체 회합 때마다 주모경을 한 번씩 바칠 것을 요청했다.

1995년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뉴욕에서 남북한 천주교 관계자 사이의 공식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 모

임은 미주 한인교회 사제와 신자들의 주선으로 ‘남·북·해외 천주교인 뉴욕 세미나’로 성사된 것이었다. 참가자는 

남측에서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최창무 주교와 장덕필 명동본당 주임신부,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 

총무 최창화 신부 등 7명, 북측에서 장재철(사무엘, 후에 ‘장재언’으로 개명) 조선가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차

성근 평양 장충성당 회장 등 5명, 해외동포 신자 5명이었다. 이 가운데 손병두 한국평협 국제협력분과위원장과 이

윤자 서울평협 문화분과위원장, 조광 고려대 교수 등이 남측 평신도로 참석했다.

평협은 그동안의 노력을 결집해서 이후 정기총회의 활동지표로 민족화해 문제를 공식 포함시켰다. 즉 1996년도 

정기총회는 평협의 중점사업 제4항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운동 및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다.”는 내

용을 포함시킨 데 이어 1997년도 정기총회 역시 활동지표로서 “민족화해를 위한 노력: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실천하며 나눔, 잔치 등에 적극 참여를 하는 것과 통일적금운동을 전개하고 국수 나누기 같은 운동을 전개

한다.”고 결의했다. 또한 1997년 4월 19~20일 전주교구 천호성지 피정의 집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식량난으로 

아사 직전에 있는 북한동포들을 형제애 차원에서 도울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그에 따라 각 교구평협은 교구

장, 지도신부와 상의해서 ‘금요일 한 끼 굶기’와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가두 캠페인’ 등 각 교구 특성에 맞는 방법

으로 구체적인 북녘 형제 돕기 운동을 교구별로 추진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였다.

한편 류덕희 평협 회장은 1998년 5월 한국 평신도 공식기구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해 북한 종교인협

의회 회장 겸 조선가톨릭교협회 회장 장재철 등과 만났다. 류 회장은 당시 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 김수

환 추기경을 대리해서 북한을 사목적으로 방문한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장 최창무 주교와 함께 방북한 것이다. 

이때의 북한 방문에는 교구 사무처장 이기헌 신부, 한마음한몸운동 본부장 오태순 신부, 조광 교수 등 민족화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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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위원들과 평협 인사로 류덕희 회장 외에 이윤자 문화분과위원장이 동행했다. 류 회장은 방북 후에 그동안 우

리 교회가 감자·옥수수 보내기, 국수 나누기, 한 주 한 끼 굶기 모금운동, 사랑의 옷 보내기 등 북한 돕기 운동을 

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념보다 인간애로 한 핏줄을 나눈 한민족이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할 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평협은 1998년 2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대희년의 취지를 감안한 활동목표 아래 민족화해와 

북한 돕기를 포함시킴과 동시에 그 활동 전담기구로서 민족화해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윤갑구 

서울평협 민족화해특별위원장이 선임되고, 부위원장에 명길랑, 위원으로 전홍재·유호열·조만형·여상기 등 4

명이 위촉되었다. 민족화해특별위원회는 설치 목적에 따라 상당히 폭넓은 사업계획을 세우고 대희년 맞이 행사의 

하나로 1999년 7월 10일에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에서 제1차 민족화해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2004년까지 

거의 매년 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5. 새 시대 새로운 활동(2000~2009년)

1) 대희년 평신도대회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가 1994년 3월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서 설립이 결정된 이후 10년 만인 2004

년 5월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9차례의 준비 회의를 가진 끝에 조직과 운영 내용을 담은 회칙을 마련하고, 

2005년 3월 주교회의 춘계 총회를 거쳐 정식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한편 한국평협 회장은 2000년 2월 정기총회

에서 신임 서울평협 여규태 회장이 선임됐고, 2004년 2월에는 손병두 서울평협 신임 회장이 선임되어 2005년 8

월 서강대 총장으로 이임함에 따라 한홍순 서울평협 부회장이 서울평협과 함께 한국평협 회장 잔여임기를 맡은 데 

이어 2006년 2월과 2008년 2월에 각각 연임되었다.

1999년 10월 대희년 맞이 평신도대회에 이어 열린 2000년 대희년 평신도대회는 ‘새 천년기 그리스도의 증인

들-그리스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를 주제로 선교대회 성격을 띤 행사였다. 이 대회의 모든 행사는 한국교회의 

400만 평신도들이 ‘새 천년기 새 복음화’의 주역으로 나설 것을 선언하는 선교대회의 성격을 드러내도록 했다. 이

는 교회의 근본사명인 선교를 활성화하고 ‘만민 복음화’를 강조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신

자수를 인구 대비 18%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각 교구장들의 사목방침에 적극 동참하고 뒷받침하려는 뜻도 있다. 

마침내 10월 29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평신도대회가 개막됐다.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김옥균 주

교를 비롯해 김수환 추기경, 교황대사 모란디니 대주교, 주교회의 의장 박정일 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

교, 광주대교구 최창무 대주교 등 고위 성직자와 전국 15개 교구평협 대표단 및 운동·단체 관계자 6천여 명이 참

석했다. 이날 행사는 기조강연, 선교체험 사례발표, 선교대상 및 가톨릭대상 시상식, 장엄미사의 순으로 진행되었

는데 선교를 주제로 한 대희년 행사답게 선교 기조강연, 선교 촌극 등의 프로그램으로 새 천년기 한국교회 평신도

들이 일치 안에서 복음화 의지를 다졌다. 특히, 장엄미사에서 평신도들은 <새 천년기 한국 평신도의 반성과 다짐>

을 봉헌하고 개인 성화, 이웃 봉사, 복음화를 위한 투신, 해외선교 지원, 인권 존중, 민족의 화해와 일치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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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가운동’ 전개

한국평협은 2004년 3월 13일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37회 정기총회를 마무리하면서 ‘아름다

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약칭 ‘아가운동’)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사회의 기초 단위이며 사람이 태어나서 

최초로 만나는 공동체인 가정이 건전해야 사회도 건전해진다.”고 밝히고, 매일 가정기도 바치기, 매일 가족이 함

께 성서 읽고 대화하기, 가정성화를 위한 교회 사도직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평협은 2004

년 7월 20일 서울 종로구청 회의실에서 정·관계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대 가족사랑 실천

운동’ 조인식을 거행하고 ‘아가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전통적인 3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화합을 위

한 혜택’을 줌으로써 건전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2005년에는 교회뿐 아니라 사회 전체

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확산시키자는 뜻을 모으고, 이웃 종교와 시민단체 정부기관과 함께 소년소녀가장·홀몸노

인 등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가정 결연운동’을 벌이면서 개인과 가족, 동아리, 직장 등이 결연운동에 적극 동참토

록 권고해 나갔다.

3) 정치인들에게 생명관심 촉구 서한

한국평협은 2005년 12월 8일 가톨릭 신자 국회의원 70명과 5개 정당 대표, 그리고 국무총리에게 생명에 관한 

가톨릭교회 입장을 담은 서신을 보내고 생명존중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서한은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

세포 연구가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발송된 것이었다. 평협은 황우석 교

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하여 주교회의 교리주교위원회와 사회주교위원회가 2005년 6월 4일에 발표한 <배

아는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배아였습니다.>라는 발표문을 서신에 첨부하고 진리에 관한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

나 똑같이 적용되는 만큼 교회 가르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공동선 증진을 위한 활동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2008년 8월 14일에도 제18대 신자 국회의원 79명에게 생명윤리와 관련된 자료를 발송한 평협은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하여>(미국 주교회의 성명서), <생명의 존엄성 회복을 위하여>(제14회 생명의 날 담화문), <개악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며>(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성명서) 등으로 생명의 존엄성과 윤리에 관한 

천주교 입장을 전달했다. 평협이 이 자료를 신자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한 것은 제17대 국회에서 개정되어 2008년 

12월 시행을 앞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때문이었다. 이 법률은 배아를 파괴하는 연구와 난자 채취 실비

보상을 허용하는 등 인간의 생명존중과 존엄성을 거스르는 반생명적 악법이기 때문이다.

4) 시민단체 활동 참여와 공명선거 캠페인

한국평협은 ‘국민화합운동연대’,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등 정치 관련 시민단체 활동에 평협 회장이 종교

계 대표의 한 사람으로 참여해 천주교회의 창구 역할을 했다. 국민화합운동연대는 전국 120여 개의 시민·종교 단

체 대표자들이 1999년 12월 21일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별관에서 지역감정 해소와 계층 간·세대 간 갈등극복

을 위해 창립된 단체이다. 또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는 공명선거 정착과 정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1987

년에 설립되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1천만 명 서명운동(2000. 3),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원로 100인 성명(2002. 

12), 공선협 주최 정치개혁 공청회(2003. 8) 등을 전개하였다.

이후 2000년 4·13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4월 6일 한국평협은 <생명·진리·사랑의 잣대로 투표합시다>라는 성

명서를 발표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총선에서 교회가 가르치는 생명·진리·사랑의 가치기준에 따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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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해 달라.”면서 “가톨릭 사회교리의 주요 원천의 하나인 자연법에 근거해 생명을 존중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정치인을 선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평협은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도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

였다. 이때의 공명선거 캠페인은 전국 각 교구평협이 전개하고 있는 ‘똑바로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5) ‘똑바로 운동’의 전개

한국평협은 2001년 2월 17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개최된 제34차 정기총회에서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 등으

로 인해 땅에 떨어진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똑바로 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2001년 10

월 17일 추계 주교회의 총회는 평협이 도덕성 회복과 “함께 같이 한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 ‘똑바

로 운동’을 높이 평가하고, 전체 한국교회가 추진하는 전국 운동으로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운동을 교회를 

중심으로 한 범국민운동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도덕성회복운동 표어와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했다. 표어 공모에만 

총 178명 700편이 응모될 정도로 이 운동은 처음부터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한국평협은 그해 9월 8일 명동 가톨릭회관 대강당에서 거행한 ‘똑바로 운동’ 선포식에서 “우리 사회는 정치인

들의 파당적인 정쟁과 지역적·집단적 이기주의, 빈부격차, 배금만능주의,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해 가치관의 전

도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일그러진 현실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 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운동 첫해인 2001년부터 평협은 ‘똑바로’ 스티커 20만 장을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선언문과 실천지침이 각 교구평협에 배포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조와 중간점검 및 모범사례 발굴 등에도 박차를 가해 나갔다. 이 운동은 2004년 초까지 계속

되었다.

6) 도·농 한마당잔치

2000년 이후에도 평협은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의 생활화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가톨릭농민회,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공동으로 매년 도·농 한마당잔치를 주최했다. 2000년 11월 5일 도·농 한마당

잔치는 강우일 주교가 집전한 추수감사 국악미사로 시작되어 각 교구에서 직송된 농수축산물 판매마당, 먹거리 마

당, 교구별 전통문화 놀이마당 및 마당극 「밥」이 공연되는 등 다양하게 펼쳐졌다. 2001년 도·농 한마당잔치도 10

월 28일에 전년과 마찬가지로 서초구청 앞마당에서 개최되어 우리 농산물 뷔페 시식회 등이 열렸다. 2002년 10

월 20일과 2003년 10월 26일 도·농 한마당잔치 역시 서초구청 앞마당에서 공동주최로 치러졌다. 그러나 2004

년 도·농 한마당잔치는 공동주최 단체가 평협과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로 축소된 가운데 11월 7일 대전의 갑천 

둔치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추수감사 미사에 이어 나눔 잔치, 기념공연 및 공동체 대동놀이 순으로 진행되었다. 

2005년 10월 30일에 다시 예년처럼 서초구청 앞마당에서 치러진 도·농 한마당잔치는 공동주최 단체로 평협, 한

마음한몸운동본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및 가톨릭농민회가 모두 참여했으며, 2006년 행사는 ‘가을걷이 추

수감사 미사와 도·농 한마당잔치’라는 이름으로 10월 29일에 서초구청 앞마당에서 열렸다. 2007년과 2008년, 

2009년에도 같은 명칭으로 행사가 치러졌다.

7) 사회사도직연구소 신자교육 실태조사

한국평협은 서울평협이 가정과 사회사도직 활성화를 위한 이론 연구와 대안 제시를 위해 2004년에 설립한 가



49

제1편 한국평협사

정·사회사목연구소를 2006년 6월 ‘사회사도직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이를 한국평협 기구로 통합했다. 연구소

장은 오병선 교수에 이어 2007년 오용석 교수가 맡았다. 사회사도직연구소는 2006년 6월 연구위원 모임을 통해 

김용수·변진흥·백낙현·이정희·이진규ㆍ정찬남 등 교회 전문가와 각 분야 교수들로 구성된 연구위원단 18명

을 확정하는 한편 중·장·단기 활동계획을 세우고 연구 활동에 매진키로 뜻을 모았다. 연구소는 먼저 2006년 하

반기에 교회 내 연구소 실태조사, 서울대교구 성체대회 폐막(9월 16일)에 즈음해 성체성사 생활화와 관련한 신자 신

앙실태조사, 평신도주간 행사 및 교구 사목계획서 검토 조언 등을 실시했다. 또 2007년에는 다양한 분야의 평신도

사도직 활동에 관한 연구발표를, 2008년에는 평협 설립 40주년과 관련해 지금까지 평협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나

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 등을 펼쳐나갔다.

8) 우리성가 작곡 공모

우리 정서에 맞는 아름답고 친근한 성가를 통해 전례를 토착화하고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제1회 우리성가를 공모했다. 이 작곡 공모에는 총 41점(28명)이 응모하여 김승용(세례자 요한, 가톨

릭대 신학과 3년)이 작곡한 「성가정」을 비롯해 모두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제1회 우리성가 작곡 공모 시상식 

겸 수상작 발표회는 2007년 6월 29일 명동성당에서 열렸다. 염수정 주교는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성가정」 작곡자 

김승용에게 상패와 상금 200만 원을 수여한 것을 비롯해 우수상(상금 100만 원)에 이의선(마리아, 서울 청담동본당), 장

려상(50만 원)에 박수진(안젤라, 인천 구월1동본당)·김재원(이냐시오, 대구 국우본당)·김승용(2곡 응모 중 최우수상 외 다른 

1곡)·설세찬(대건 안드레아, 서울 봉천8동본당)·박현미(체칠리아, 로마 유학)에게 각각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평협은 

2007년 이후에도 매년 우리성가 작곡 공모를 계속하고 있다.

9) 평협 홈페이지 개설과 소식지 발간

한국평협은 평협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담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lak.or.kr)를 2003년 9월 개설

했다. 홈페이지는 ①한국평협 소개 ②임원, 주요사업, 기구 및 회칙 ③교구평협과 서울평협 소개 및 주요사업 ④

도덕성 회복 - ‘내 탓이오’와 ‘똑바로 운동’에 대한 소개 및 자료 ⑤게시판 - 평협을 비롯한 각 교구평협 행사 안내 

및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⑥자료실 -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 선언문·호소문 평협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

진으로 보는 평협 발자취가 함께 마련되었다.

또 1998년부터 펴내 온 회보 『한국평협』을 2002년까지 매년 1회씩 계속 출간했다. 그 이후 회보 출간이 없다가 

2004년에 서울평협 회보 『아름다운 가정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제호로 회보를 발행했다. 여기에는 주교회

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주교의 격려사, 손병두 회장의 인사말, 2004 평협 활동, 평신도 주일 강론

과 포스터, 각 교구평협 활동, 단체소식, 교회소식, 전국 평협 2005년도 사업계획안, ‘아가운동’, 동정, 평협 임원 

명단 등이 실렸다. 2006년 2월 28일부터는 격월간 『평협소식』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2006년에는 1호(2월), 2호(4

월), 3호(7월), 4호(9월), 5호(11월)가 발간되었고, 2007년에 6~11호가 홀수 월에 발간되었으며, 2011년 10월까지 계

속됐다.

10) 국제 교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회의 참석이 늘어났다. 특히 한홍순 평협 회장은 교회의 대표적 평신도로서 그 활



50

 한국평협 50년사

동 범위가 넓었다. 한국평협은 아시아 교회 지원과 지진피해 구호기금 전달 같은 선진 교회의 평협으로서의 역할

에도 힘썼다. 2000년 10월에는 최홍준 평협 사무총장과 최영철 서울 M.E. 대표가 로마에서 개최된 ‘대희년 세계 

가정대회’에 참가했고, 같은 해 11월 로마에서 개최된 ‘대희년 세계 평신도대회’에는 여규태 평협 회장과 김형중 부

회장, 한홍순 교황청 평신도평의회 위원 등이 참가해 한국평협이 보편교회 평신도 단체의 중요한 일원임을 확인

시켰다. 2001년에는 한홍순 교수가 평협 대표로 크로아티아의 플리트비체에서 개최된 국제가톨릭교우회(ICCM: 

International Council of Catholic Men)-우눔 옴네스(Unum Omnes)의 운영위원회에 참가했다. 한홍순 대표는 이 자

리에서 서울대교구 시노드와 평협이 펼치고 있는 ‘똑바로 운동’, ‘낙태반대 및 사형제도 폐지운동’ 등 한국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설명함으로써 한국평협의 역동성을 세계교회에 알렸다.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FABC)는 2004년 8월 17~23일 충남 연기군 전의면 대전가톨릭대학교와 정하상교육회관

에서 제8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생명문화를 지향하는 아시아 가정’을 주제로 열린 이 총회는 아시아 22개국에서 

추기경 6명, 대주교 24명, 주교 56명을 포함, 성직자·수도자·평신도 등 모두 187명이 참석해 ‘하느님의 선물’로

서 아시아 가정 안에서 “충만한 희망의 표지”를 발견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아시아 가정들이 전통적인 가정

의 가치들과 영성 등으로부터 힘을 얻어 이상적인 가정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표

했다. 메시지는 중국교회의 대표가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 애석함을 표시하고 “중국과 북한교회의 가톨릭 가정들

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나타냈다.

2006년 1월 16일부터 6일간 태국 파타야 구속주회 피정센터에서 개최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세계의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 반포 40돌 기념 국제회의’에 한홍순 평협 회장이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최기산 주교와 총무 

이기우 신부 등과 함께 참석했다. FABC 산하 인간발전사무국(OHD) 주최로 열린 이 회의에는 20여 개국 60여 명

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주제발표와 4개조 분임토의 등을 통해 시대적 징표에 대한 각성과 종교간 대화의 중요성

을 일깨우는 기회를 가졌다.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의장 레나토 마르티노(R. Martino) 추기경이 함께 한 이 회의 

참석자들은 종교 극단주의를 배격하고 관용에 토대를 둔 범아시아적 차원의 종교신학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

이하고, 이 시대의 징표로서 다른 학문 분야의 성과를 읽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2006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전 세계 100여 개 교회 운동과 공동체들의 대표자 300여 명이 로마 인근 로

카 디 파파(Rocca di Papa)의 몬도 밀리오레(Mondo Migliore) 센터에 모여 심포지엄과 기도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각오를 다졌다. 이어 성령강림 대축일 전야인 6월 3일 밤에는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함께 하는 기도 

모임을 가졌다. 전 세계 56개 단체 대표자들이 1998년 5월 로마에 모여 ‘3천년대의 교회 운동과 그 사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교황과 만남 행사를 가진 지 8년이 지난 2006년 5월 31일, 첫 모임 때의 두 배인 100여 개 운동

과 공동체들의 대표자들이 다시 모인 것이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6월 3일 밤 기도회에서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에게 다양성을 요청하시지만 또한 여러분이 하나의 지체로서 사도들의 후계자와 교회,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와 일

치하시기를 원하신다.”며 “바로 이 하나의 지체를 건설하는 데 참여하라.”고 권고했다.

평협은 2005년에 한국교회 출신 외교관으로 방글라데시 주재 교황대사로 가 있는 장인남 대주교를 통해 방글라

데시 교회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지진피해 구호기금을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에 보냈다. 2007년에

도 인도네시아 파당교구 교구장 시투모랑 주교에게 지원금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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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민족 화해

1999년 10월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가 ‘민족화해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담

당 주교도 이동호 아빠스에서 서울대교구 강우일 보좌주교로 교체된 가운데 2000년대를 맞이했다. 남북 정상회담

과 6·15 공동선언으로 개막된 남북 교류 협력시대를 맞아 남북한 천주교 신자들 사이의 접촉과 남한 교회 인사들

의 북한방문이 그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2000년 6월 13일 남북 정상회담 대표단의 일원으로 서울평협 감사

를 맡고 있던 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 부회장이 방북했다. 2001년 6·15 공동선언 금강산 행사와 8·15 민족통

일 대축전 평양 행사에도 주교회의 사무총장 김종수 신부를 비롯한 10여 명의 가톨릭 인사들이 참여했는데, 한국

평협 여규태 회장과 최홍준 사무총장, 윤갑구 민족화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해 장충성당에서 성모승천 대축

일 미사를 봉헌하고 여러 행사에 참여하면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남한 교회 관계자들의 평양 방문뿐 아니라 북한 신자들의 서울 방문도 이뤄졌다. 2002

년 8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된 8·15 민족통일대회에 조선가톨릭교협회 장재언 위원장 등 장충본당 관계자들이 참

석해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남한 교회 참가자들을 만났으며, 2003년 3월 1일 서울에서 열린 3·1 민족대회에도 조

선종교인협의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던 장재언과 강지영(바오로) 상무위원 등이 참석해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변진흥 

사무총장 등과 만났다. 민족대회 둘째 날인 3월 2일에는 평양에서 온 손님들이 서울대교구청으로 민족화해위원장 

김운회 주교를 예방하고 김 주교가 명동성당에서 집전한 민족화해 미사도 평협 임원 등 남측 신자들과 함께 봉헌

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2003년 6월 22일 도라산역에서 ‘2003 민족 화합의 대미사’를 봉헌하고 북핵 위기 

속에서 주님께 한반도에 평화를 주실 것을 청하면서 사그라져 가는 북녘 형제 돕기에 다시 불을 지피고자 했다. 김

수환 추기경의 주례와 주교단과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거행된 이날 미사에는 이산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4,000여 명의 신자들이 참여했다. 한국평협도 여규태 회장 등 20여 명의 임원들이 함께 했으며, 미사가 시작되자 

민족의 평화와 일치, 화합을 기원하는 상징물로 모형 비둘기와 지구본, 모형 총을 봉헌한 데 이어 여규태 회장은 

부인과 함께 예물을 봉헌했다.

한국평협 민족화해특별위원회는 2000년대에 여러 차례 토론회를 열었다. 그중 2004년 6월 14일 가톨릭회관 7

층 강당에서 개최된 제4차 민족화해토론회는 성황을 이루었다. 250여 명이 참석한 이 토론회에서 주교회의 민족

화해위원회 위원장 김운회 주교는 ‘우리 민족 사랑으로 하나 되어’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을 통해 남북 화해와 사랑

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를 강조했다. 제1주제로 ‘민족화해의 재정립’(발표: 김성락 서울평협 민화위 위원, 토론: 정

달영, 이부영, 유호열), 제2주제로 ‘평신도 역할의 활성화’(발표: 조만형 서울평협 민화위 위원, 토론: 이광규, 성정수)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2004년 이후에는 평협 민족화해특위가 민족화해분과위원회로 바뀌고 김현욱 위원장이 책임

을 맡으면서 민족화해 부문보다는 북한이탈주민 돕기와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 등에 더 큰 관심을 쏟았다.

6. 활기찬 교회, 사랑의 공동체(2010~2018년)

1) 시복시성 운동

2010년 2월 한국평협 정기총회에서 최홍준 신임 서울평협 회장이 한홍순 회장을 이어 한국평협 회장에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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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2011년 3월에는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

었다. 2014년 2월에는 권길중(바오로) 서울평협 신임 회장이 한국평협 회장에 취임해 ‘답게살겠습니다’ 운동을 시작

하고 평신도 희년을 살도록 안내했다. 이어 2018년 2월 손병선(아우구스티노) 서울평협 신임 회장이 한국평협 회장

에 취임해 평협 50주년 희년을 지냈다.

2011년 5월부터 특별히 한국 순교자 124위와 최양업 신부 등 ‘하느님의 종’들의 시복시성 청원 기도 운동을 시작

했다. 이는 한국교회 평신도들이 시복시성 운동 안에서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그 순교 정신으로 현재의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증거하자는 것이었다. 기도운동은 성지순례와도 이어져, 그해 9월 4일 대전교구 솔뫼성지에서  

‘하느님의 종’ 순교자와 증거자 125위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 성지순례를 개최하였다. ‘하느님의 종’ 시복시성에 대

한 전국 신자들의 뜻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한편, 다짐문 발표를 통해 기도운동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그리고 그해 11월 3~7일 4박5일 동안 하느님의 종 125위를 포함, 한국교회 순교자들의 순교 성지들을 찾아가는 

전국 성지순례를 마련함으로써 하느님의 종 125위 시복시성 청원 열기를 한층 고양시켰다. 전국평협 임원들을 비

롯 80여 명이 함께한 전국 성지순례는 특히 평신도 주일을 앞두고 전국 평신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시복시성 기도

운동을 통해 평신도의 소명과 역할을 함께 나누었다는 면에서 더욱 의의가 있었다. 인천교구 반주골(이승훈묘) 순례

를 시작으로 수원·대전·전주·광주·마산·부산·대구·안동·청주·원주·춘천·의정부·서울 등 제주교구

를 제외한 전국 각 교구 27개 성지를 차례로 방문했다. 전국 성지순례는 주요 성지 방문과 함께 구간별 도보순례 

및 매일 저녁 진행된 순교자 영성의 밤 등으로 구성하여 기도와 묵상 형식의 순례가 되었다. 무엇보다 각 교구평

협에서 주관한 순교자 영성의 밤은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가 특별강연에 나선 것을 비롯해 해당 지역 교구 관계

자들이 강연과 기도회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순교자 현양과 시복시성 기도운동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국 

성지순례 의미를 한층 더 북돋우는 자리가 되었다. 

시복시성 기도운동은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 운동에 평신도들이 나선 것은 ‘기도’의 

의미와 함께, 오늘을 사는 평신도들의 신앙쇄신을 위한 노력 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2)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교회 사목방문

2014년 8월은 한국교회는 물론 한국사회에도 역사적인 시간이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 후 처음으로 한국

을 방문, 한국교회와 사회의 손을 잡고 넘치는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국을 넘어 아시아 교

회와 마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음의 기쁨을 밝혔다. 교황의 한국 방문은 8월 14~18일 서울

대교구와 대전·청주교구 관할 성지 등에서 4박5일간 이어졌다. 교황은 방한 기간 중 아시아청년대회에 참석하

고, 124위 시복식을 거행하였다. 전 세계인들이 아시아 교회를 향한 보편교회의 큰 관심과 사랑을 드러내는 한편, 

한국교회 평신도들의 역량을 세계만방에 알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을 불어넣으면서 교회의 문이 언제

나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 교황의 행보에 한국 신자들은 물론 국민 모두와 세계인들은 큰 호응을 보였다. 

한국교회도 이러한 교황의 사목적 의지에 부응하며, 성장을 향해 달려온 모습을 겸허히 고백하고 위로와 격려를 

요청했다.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8월 16일 충북 음성 꽃동네 영성원에서 평신도 지도자들 간의 만남 자리를 가

졌다. 이 자리에서 교황은 “한국 평신도사도직은 언제나 번창하고, 시들지 않는 꽃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평신

도 여러분의 성덕과 열정으로 한국교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하고 계신 모든 일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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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모든 사도직의 혼이며, 하느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전해지고 자라나는(「교회헌장」 33항) 성찬의 희생제사에

서 여러분의 사도직을 위한 끊임없는 영감과 힘을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교황은 사랑의 공동

체를 이루고, 온 마음과 정신으로 사제들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활동하기를 당부했다. 또한 지속적인 교리 교육

과 영성 지도를 통해 더욱더 알찬 평신도 양성을 계속 추진하기를 요청하였다.

3) ‘답게살겠습니다’ 운동

한국평협은 2014년 7월 11~12일 원주교구 배론성지 순교자의 집에서 2014년도 제2차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답게살겠습니다’를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앞두고 자기반성과 정

체성 확립을 위해 시작되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 운동은 세월호 사고 이후 드러난 안전불감증, 부정부패 

등 한국사회의 병폐 극복과 자기쇄신을 목적으로 하였다. 당시 제일 먼저 제시한 월별 실천 덕목은 자기정체성 확

인하기(8월), 내 탓이오(9월), 내가 먼저 사랑하기(10월),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11월), 서로 사랑하기(12월) 등이

었다. 권길중 회장은 “평화와 화합은 우리 스스로가 움직여야 얻을 수 있다.”며 “‘답게살겠습니다’ 국민운동을 통해 

정직하고 바르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데 모두가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평협은 이 운동을 7대 종단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마침내 각 종단 대표들

도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에 2015년 2월에는 7대 종단 대표들과 평신도 대표들이 모여 범종교인 ‘답

게살겠습니다’ 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각 종단 대표들과 평신도 대표들이 선언문을 발표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 등을 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할 의지를 밝혔다. 또 7대 종단 평신도 대표들은 ‘나’, ‘가정’, 

‘종교’, ‘직업’, ‘사회’, ‘국민’, ‘인류’ 차원에서 실천할 행동강령을 밝히고 참여를 독려했다. 선언문에서는 “공동체성

이 심각하게 훼손당하면서 불신과 갈등, 분열의 골이 깊어진 현실의 바탕에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배려 없는 이

기주의, 생명을 경시하는 물신숭배주의, 분열주의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종교인들은 각자가 고백하

고 있는 믿음의 전통과 가르침을 기반으로 ‘답게 사는 삶’을 실천해 조화롭고 평화로우며 행복한 세상을 위해 헌신

할 것”을 다짐했다.  

2018년 8월 8일에는 7대 종단 평신도 대표들이 회동하여 ‘답게살겠습니다’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로 결의하고,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를 설립했다. 손병선 한국평협 회장이 천주교 대표로 참여했다. 이 사

단법인은 첫 행사로 2018년 11월 10일 올림픽평화공원에서 7대 종단이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다짐 걷기대회’

를 개최했다. 

4) 가정과 생명운동

한국평협은 2012년 6월 29일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성명에서 “전국의 모

든 천주교 평신도들은 함께 응급피임약(조기낙태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반대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응급피임약 사용의 확산을 막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생명문화와 건전한 성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생명교육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

윤리의 문란과 반생명문화가 만연한 지금 오히려 낙태를 조장하는 응급피임약을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

약품으로 전환하려는 논의를 중단하고, 응급피임약 사용의 확산을 막는 데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

육기관은 생명문화와 건전한 성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생명교육을 확대할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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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또한 한국평협은 ‘가정 복음화’를 주제로 2015년 후반기 연수회를 개최했다. 1박2일간(9월 4~5일) 제주교구 이시

돌 피정의 집에서 한 연수에서 참가자들은 첫날 김대건 신부의 표착지인 용수성지에서 제주교구 총대리 김창훈 신

부의 주례로 개막미사를 봉헌했다. 이어 사회사도직연구소 오용석 소장을 초대하여 ‘현대가정의 복음화를 위한 평

신도의 소명과 사명’을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 오 소장은 강의에서 2014~2015년 세계 주교 시노드의 가르침을 강

조하였다. 특히 성경과 교회문헌에 나타난 가정에 대한 가르침과 현대사회의 각종 문제들로 인한 도전과 교회의 

관심과 배려에 대해 강의하며, 우리 평신도들이 만들고 증언으로 보여야 할 가정의 모습에서 가정 복음화가 비롯

된다며 교회의 가르침대로 “가정 안에서 사랑을 간직하고 키워나가는 삶”을 살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특강에 

이어 현대의 가정에 도전하는 각종 문제들(동성혼, 낙태, 체외수정, 이혼과 별거, 소외된 가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5) 가난한 이웃과 함께

한국평협은 2012년 9월 4일 카메룬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평신도대회를 위해 7,000유로 및 아프리카 평신도대

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국 평신도들의 기도 운동 결과를 전달했다. 이 지원 사업은 “원조 받던 교회에서 원조

하는 교회”로 변화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웃 교회에 대한 형제애를 명실공히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한국평협은 이에 앞서 같은 해 3월 제주에서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을 확정했

으며, 각 교구평협을 통해 개최 소식을 알리고 자발적 모금을 통해 지원금을 모으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한 

취지문에 “평신도들의 힘이 바탕이 됐던 한국교회의 저력을 새롭게 모으는 뜻에서도 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

원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한국평협의 아프리카 평신도대회 지원은 2011년 12월 교황청 평신도평의회 의장 스타

니스와프 리우코(S. Ryłko) 추기경과의 만남 자리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이와 아울러 한국평협은 2018년 8월 17일 제주를 방문하여 제주도 예멘 난민들을 위로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손

병선 회장은 서울대교구 가톨릭여성연합회 박현선 부회장, 박명 사무총장과 함께 제주교구청을 방문해 부교구장 

문창우 주교에게 한국평협과 여성연합회가 각각 마련한 성금을 전달했다. 희년의 기쁨을 나누고 또다시 시작하자

는 의미를 담았다. 한국 초기 교회 평신도 공동체의 신자들처럼 기도와 나눔을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한 사랑을 전

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6) 사회사도직연구소의 활약

한국평협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사회교리에 근거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은 한국평협 산하 

사회사도직연구소의 오용석 소장이 주도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동안 제시한 공약 201건을 사회

교리 관점에서 9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평가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민주화, 가계부담 경감, 맞춤

형 복지 등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이 포함된 경제·복지와 노동·고용 부문이 전체의 절반을 차

지, 민생경제를 강조한 박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었다. 반면 인권, 가정·생명, 환경 분야 등은 상대적으로 

공약 건수가 적어, 교회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사도직연구소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관련 분야 정책 추진에 교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정책은 사회교리의 가르

침과 다소 거리가 있어 교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분석하는 작업은 평

신도 그리스도인의 사명 수행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알리고 적극 독려하기 위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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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릭 신자들의 공약 분석 자료집 발간하는 한편, 의정활동 모니터링 사업 등을 진행하였는데, 박근혜 당선인 공약 

분석도 이런 활동의 맥락에서 이뤄졌다.

2012년 신앙의 해 폐막을 앞두고 한국평협과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는 ‘신앙의 해 결산 심포지엄’을 개최

하였다. 이는 신앙의 해를 평가하고, 신앙의 해 이후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특히 한국평협 차원에서 제시한 실천사항에 대한 발표 및 평신도 설문조사 발표와 더불어 한국 평신도사도직의 새 

진로를 엿보는 시간이었다. 이날 기조 강연은 ‘신앙의 해 의의와 신앙의 해 이후 평신도의 소명’을 주제로 서울대

교구 사목국장 손희송 신부가 했고, 제1 주제는 ‘한국평협의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다짐 실천 결과 보고’를 한국평

협 최홍준 회장이 발표했다. 그리고 ‘신앙의 해를 사는 평신도 신앙의 모습’을 발표한 사회사도직연구소 선한승 연

구위원의 발표는 본 연구소가 신앙의 해를 맞아 실시한 신자 신앙생활 실태 조사를 근거로 하였다. 이러한 실태조

사를 통해 참다운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성경읽기와 미사참례 등을 적극 권장하고, 신앙의 해 취지를 계승 발전하

며, 공동체 활동 참가와 선교활동을 강화하고, 교회 정책에 순응하는 생활을 통해 신앙의 위기극복을 위한 교회와 

신자의 공동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맺었다. 한편 ‘신앙의 해 자기 쇄신을 통한 평신도 사도직의 새 진로’를 

주제로 한 최혜영 수녀의 발표도 있었다. 심포지엄의 결론으로 고유한 특색이 있는 평신도 단체들이 스스로 잘 성

장하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평협은 각 단체가 세상 안에서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무신론적 문화를 극복하

고 보다 복음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아울러 한국평협은 사회사도직연구소가 주관하여 1968년 7월 23일 한국 교회 평협이 창설된 이후 2007년

까지 40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활동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백서』를 발간했다. 평협 탄생의 

교회사적 배경에서부터 그동안 평협의 교회내적 관계와 분야별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했다. 특히 이 『백서』는 

한국교회 전체의 평신도를 대표하여 보편적인 평신도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제2차 바티

칸 공의회 정신과 사회교리에 입각하여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려는 데 간행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구성을 크게 

두 갈래로 구분했다. 처음은 평협의 창립 배경을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보편교회의 인식 변화와 해방 후 평협 창립 

직전까지 한국교회의 평신도사도직 활동으로 나누어 역사적으로 고찰했다. 다음은 1968년 평협 창립 이후 걸어온 

40년의 기간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전개되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활동 궤적을 살폈다. 

이 사회사도직연구소는 2018년에 평신도사도직연구소로 개명했다.

7) 계간지 『평신도』 및 『불꽃이 향기가 되어』 발간

한국평협의 공식적인 기관지인 계간 『평신도』는 2018년 겨울호로 62호를 맞았다. 이 계간지는 1977년 6월 25일 

타블로이드판 6면으로 발간된 회보 ‘平協’ 창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2호가 발행된 후 중단되었다. 그 후 

1983년 5월 15일 ‘한국평협’이란 제호로 16절 8면으로 재창간되었고, 1986년에 ‘평협회보’로 제호를 변경하였다. 

이후 1994년 ‘한국평협’이라는 신국판으로 발행되다가, 2004년부터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제호로 다시 변경되

었다. 마침내 2006년 2월 18일 ‘평협소식’이라는 제목으로 1호가 발행되어 오다가 2012년 제38호부터  『평신도』로 

제명이 바뀌어 속간되고 있다. 

『불꽃이 향기가 되어 1, 2』는 한국평협이 가톨릭평화신문과 공동기획으로 2014년부터 ‘20세기 이 땅의 평신도’

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연재한 글을 엮은 것이었다. 제1권은 김익진(프란치스코), 김홍섭(바오로), 최정숙(베아트리체), 

서상돈(아우구스티노), 장면(요한)의 전기를 담았고, 제2권은 구상(요한 세례자), 김구정(이냐시오), 김금룡(가이오), 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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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요셉), 양한모(아우구스티노)의 삶과 신앙의 이야기를 담았다. 애초 기획 의도는 20세기 이 땅에서 살다 간 가톨릭 

평신도 가운데 신앙과 삶에서 귀감이 되는 대표적 인물들을 선정함으로써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평신도들을 

위해 밀도 있게 조명하는 데 있었다. 

이 시리즈에서 다룬 평신도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하나는 20세기에 살았고, 지금은 세상을 떠난 이

들이라는 것이었다. 20세기 이전에 살았던 이들 가운데서 귀감이 되는 훌륭한 평신도들이 적지 않겠지만, 시대적 

상황과 사회 문화적 환경이 오늘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되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가까운 시대의 인물이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20세기 인물로 국한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들은 이른바 박해에 의한 ‘순교자’가 아니라는 점이

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박해’의 상황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오히려 일상 속에서 신앙을 

치열하게 살아낸 분들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두 가지 공통점을 바

탕으로 한국평협은 인물 선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평화신문」을 통해 신자들에게 후보자 추천을 공모

했다. 특별위원회는 공모 결과를 토대로 우선 10인을 선정하였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집필할 필진도 공모했으며, 

1차 연도에 5명, 2차 연도에 5명을 연재하여 두 권의 책으로 엮었다.

8) 가톨릭대상 시상

가톨릭대상은 1982년에 제정하였다. 한국평협 홈페이지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복음적 활동으로 현세질서의 

개선에 이바지한 모범적 시민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인간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명기하여 가

톨릭대상의 목적성을 밝히고 있다. 수여 범위는 가톨릭 신자에 국한하지 않고 종교와 종파를 초월하며, 시상 부문

은 사랑·문화·정의평화 세 부문과 특별상이 있다. 

가톨릭대상 제정 이래 2017년까지 총 34회를 지속하면서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작은 그리

스도’, ‘숨은 그리스도’인 수상자를 충실하게 발굴해 왔다. 그동안 76명의 개인과 11개 단체가 수상했는데, 신자 및 

가톨릭 단체가 74회, 기타 종교 1회, 비신자가 10회 수상하였다. 그중에 사랑부문 52명(단체 포함), 문화부문 19명

(단체 포함), 정의평화부문 6명(단체 포함), 그리고 특별상은 11명(단체 포함)이었다. 

9) 평협 50주년 ‘평신도 희년’

한국평협은 2018년 설립 50주년을 맞아 ‘새 복음화의 증인-내가 너를 뽑아 세웠다’(요한 15,16)를 주제로 선포하

고, 한국 평신도 희년을 지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운동으로 희년의 정신과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정신운동, 북녘형제들의 자유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신심운동,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실천 및 냉담 교우 회두 권면, 이웃과의 화해, 가난한 사람 돌봄 등을 내세웠다. 이와 아울러 한국평협은 설

립 50주년을 1년 앞둔 2017년 한국교회에 평신도 희년 선포를 요청했고, 주교회의는 2017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이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교황청 내사원도 평신도 희년을 뜻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전대사를 수여하는 

교령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29017년 11월 19일 평신도 주일에 명동대성당에서 희년 선포 미사를 드렸으며, 2018

년 평신도 주일인 11월 11일 폐막미사 때까지 이어졌다. 희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일곱 번 지낸 후 맞는 

50년째 되는 해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안식년 규정의 의미가 더욱 크게 확장되었고(레위 25,8-55 참조), 

희년이 되면 빚을 탕감하고 노예를 풀어주는 등 기쁨과 해방의 해로 지냈다. 

이에 한국평협은 기쁨과 해방의 해인 희년의 의미를 살리는 뜻에서 ‘전·월세 올리지 않기’를 실천운동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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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많은 기업인과 기관이 평신도 희년 ‘전·월세 올리지 않기’ 운동에 동참했다. 특히 ㈜경동제약 류덕희 회장

은 자신의 건물 세입자에게 2018년 한 해 동안 임대료와 관리비를 동결하였다. 서울 남산의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삭도공업 이기선 회장도 남산 케이블카 사옥에 있는 점포 두 곳의 임대료를 동결했다. 한편 평신도들의 희년 운

동을 지지하며 서울대교구 관리국도 2018년 명동 가톨릭회관의 임대료를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평협 손병

선 회장은 “전·월세 동결은 희년의 의미를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실천운동”이라면서 “묶인 이들에게 해방을 알리

는 희년의 의미를 살리는 운동의 의미”를 강조했다. 

2018년 7월 21일에는 대전교구 대흥동성당에서 한국평협 설립 50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한국평협의 홍보대

사로 위촉된 듀오 메타노이아 김정식·송봉섭의 연주, 서울가톨릭연극협회가 김익진(프란치스코)의 불꽃같은 삶을 

연극화한 「빛으로 나아가다」(원작 김문태)를 공연했다. 이어 최홍준 고문이 ‘한국 평신도 활동의 연원과 방향성’이라

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기념미사 중에 손병선 평협 회장은 앞으로 평신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한국평협 

50주년 선언문 <세상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평신도>를 낭독하였고, 전 신자가 따라서 함께 선서했다. 모든 이들

이 한 목소리로 “하나,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인 미사와 성사에 자주 참여하여 영적 힘을 얻고, 이

를 우리 사도직 활동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하나, 성령의 감도로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

하여 우리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말씀을 실천하도록 힘쓰겠습니다. 하나, 소외된 이웃과 청년들과 연대하여 사회 

정의와 공동선을 추구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하느님의 작품인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태계 보존에 앞장서 하느님의 손길과 숨결을 느끼며 이어가겠

습니다. 하나, 분단과 분열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용서와 화해와 협력에 힘써 하느님의 자비와 평화가 이 땅에 

머물도록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합송하는 대목에서 기념식은 절정을 이뤘다.

또한 한국평협은 평신도 희년을 지내면서 독서를 통하여 희년 정신을 고취시키고, 평신도답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며 가톨릭 독서문화의 지평을 넓히고자 독후감 공모전을 열었다. 대상 도서는 『불꽃이 향기가 되어 1·2』(으뜸

사랑), 『사방이 온통 행복인데』(바오로딸), 『초남이 동정부부』(가톨릭출판사), 『씨앗이 자라는 소리』(분도출판사) 등 5권

이었다. 각 교구에서 총 289명이 응모했는데, 최우수상은 서적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과 로사 할머니에 관한 자

신의 경험을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회고 형식으로 조화롭게 대비시키며 성찰한 김태홍(대건 안드레아, 광주 남동본당)

이 받았다. 

한편 평신도 희년을 맞아 1년간 펼친 다양한 활동이 평신도의 소명을 일깨우는 기회가 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

지만, 일각에서는 교회 안팎의 평신도 고유 권한과 역할을 회복하려는 노력보다는 평신도 희년의 이름을 건 행사

에 치우쳤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평협이 희년의 정신을 이후에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하는 문제

가 더욱 중요해졌다. 평신도 희년의 폐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이다. 이에 한국평협은 2019년 활동지표

를 ‘희년의 정신으로 새롭게 출발합시다!-성실하고 참된 증인(묵시 3,14)이 되어’로 정해 평신도 희년 정신을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한국평협은 2018년 복음화와 선교의 일환으로 ‘한국평협 앱’을 개발하여 보급·홍보하고 있다. 또한 

2019년 1월 26일 한평총회 미사에서 한평회장 손병선(아우구스티노)은 『한국천주교 평협 50년사, 기억·희망·증거

의 삶』 을 봉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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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제 교류

교황청 평신도평의회가 주최하고 한국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와 한국평협이 주관한 아시아 가톨릭 평신

도대회가 2010년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렸다. FABC 회원국과 준회원국 25개국 중 

18개국 교회 대표와 36개 단체에서 400여 명이 참석했고, 주제는 ‘오늘날 아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선포하

기’였다. 참석자는 외국인 217명, 한국인 118명, 모두 335명의 대표와 봉사자 105명을 합해 총 440명에 이르렀다. 

이 대회에는 교황청 평신도평의회 의장 스타니스와프 리우코 추기경을 비롯해 FABC의 가정과 평신도사무국 의장 

로날도 트리아 티로나 주교 등 고위 성직자와 아시아 각국 평신도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서울대교구장 정진

석 추기경이 개최국 교회를 대표해서, 인도의 란치대교구장 텔레스포어 토포 추기경이 연사로 참석했으며, 한국에

서는 준비위원회(위원장 한홍순)를 가동시켜 행사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그동안 ‘동아시아 평신도대회’는 더러 열렸으나, ‘아시아 평신도대회’는 ‘교회의 사회교리’를 주제로 지난 1994년 

9월 한국(경기도 의왕시 아론의 집)에서 당시 교황청 평신도평의회 의장 에두아르도 피로니오 추기경과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 열렸다. 그 후 2001년 3월 19~24일에 태국 삼프란(Sam Phran)의 ‘반푸안’ 사

목연구소에서도 열린 바 있다. 14개국에서 온 남녀 평신도, 청년, 수도자들이 신부, 주교들과 함께 한 이 대회에서

는 ‘평신도: 새로운 교회의 사랑과 봉사의 원동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성찰했다. 이 주제는 제1차 대회 주제와 맥

을 같이하면서 2000년 1월 FABC 제7차 정기총회의 주제인 ‘아시아교회의 쇄신: 사랑과 봉사의 사명’과도 연계되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때는 교황청 평신도평의회가 직접 주최한 행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1회 대회와 서울대

회는 그 맥을 달리했다.

서울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대회는 16년 전의 아시아대회에서 성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열린 것으로서, 2006년 

10월 18~22일 태국 치앙마이(Chiang Mai)에서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아시아의 예수님 이야기’를 다룬 FABC 복

음화위원회 주최 제1차 아시아 선교대회의 정신까지 이어받는 형식으로 열렸다. 아시아적 상황 아래서 선교의 열

의를 점검하고자 하는 이 대회는 교황문헌 등 교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열린 것이었다. 참석자들은 박해를 무릅

쓰고 복음을 증거한 한국 신앙선조의 순교정신을 되새기며 아시아 복음화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했다. 특히 선교사 

없이 평신도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속성장을 이룬 한국교회

의 역동성과 저력을 한국교회 1번지 명동성당 일대에서 경험하기도 하였다.

복음화율(인구대비 신자비율) 10%를 넘어선 우리나라와 달리 아시아 대륙은 필리핀을 제외하면 평균 복음화율이 

1%에 머물고 있다. 또 아시아 교회의 상당수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종교간 분쟁, 혹독한 박해 등으로 복음전파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확인했다. 이 대회는 아시아 교회가 이런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대다

수 아시아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고, 희망을 전할 수 있는가를 집중 논의하는 국제적 행사였다. 아시아 가

톨릭 평신도대회 참가자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인류의 빛’」을 비롯해서 「현대세계

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직 활동’」에서, 그리고 교황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에서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정신을 새롭게 돌아보면서 교황 회칙 「교회의 선교사

명」과 교황권고 「아시아 교회」, 교황청 문헌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탕으로 한 ‘공부’를 통해 평신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 등을 다짐했다.

또한 한국평협은 2014년에 친교와 나눔으로 아시아 선교를 위한 연대를 다져나가기 위해 홍콩교구 교우총회(회

장 따이징강, 담당 리우데궝 신부)와 상호교류를 위한 첫 모임을 가졌다. 홍콩 교우총회는 교구 내 51개 본당과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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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사도직 단체 대표들의 모임으로 특별히 선교와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우리나라 평협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단체이다. 11월 2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홍콩을 방문한 교구평협 임원 21명과 담당사제는 홍콩교구 성십자가성

당에서 교우총회 임원들과 미사를 봉헌하고, 상호교류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우총회와의 만남

은 2013년 홍콩교구 신학교 평신도 졸업생회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한국교회의 신학 흐름과 교

회 움직임을 살펴보고, 신학교와 성지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졸업생회가 평신도로 시작된 한국교회의 

활발한 평신도사도직 활동 모습을 보기 위해 평협 사무실을 방문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현재 바티칸과 중국 사이

에서 교량역할을 하고 있는 홍콩교구 평신도들이 서울대교구 평신도와의 만남을 통해 아시아 복음화를 이루는 출

발점이 될 수 있길 기원했다.

한편 한국평협의 최홍준 회장은 2012년 9월 16~21일 바티칸에서 열린 ‘우눔 옴네스(Unum Omnes) 총회’에 참석

했다. 1948년 설립된 국제 가톨릭 남성단체 모임인데, 당시 총회에는 한국·이탈리아·아일랜드 등 17개국에서 

40여 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9월 20일 열린 국가별 활동보고에서 한국평협의 ‘하느님의 종’ 124위 순교자와 증

거자 최양업 신부의 시복시성을 기원하는 성지순례와 묵주기도 125억단 봉헌을 소개했다. 또 신자 국회의원에 대

한 모니터링 사업과 2012년 9월 카메룬에서 열린 ‘아프리카 평신도대회’에 7천 유로를 지원한 것 등을 보고했다. 

그리고 한국에는 가톨릭에 호감을 갖고 세례를 받는 이들은 많지만, 신앙이 약해 곧 냉담에 빠지고 있어 대책 마련

이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교황청 바오로 6세홀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알현했다. 한편 한국평협은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우눔 옴네스의 새로운 집행위원국이 되었다. 집행위원국에는 한국을 포함해 아르헨티나, 오

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체코공화국, 독일, 이탈리아 등 8개국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평협은 ‘우

눔 옴네스’ 집행위원회의를 2014년 9월 20~27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11) 민족 화해

한국평협은 2015 전반기 평협 연수에서 분단 70주년을 맞아 각 교구의 민족화해위원회를 지원해 줄 평신도 네

트워크인 ‘평화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각 교구평협 대표들은 민족화해를 위해 

진행 중인 평신도들의 노력을 소개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견들을 모았다. 평화위원회는 평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각 교구 민족화해위원회와 한국평협 평화 네트워크 상호간에 위원 파견과 참여를 

제안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이기헌 주교는 “유례없이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민족화해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의 모색”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평신도들의 민족화해 의식을 고취하는 데 힘쓰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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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회장

대수 재임 기간 회장

초대 1968. 7. 23~1972. 2. 28 류홍렬(라우렌시오)

2대 1972. 8. 1~ 1974. 8. 31 이창복(노르베르토)

3대 1974. 9. 1~1980. 9. 1 김기철(요셉)

직무대리 1980. 9. 2~1981. 6. 27 최상선(마르티노)

4대 1981. 6. 28~1982. 2. 13 최상선(마르티노)

5대 1982. 2. 14~1986. 2. 22 엄익채(요한)

6대 1986. 2. 23~1988. 4. 4 한용희(암브로시오)

7~8대 1988. 4. 5~1992. 2. 14 박정훈(요한)

9~10대 1992. 2. 15~1996. 2. 23 이관진(베드로)

11~12대 1996. 2. 24~2000. 2. 25 류덕희(모세)

13~14대 2000. 2. 26~2004. 3. 12 여규태(요셉)

15대 2004. 3. 13~2005. 8. 4 손병두(요한 보스코)

직무대행 2005. 8. 5~2006. 2. 17 한홍순(토마스)

16~17대 2006. 2. 18~2010. 2. 26 한홍순(토마스)

18~19대 2010. 2. 27~2014. 2. 14 최홍준(파비아노)

20~21대 2014. 2. 15~2018. 2. 9 권길중(바오로)

22대 2018. 2. 10~현재 손병선(아우구스티노)

나가며

‘기억과 희망과 증거의 삶’을 살아온 한국 평신도들의 역사를 정리하는 일은 평협 설립 50년을 기념하는 동시

에 평신도 희년을 시작하면서 평신도로서 우리의 원래 자리는 어디이며, 그 자리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성찰하는 일이었다. 희년이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레위 19,2)

는 하느님 말씀과 달리 거룩하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는 해가 되었는지 반성하는 일이

었다. 또한 용서와 화해로 관계를 회복하는 해가 되었는지, 그리하여 우리 모두 본래의 자리에서 새로운 자유와 기

쁨과 은총의 삶을 사는 해가 되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과정이었다.

평신도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위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

스도의 증거자들이다. 우리는 세례 때 이미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마르 16,15)할 사명과 소

명을 받았다. 이것이 곧 사도직이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준엄한 경고를 다시 한 번 되새긴다. “각자가 

받은 은총의 선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주신 갖가

지 은총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1베드 4,10) 

그분이 주신 은총을 되새기고 각자 안에서 들려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평신도 

그리스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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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시 

되새겨라! 기억하라! 그리고 증언하라

            

-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 창립 50주년에 부쳐 -

                                         신 달 자

하늘과 땅을 잇는 불빛이 터지고 

그 불빛 속 사람들의 열망이 거대한 약속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 냈다

1968년 7월23일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 단체협의회가 이루어졌다

별들도 구름도 달도 합석한 자리

나무와 산도 숨어 사는 샘물도 함께 앉은 자리

하늘의 섭리와 땅의 순리가 함께한 자리

사람의 목마름을 적시는 샘물하나가 탄생하였던 것이다

오직 너를 위하여

오직 귀 어둡고 눈 흐릿하여

마음까지 척박한 갈래로 방황하는 자들 앞에

오직 소망하나

맑고 환한 피가 뛰는 숨결로 모아지고

무한 사랑의

기억과 희망과 증언을 되새기며

지난 50년을 오는 50년을

외치며 기록하며 복음전파를 노래해야 하므로

평신도는 하느님 백성의 지체

복음을 증거하는 주역이므로

인간을 위한 빛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느님 백성의 교의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성직자와 평신도가 하나로 단결해야 하므로

교구평협사



62

 한국평협 50년사



63

제2편 교구평협사

서울관구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1. 개  황

•소재지 :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명동2가) 가톨릭회관 501호

•Tel (02) 777-2013 / Fax (02) 778-7427

•설립 연월일 : 1968년 11월 30일

•대표자(회장) : 손병선(아우구스티노)

•교구장 : 염수정(안드레아) 추기경

•담당사제 : 조성풍(아우구스티노)

•구성 : 19개 지구 / 232개 본당 / 63개 단체

2. 기수별 약사 및 주요 활동

1) 여명기 : 서울평협, 설립되다

1957년 로마에서 제2차 세계천주교평신도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를 전후하여 서울교구(당시 대목구)에는 ‘평신도

사도직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후 ‘평신도사도직회’로 발전하였다. 평신도사도직회는 1960년 1월 1일 신당동

성당에서 신년하례식을 가졌고, 당시 총재는 노기남(바오로) 주교, 회장은 제2차 세계천주교평신도대회에 참가했던 

이해남(요셉) 교수였다. 이처럼 서울교구는 이미 현대적 평신도사도직운동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평신도사도직운동이 타 지역 교구에 비해 빠르게 시작된 이유는 교구장의 사목적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로 노 대주교는 1962년 3월 교구 내 본당 신부들에게 공문을 보내 평신도사도직운동의 활성화를 지원할 것을 요청

했다.

1967년 10월 11~18일에 로마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천주교평신도대회를 다녀온 한국 대표 10여 명은 국내 평

신도사도직협의회 결성을 추진하였다. 황민성(베드로) 주교와 류홍렬(라우렌시오), 이태재(마티아) 등을 중심으로 평

신도 조직의 전국적 결성이 빠르게 전개되었다. 그 가운데 1968년 5월에 열린 주교회의 임시총회는 평신도 전국 

연합회 구성 준비안을 승인하고 황민성 주교를 책임주교로 임명하였다. 마침내 그해 7월 23일 대전 대흥동 주교

좌성당에서 원주교구를 제외한 11개 교구의 평신도 대표와 8개 단체 대표, 단체 지도신부를 포함한 성직자 6명 등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가톨릭 평신자 사도직 중앙협의회’의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날 선포된 <한국 가톨

릭 평신도 사도직 중앙협의회 창립 성명서>를 보면, 협의회의 성격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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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의회는 각 교구 평신도 대표단 및 전국적인 모든 평신도 사도직 단체 대표단의 협의체로서 

一, 한국 내의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촉진하고 원조하여 점차로 완성시키며 상호 유대를 강화하고 

二, 모든 회원들에게 각 사도직 단체의 이념과 활동 방법 및 경험의 지식을 알림으로써 서로 협조하게 하고 

三,  평신도 사도직 육성의 안내 자료를 마련하고 전국 또는 각 교구의 모든 기구와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이 

나라의 성화에 이바지하며 

四, 이 나라의 성화를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도덕, 종교, 사회 문제를 연구하고 

五, 국제기구의 일환으로서 세계평화운동에 이바지하자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경향잡지』 1968년 9월호

한국 가톨릭 평신도 사도직 중앙협의회(이하 ‘한국평협’)는 그해 10월 주교회의 인준을 받고 교황청 평신도 평의회

에 결성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한국평협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어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이하 

‘서울평협’)도 11월 30일 설립되었다. 서울평협은 창립총회에 앞서 11월 23일 본당 대표 및 액션 단체장 16명이 명동 

주교관에 모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창립총회는 서울 혜화동 가톨릭학생회관에서 열렸으며, 대교구 내 40개 

본당 대표 회장 및 8개 액션 단체장 등 총 51명이 참석하였다. 교구 상서국장 김정수(레오) 신부가 배석하였으며, 

전문 5장 23개조로 된 회칙을 통과시켰다. 한국평협이 결성된 지 4개월 만이었다. 서울평협의 초대 임원은 회장 

현석호, 부회장 이숭녕·이서구·김정진, 감사 조동완·김덕후, 상임위원 정일천·박병래·홍순탁·이순석·이

두표·변대규·김예랑·김규익·최호근·최한덕·박재주, 사무국장 문승룡이었다. 사무국은 가톨릭교리연구소(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604 영미빌딩 501호)에 두었다가 1975년 2월 서울대교구 꾸르실료회관(서울 성북구 동선동 5가 160)

으로 이전하여 한국평협 사무국과 함께 한 사무실을 사용했다.

한편 한국평협은 창설 직후 주교회의에 ‘평신도의 날’을 제정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한국 주교단은 1968년 10월 

14~16일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 안건을 결의하였다. 이에 서울평협은 제1회 평신도의 날(12월 1일, 대림 제1주일)을 

의미 있게 지내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주교회의에서 이날 각 본당의 미사 강론을 평신도 대표가 

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서울대교구 내 여러 본당에서 평신도 강론과 2차 헌금이 이루어졌다. 12월 7일 서울평협은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세 및 교무금 배가운동과 교회 간행물 보급운동, 평신도 재교육 강화 등을 1969년

도 사업계획으로 확정했고, 12월 10일에는 대교구의 단체로 인준 받았으며 김정수 신부가 초대 지도신부로 임명되

었다.

1969년 3월 1일 서울평협은 서강대학에서 각 본당 회장단 및 단체 대표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새로운 

교회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종교문화연구원장 박양운 신부가 「교회헌장」을 주제로 강연하였고, 강의 

후 10개조로 나뉘어 열띤 토의를 하였다. 토의 결과, ①평신도 사도직을 살기 위해 평신도들의 자질 향상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한 세미나를 각 본당 단위나 직장 단위로 자주 열어야 한다. ②관습적인 평신도의 자세가 돌변함으로

써 사제와 평신도 간의 마찰과 잡음의 유발성이 농후하므로 이를 지극히 조심해야 한다. ③평신도사도직은 이론에 

앞선 표양이 중하므로 자발적인 행동으로 교회에 참여하자는 등 평신도사도직을 위한 건전한 의견을 내놓았다.

같은 해 11월 30일 제2회 평신도의 날을 맞아 교구 60개 본당 가운데 27개 본당에서 평신도사도직운동을 위한 

특별 헌금이 있었다. 주교단의 결정에 따라 헌금은 3등분하여 1/3은 각 본당 사도직을 위해 사용하고, 1/3은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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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사도직운동을 위해 사용하며, 나머지는 전국 평신도사도직운동을 위해 사용되었다. 12월 1일에 개최된 제

2차 상임위원회에서는 1970년도 세미나 일정표를 마련하였고, 협의회 회보(월보)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1970년 1월 1일자로 협의회 월보인 『서울 평신도』가 타블로이드판으로 발행되어 각 본당에 배포되었

으나, 본당 배포의 어려움으로 1년 만에 발행을 중지하고 말았다.

2) 서울평협, 활동을 재개하다

황민성 총재주교가 제1회 평신도사도직의 날 담화문에서 밝힌 것처럼 “현대의 모든 사태를 고려한다면 초대교회

보다 더 깊고 넓은 평신도의 활동이 필요함”을 깨닫고, “평신도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했으나, 1971년 말 무렵부터 

서울평협은 여러 사정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현석호(요한) 회장에 이어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된 정일천

(베드로) 회장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서울평협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마침내 1971년 

11월 6일 제4차 정기총회를 끝으로 활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정일천 회장은 “성직자나 평신도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

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예견되었던 바, 3년 전 세미나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었던 우려가 실제로 

일어났다. 이로 인해 서울평협의 모든 일은 사목위원회에 이관되었다. 

1971년 말부터 모든 활동을 접었던 서울평협은 서울대교구가 추진 중이던 ‘교구 사목위원회의 조직화 작업을 돕

기 위한 활동 재개’에 대한 교구의 동의를 얻어 1974년 1월 26일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협의회 활동을 재개할 것

을 결의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협의회는 본당 운영이나 교구 행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평신도 재교육을 위

한 세미나 개최와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협의만 하며, 구성원은 단체 대표와 본당 대표 및 협의회가 필요로 하는 인

물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협의회의 활동 재개에 교구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여러 해 동안 활동을 정지한 채 침체 상태에 있던 서울평협은 1975년 3월 18일 사제 정기총회의 결정에 

따라 7월 19일 명동문화관에서 개편대회를 열고 활동을 재개했다. 순수한 신심활동단체의 협의회라는 성격을 분

명히 한 다음, 개편대회에서 협의회 규약 개정과 활동 강령 및 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규약 초안을 작성할 규약 개

정 위원을 선출하였다. 마침내 서울평협은 1975년 9월 6일 제5차 연차총회를 열고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다. 각 본

당 대표와 단체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회칙 개정에 이어 197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통과

시켰다. 그리고 새 임원진이 구성되었는데, 주요 변동 사항은 서울평협 회장이 한국평협 회장을 겸임하게 된 것이

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한 서울평협은 1976년 3월에 열린 전국평협 및 서울평협 연석회의에서 당시 구속 중인 신부와 

고통 받는 형제, 교회 일치를 위한 <사순절 평신도 기도문>을 제정하여 전국 본당에 보급하기로 하고, 평협 운동

의 자율화 모색 방안으로 평신도 교재의 출판사업을 관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조직 확대와 산하단체 간의 유

대 강화를 위해 평협 운동 계몽과 조직 촉구의 원칙 아래 지방은 교구 단위, 서울은 지구 단위로 본당 평신도 대표 

월례회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정의평화위원회와 인성회 사이의 긴밀한 협조 방안도 모색키로 하는 한편, 회보도 

다시 발간하기로 했다. 

회보 『평협(平協)』은 이듬해 6월 25일에 창간하였다. 타블로이드판 6면의 계간지로서 평신도사도직 사명 고취와 

대화의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하지만 1978년 1월 28일 제2호를 발간한 후 이어지지 

못했다. 같은 해 12월 17~18일에는 각 본당 총회장들을 초청하여 서울평협 임원들과 함께 연수회를 가졌다.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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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에서 신자들 간의 대화와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회보의 발간이 다시 거론되었다. 논의 결과 회보를 발행하기

로 뜻을 모았고, 『가톨릭 서울』이 1978년 1월 1일에 창간되었다. 발행인 및 편집인은 당시 서울평협 회장이자 한국

평협 회장을 맡고 있던 김기철 회장이었다. 『가톨릭 서울』은 타블로이드판 신문용지에 4면으로 편집하여 매월 1만

부를 인쇄하였다. 김기철 회장은 창간사에서 “이 작은 인쇄물이 진정 ‘백성의 소리-하늘의 소리’로 발전하고 성장

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기를 바란다.”는 원의를 밝혔다. 또한 회보가 본당 소식과 공지 사항을 전하고 교

우들이 함께 읽기에 좋은 글을 싣는 게시판이 되도록 유용하게 활용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1978년도에 11회, 1979

년도 12회, 1980년도 5회 등 총 28호까지 간행되어 교구 내 각 본당 및 전국의 본당과 단체에 배포되었지만, 당시

는 평협의 회보조차 언론 통제의 대상이 되어 압수당하기도 하고, 기사를 지울 수밖에 없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심혈을 기울였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1980년 6월호(제28호)를 끝으로 부득이 중단하고 

말았다. 

같은 해 7월에는 1975년에 이어 계속해서 시성시복운동, 평신도 재교육, 점진적인 조직 확대, 자율적인 활동을 

위한 기금 조성을 주요 사업으로 채택하고 이에 따른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김수환 추기경은 “서울평협 활동

이 본당의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비록 어려운 여건에서나마 “교회의 일치와 발전, 공의회의 쇄

신정신을 위한 특별한 사명을 받고 있음을 자각하고, 조직이 미흡한 데 실망하지 말고 깊은 신앙으로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점진적으로 나아갈 때 하느님의 축복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하였다. 또한 “사랑과 영성에 기초를 두

지 않고 단순한 조직과 운영에 치우쳐서는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979년 4월에 개최된 서울평협 제9차 정기총회에서는 쇄신을 위한 신자 재교육을 계속하기로 하는 한편, 지구

협의회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9개 지구회장을 상임위원으로 선출하였다. 9월에는 서울평협 사무실을 꾸르실료

회관에서 중구 저동 1가 27-2에 위치한 전 중국인 성당 건물 4층으로 이전하였다. 한국평협도 함께 옮겨 명실상

부 평협회관이라는 명패를 걸 수 있게 되었다. 10월에는 신앙대학 강좌를 개설하였다. 특히 이해에는 사무총장제

를 도입하고 하승백(바오로)을 초대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였다. 12월에는 사목회장 연수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때부

터 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사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서울평협은 1981년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을 맞아 여러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는 교구 방침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회칙을 개정했다. 10여 년 간 회장을 맡고 있던 김기철 회장의 사임으로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해 2월 1일 명동 사도회관에서 제1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서울평협과 각 본당의 연결을 효과

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획운영부·선교조직부·의식개발부·사회봉사부·여성부·섭외홍보부 등 5개 부서를 조

직했다. 이처럼 만반의 준비를 갖춘 서울평협은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 교구 신앙대회가 10월 18일 여의도광

장에서 개최되었을 때, 전 임원진이 동원되어 대회 진행 및 본당 신자들 참여 독려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다.

3) 발전과 성장 : 지평을 넓히다

서울평협은 1982년 4월 회장단 및 각 분과위원장, 단체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평신도단체협의회를 발족시켰으

며, 5월에는 회장단을 비롯한 6개 분과위원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1982년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확정했다. 특

히 1982년 사목지침인 ‘본당 공동체의 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단위 공동체 형성’을 기본 목표로 설

정, 평신도사도직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1983년 3월 29일 서울대교구는 55개 본당에서 선발

되어 교육을 받은 평신도 남자 79명에게 2년 유효의 성체분배권을 부여하였다. 이는 일찍이 서울평협에서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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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이듬해 열린 200주년 기념 신앙대회 및 103위 시성식 때 이들 평신도들이 성체분배자로 참여함으로써 

큰 역할을 하였다.

한편 1980년 6월호를 끝으로 폐간된 『가톨릭 서울』의 제호를 『평협회보』로 바꾸어 1983년 7월호를 발행하였다. 

7월호에 실린 편집후기에는 “200주년을 맞는 오늘의 성숙된 수도 서울 교회에서 평신도 총협의체 기관지가 못 나

온다는 이유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모쪼록 200주년을 향한 우리의 각오와 정성이 『평

협회보』에 끊임없이 보내지고”라며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 그리고 질타를 바란다고 적었다. 하지만 8월호를 내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간하였다가 1984년 1월에 다시 발행을 시작하였다. 당시 『평협회보』에는 평협 소식 가운데 

역대 회장단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요약 정리되어 게재되었다. 역대 회장단은 ‘평협의 역할을 사

제와 평신도 간의 가교역할’임을 강조하며 주교 앞에서는 평신도 입장을 대변하고 평신도 쪽에 가서는 주교의 뜻

을 대변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는 서울평협 회장과 한국평협 회장이 각각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1975년 제3대 서울평협 회장으

로 김기철(요셉)이 선출되면서 서울평협 회장이 한국평협 회장도 겸임하도록 했고, 제4대 최상선(마르티노) 회장까

지 운영되었다. 하지만 1982년 2월 13~14일 대전 가톨릭 농민회관에서 열린 전국평협 제15차 정기총회에서 엄익

채(요한)가 전국평협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어 2월 26일 명동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교육관에서 개최된 서울

평협 제12차 정기총회에서는 하승백(바오로)이 서울평협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각각 선출·운영되었던 서울평협 

회장과 전국평협 회장 체계는 제6대 회장으로 한용희(암브로시오)가 선출되면서 다시 통합되었다.

같은 해 9월부터는 서울대교구 사목국이 주최하고 서울평협이 주관하는 평신도 신학 강좌를 10월까지 상지회관

에서 개최하였다. 평신도들에게 체계적인 신학이론을 교육시켜 교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한다는 취지로 개설

된 이 강좌는 일정 자격을 갖춘 50명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처럼 공부하는 평신도상

을 구현하려는 취지에서 서울대교구와 서울평협이 마련한 ‘평신도 신학강좌’는 1986년 7월 제1기 54명의 수료자

들을 배출하였다. 신자들을 대상으로 6차에 걸쳐 실시된 이 강좌는 서울 가톨릭대학 신학부 교수진의 협조를 얻어 

철학과 신학, 공의회 문헌 등 총 28개 과목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앞서 서울평협은 평신도연수원을 상설 기구로 설치하고, 1985년 2월 4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평신도의 사도직 영성을 형성할 목적으로 설치된 평신도연수원은 평신도 교육을 위한 자료 수집·검토, 신학 강좌

와 신학 심포지엄 개최, 피정 및 묵상회 개최, 도서출판 등 평신도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서

울평협은 1989년 5월 가톨릭회관 대강당에서 신뢰회복 운동의 일환으로 ‘노사 관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서울

대교구 사목국 및 가톨릭 실업인회, 가톨릭 노동청년회가 후원한 이날 심포지엄은 신자·근로자·사업주·성직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와 약정 토론,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심포지엄은 당시 한국사

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노사문제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편, 1993년 서울대교구와 평화신문 공동으로 교구 소속 사제 165명을 대상으로 ‘사제 직무와 평신도 생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평신도 운동은 수동적이고 미흡한 편(62.4%)이며, 평신도 운동은 

평신도가 스스로 알아서 이끌고 성직자는 평신도들이 틀리지 않도록 지도해 주거나 따라만 가면 된다(87.8%)고 응

답하였다. 평신도 운동의 발전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55.9%가 평신도의 이해 부족과 교리지식 부

족을 지적하였다. 또한 교회 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쇄신해야 할 사람으로 주교가 47%, 신부가 38.5%나 되었다. 

결과적으로 평신도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평신도 스스로의 각성이 제일 먼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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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평협은 1994년 10월 2일 『평협의 소리』를 창간했다. 당시 『평협회보』가 발간되고 있었으나, 불규칙적으로 

발행되는 회보로는 평협의 소식을 시의적절하게 알릴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김수환 추기경이 제호를 써준 

『평협의 소리』 창간사에는 “문화의 깊은 근원에까지 생명력 있게 복음화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현재 문화의 창조와 전수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회 홍보 수단이다.”라며 문화의 복음화를 위해 기치를 

내걸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1997년에는 서울평협 차원에서 직원 인사위원회를 꾸려 직원 인사규정을 만듦으로써 

교구에 근무하는 평신도들이 정식 직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9년 9월 30일에는 가톨릭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1999년도 중점사업으로 10월 24일 여의도에서 전

국 차원의 ‘대희년 맞이 평신도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특히 각 본당 사목회장단 150여 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평신

도대회를 도농 직거래를 위한 나눔 잔치와 함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대희년 정신대로 살겠다는 신자들

의 결의를 모아 봉헌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평협은 한국평협 설립 30주년을 맞아 평협 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 아래, 회칙과 함께 조직의 효율성을 재고하고 지구 본당 간의 유기적 협조 체재를 강화하는 등 평협 발

전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서울평협은 이를 위해 우선 사목위원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교육교재를 마련

하였으며, 강남과 강북 각 1개 본당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원하는 본당에 한해 이를 배포하기로 했다.

4) 대희년을 맞은 서울평협 : 삶으로 증거하는 평신도

새로운 천년기인 2000년 대희년을 맞으며 한국교회 내 평신도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되었다. 교회 안팎에서 소

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요청이 점차 커졌기 때문이다. 새천년을 시작하며 ‘교회 내적 쇄신과 한

민족 복음화’라는 막중한 시대적 사명을 공감한 서울평협은 새로운 개념의 평신도사도직이 실현될 수 있는 한 해

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적극 공감하였다. 

이에 서울평협은 전국 380만 평신도들의 역량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1월 29일에 열린 제30

차 정기총회에서 교구 시노드 개최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위해 평협 시노드 특위를 구성하여 시노드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10월 12일에는 평협 사무국 회의실에서 7명의 위원

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어 시노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평신도의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이 모임을 ‘시

노드특별위원회’로 정하고 우선 교구 실태 파악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교구 시노드에서 제기할 

의안 준비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교구 상황에 적합한 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위 내에 다양한 전문위원회

를 두기로 했다. 특히 시노드특위는 시노드에 대한 평신도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10월 29일에는 평신도 6천여 명이 참석한 대희년 평신도대회가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대희년 맞이 평

신도대회 평신도 선언문>이 선포되었다. 본 행사 전인 26일 평신도대회 개막미사를 각 교구별로 가졌는데, 서울

평협은 명동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했다. 27일에는 ‘올해의 평신도’ 정하상 성인 심포지엄이 중림동약현성당에서 개

최되었고, 28일에는 전국 운동·단체 선교대회가 가톨릭회관에서 열렸으며, 11월 5일에는 평신도대회의 일환으로 

‘도·농 한마당 잔치’를 서초구청에서 가졌다.

서울평협은 가슴 벅차게 지냈던 대희년의 감격과 열정을 되새기면서 평신도사도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는 마

음으로 2001년을 맞이했다. 특히 9월에는 서울평협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똑바로 운동 선포식’을 갖고 도덕성 

회복운동에 나섰다. ‘똑바로 운동’은 한국평협이 사회지도층의 도덕 불감증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교회가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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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바른 양심에 호소하자는 뜻을 담았다. 이 운동은 ‘내 탓이오’ 운동의 연장선상으로 도덕성 

회복의 실천운동으로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서울평협은 2002년 1월 26일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2002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똑바로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를 위해 ‘똑바로 운동’의 세부 실천 자료집 발간, ‘똑바로 운동’ 실천사례 발굴 및 홍보 등을 적극 펼쳐나가기로 

했다. 서울대교구 시노드 개최를 앞둔 5월 25일에는 본당 총회장·단체장·평협 임원들을 대상으로 시노드 토론

의 장을 개최했다. 이날 연수는 시노드 의안준비위원회가 마련한 토론 자료를 가지고 각 조별로 성직자, 평신도, 

교회운영, 선교·교육 등 7개 의제에 대해 토론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연수는 본당과 단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과 각 본당 여성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교회와 교구 쇄신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는 뜻 깊은 장이 되었다. 이날 토론에서는 “여성 신자들도 본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

도록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되었다.

2003년 새해를 시작하며 서울평협은 “한국의 모든 평신도들이 각자 자신이 작은 교회라는 생각을 갖고 세상의 

복음화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며,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사도직 활동을 강조하였다. 이를 적극 실천하기 위해 6월 

2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10월 19일 서울 동성고등학교에서 개최될 ‘2003년 서울대교구 선교 신앙대회’ 행사계획

을 점검하고,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해마다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목국 주최로 열리다가 처음으로 서울평협이 주관하게 된 신앙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

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선교 신앙대회를 통해 신자들이 선교 공동체로서의 소명을 함께 돌아보고 선교 열의를 다

지기를 바라며, 선교운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일어나 비추어라’(이사 

60,1)를 주제로 열린 이 신앙대회에서 정진석(니콜라오) 대주교는 ‘2020운동’을 제창하였다. 정 대주교는 “복음의 씨

가 제대로 자라나게 하는 게 평신도들의 몫”이라며 2020년에는 교구의 복음화율이 20%가 되도록 힘을 모으자고 

했다. 

한편 서울대교구 시노드가 4년여의 여정을 끝으로 9월 28일 폐막됐다. 서울 시노드는 2001~2002년 준비단계

를 거쳐 2003년 1월 26일 개막 후 4차례에 걸친 본회의를 진행했고, 6월 최종 건의안을 교구장에게 제출했다. 서

울대교구는 ‘친교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실현, 평신도·성직자·수도자가 함께하는 교회 만들기, 가정사목 활성

화 등이 제시된 교구장 교서에 따라 평신도와 성직자, 수도자가 하나 되어 더욱 발전하는 교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

였다. 

11월 7일에는 서울대교구 시노드 최종 건의안 제125항과 후속교서 21항 정신에 따른 회칙 검토 회의를 가졌다. 

제125항은 ‘평신도사도직협의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의 회칙, 정관, 지침서를 변화하는 시대와 정신에 부합하게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교구에는 이름뿐인 위원회가 많고 정관이나 지침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교구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검토하고 합의를 거쳐 새롭

게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특히 임원의 선출이나 운영 그리고 회칙 개정면에서 보편교회와 일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2004년을 시작하며 서울평협은 교구장 사목지침에 따라 ‘참여하는 교회, 증거하는 교회’ 구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2월 21일 가톨릭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34회 정기총회에서는 각 본당 총회장, 평협 임원 등 170

여 명의 평신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 시노드를 통해 모아진 시대가 요구하는 평신도들의 몫을 재확인하

였다. 그리고 공동선 증진을 위한 ‘똑바로 운동’의 지속적 전개와 확산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기로 결의했다. 특히 



70

 한국평협 50년사

사회복음화의 일환으로 한국교회 전체 차원에서 나서고 있는 생명수호운동에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모으고, 

‘생명31운동’을 통한 생명문화 건설에 적극 동참키로 결정했다. 이날 총회 참석자들은 총회를 마무리하며 ‘아름다

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 평신도들이 가정과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에 적극 나

서기로 했다. 서울평협은 7월에 서울대교구청 앞마당에서 정진석 대주교를 비롯한 평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

데 캠페인의 엠블럼을 담은 스티커 부착식을 가졌으며, 이를 활용한 스티커를 비롯해 패치와 의류, 모자 등 다양한 

기념품과 홍보물을 제작 보급해 캠페인의 취지와 정신을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을 밝혔다. 12월 10일에는 서울대교

구 가톨릭사진가회와 함께 주최한 ‘제1회 건강한 가정을 위한 범국민 사진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또한 서울평협은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이정표를 제시하기 위해 ‘하상신앙대학-현대인을 향한 영혼의 울

림’을 마련했다. 하상신학대학은 9월 7일 명동대성당에서 첫 강좌를 시작했는데, 개강 이전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다. 개강 당일에 서울은 물론 부산, 마산, 인천, 수원, 대전, 청주, 의정부 등 8개 교구에서 1,000명이 넘는 신

자들이 참석해 삶의 본질을 향한 높은 열망을 보여주었다. 이에 서울평협은 이들 강좌를 정리해 『나는 누구이며 어

디로 가는가』라는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출간과 함께 가톨릭 신자는 물론 불교와 개신교 신자 등 비신자들

에게도 호평을 받았다. 

2005년 1월 22일 각 본당 총회장과 평협 임원 등 160여 명의 평신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5회 정기

총회에서 참가자들은 교구 시노드 정신 실천을 위한 평신도의 몫을 재확인하고, 생명수호운동 차원에서 펼치고 있

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한국교회의 주요 과제

인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평협 내에 ‘소공동체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연구 활동

을 벌여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가정상담소를 개설해 가정문제 상담과 가정성화 관련 자료 발굴을 추진하기로 

했다. 4월 15일에는 신한카드사와 함께 가톨릭카드를 출시하고 카드 사용료의 일부를 아가운동(아름다운 가정, 아

름다운 세상) 돕기 기금으로 지원하는 약정식을 가졌다. 정진석 대주교는 가톨릭카드 출시를 기념해 제1호 회원으로 

가입한 후 “앞으로 많은 신자들이 가톨릭카드를 이용함으로써 아가운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사회 속으로 파급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희망하였다. 

한국전쟁 55주년을 앞둔 6월 23일에는 명동대성당에서 특별기도회를 열고 한국전쟁 전후 순교자들의 시복시성

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정진석 대주교 주례로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김운회(루카) 주교

와 북한 출신 사제단 등 20여 명이 공동 집전한 이날 미사에서 성당 안팎을 가득 메운 2천여 명의 신자들은 북녘

의 신앙 자유와 복음화를 위해 두 손을 모았다. 

2006년 서울평협은 1월 14일 가톨릭회관에서 제36차 정기총회를 열고, ‘성체 안에서 하나 되는 친교의 교회’를 

활동목표로 삼았다. 중점 사업으로 삶의 자리에서 시노드 정신의 구현(각종 교육의 강화, 평신도사도직 관련 국제행사, 

평신도 주간 행사 등)과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쇄신(교구 성체대회 준비, 순교자 현양과 순교정신 함양, 생명 

관련 교육과 행사), 가정 복음화-노인·젊은이와 함께하는 교회(젊은이 포럼, 노년 지도자 연수회, 복음화 2020운동, 사회

복음화)로 정했다.

8월에는 신앙의 토양을 보다 튼튼하게 해줄 성가 창작과 육성을 고취하기 위해 제1회 우리성가 노랫말을 공모하

였다. 100여 작품들이 응모하여 이 가운데 5작품을 선정하여 12월 8일 시상하였다. 서울평협은 이 노랫말들로 이

듬해 4월 말까지 우리성가 작곡을 공모할 계획을 세웠으나, 제1회 우리성가 작곡 공모는 한국평협의 사업으로 이

관되었다. 한편 이해 2월 28일부터 『평협의 소리』가 새롭게 『평협소식』으로 제호를 바꿔 한국평협의 이름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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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 

2007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las.or.kr)를 신설하였다. 그동안 한국평협 홈페이지를 함께 사용해 왔으나, 

공의회 학교 강좌 등 교육 자료들을 인터넷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조처였다. 또한 평신도를 각

성시켜 교회와 사회 안에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공의회 과정’을 신설하

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 공의회’라고 불릴 만큼 교회 활동 안에서 평신도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대다

수 평신도들은 공의회 문헌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2008년에는 공의회 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공의회 심화 과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한 공의회 학교 전 강의를 엮은 『공의회 학교』(1, 2권)를 간행하여 교재로 활

용되도록 하였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삶과 문헌을 고찰하는 심포지엄을 4월에 열고, 124위 순교성인과 최양

업 신부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2010년 서울평협은 세상의 누룩이 되기 위해 사회적인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두기로 했다. 핵가족화와 맞벌이 등

으로 부모 역할의 부재 또는 정체성 혼란 등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에서 가정 성화의 실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아버지 과정과 어머니 과정을 나누어 ‘성 최경환 가정교실’을 개설했다. 

2011년의 가장 큰 이슈는 ‘한국평신도사도직협의회’의 명칭 변경이었다. 이와 같은 사안은 2월 19일 가톨릭회관

에서 전국 각 교구평협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4차 정기총회에서 합의됐다. 이는 지난해 주교회의가 협

의회의 명칭 변경과 이에 따른 회칙 변경안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논의되었으며,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로 변경

되었다. 서울평협은 이러한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협의회의 정체성을 다지고 단체 사도직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7월 13일에는 가톨릭회관 508호에서 총대리 염수정(안드레아) 주교 주례로 하상방 축복식을 

가졌다. 하상방은 서울평협이 사무실을 방 4개에서 3개로 리모델링하면서 만든 공간으로 평신도사도직 단체들이 

모임, 회의, 교육 등 다양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 서울평협은 사회에 만연된 반생명적인 풍조의 심각성과 제도의 문제점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6월 26일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냈다.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반생명문

화의 전조로 규정하고, 정부와 교육기관은 생명문화와 건전한 성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바람직한 

생명교육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서울평협은 2012년도 활동지표를 ‘흰색 순교를 통한 복음화의 길’로 정하고, 세부 사업계획을 논의하였다. 

중점사업으로 새 시대 새 복음화를 위한 평신도 교육과 ‘하느님의 종’ 한국 순교자들의 시복시성을 위한 활동에 주

력하고, 평신도사도직과 단체사도직의 활성화, 아시아교회와의 연대 강화 등 국제협력 활동, 그리고 교계제도 설

정 50주년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시작 50주년 기념사업 등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9월부터는 ‘하느님의 종’ 순교

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증거자 최양업 신부의 시복시성을 기원하는 전 교구민의 묵주기도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평협은 회원 21명으로 방문단을 구성하여 11월 14~17일 나가사키(長崎)와 고토(五島)의 주요 성지 순례, 

나가사키대교구청 방문 등 일정을 가졌으며, 주요 평신도 대표들과의 만남을 통해 향후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서

울평협은 이미 1991년 8월 15일에 나가사키대교구 신도 사도직 평의회와 상호 평신도사도직의 수행을 위한 친선

도모, 연 1회 서로를 위한 정기 미사 봉헌, 정보 교류, 양국 성지 순례 등을 주 내용으로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다. 

이 친선 행사는 5년간 지속된 후 중단되었다. 서울평협의 방문을 받은 나가사키대교구장 다카미 미츠아키(高見三明) 

대주교는 “평신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후 교류가 잘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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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서울평협은 1월 26일 제43차 정기총회를 열고 단체 명칭을 ‘서울대교구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로 변경

했다. 지난 2010년 총회 이후 교회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회칙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 명칭 변경과 회원 구성, 

조직 개편 등 광범위한 개정안을 준비해 왔고, 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교구 단체사목부 주

관으로 열린 평신도사도직단체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에 따라, 교구장 인준을 받은 모든 평신도사도직 단체를 회

원으로 포함시켰다. 이로써 서울평협에는 14개의 단체가 새롭게 등록, 평협 소속 단체가 51개로 늘어났다. 4월 25

일에는 명동주교좌성당 소성당에서 ‘회원단체 지원사업 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13개 단체 14개 사업에 총 5,200여 

만원을 지원했다. 서울평협은 간헐적 찬조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관행을 탈피하여, 한 해 사업을 미리 계획하고 신

청한 단체를 실질적으로 돕는 것으로 방식을 변경하였다. 지원 분야는 고유사업, 운영, 새로운 복음화 등 3개 부문

으로 나누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서울평협이 지원받은 평신도주일 헌금을 재지원한다는 점과 단체들이 지원을 받

기 위해 의견을 내지 않고 하부 조직처럼 활동하는 등 문제가 생겨 실시 4년 후인 2016년에 폐지되었다. 

서울평협은 2014년 활동 지표로 ‘말씀을 새기고 살며 선포하자’로 정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하느님

의 말씀은 새로운 복음화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교구 사목교서에 따라 성경읽기 운동, 가톨릭교회 교

리서를 통한 교리교육 활성화, 서소문성지 성역화를 위한 기도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요 사업계

획으로, 평신도사도직 활성화를 위한 평신도사도직 연구 및 학술 세미나 개최, 연구 전문학술지 발간, 평신도사도

직 연구 전문가 풀 구축은 물론 46년간 평협의 역사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데이터베이스 정리 작업, 국제교류 등의 

계획을 세웠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교회의 평신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지를 다시 한 번 일깨우기 

위해, 11월 19일 명동대성당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강을 가졌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과 124위 시복식을 성대하게 치른 한국교회의 열정을 오롯이 간직하고 새해를 맞은 서울

평협은 2015년 1월 10일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열고 평신도사도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날 권길중(바오로) 회장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준 과제를 이루어가는 평협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평협, 적극적으로 자기를 쇄신하는 평협, 꾸준히 공부하는 평협에 더불어 일치하는 평협, 아

시아 선교에 앞장서는 평협, 평화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평협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 캠

페인 전개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사회복음화를 위한 활동에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평화 네트

워크 활동에 공감대를 마련하여 서울평협 내에 새로이 평화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적극적인 통일 사도직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복자 124위 시복 감사와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 기원 성지순례’도 진행했다.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 8개 성지를 

순례하는 이 행사에는 손희송 신부와 평협 임원, 일반 참가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광주대교구 나

주 순교자기념성당과 나주성당, 목포 산정동성당 기념관을 순례한 후 다산 정약용이 유배생활을 했던 강진의 다산

초당 등을 방문했다. 또 마산교구 문산성당과 복자 정찬문, 구한선, 윤봉문 묘를 차례로 순례했다. 마지막 날에는 

복자 박대식 묘와 신석복 묘를 순례하고 거제 진영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였다.

서울평협은 한국평협이 마련한 실천운동 ‘답게살겠습니다’의 서울대교구 선포식 행사를 4월 8일 명동 파밀리아 

채플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는 7대 종단 평신도 대표들과 각 서울평협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회사와 운동취지 

발표, 임명장 수여, 선언문 낭독, 실천계획 발표, 축사와 격려사, 문화공연, 미사 중 다짐봉헌 예식 순으로 진행되

었다. 이 자리에서 서울평협 회원들은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우리 자신부터 쇄신하고자 한다.”며 ①모든 문제

의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다, ②우리 역할을 올바로 인식하고 바르게 행동한다, ③각자 소명을 직시해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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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삼는다, ④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공동체 일원답게 살아간다 등 다짐을 밝혔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을 위해 자기성찰(나답게 나를 사랑하고 감사하며 사는가), 가정공동체(성가정을 본받아 남편과 아내는 신뢰하고 존경하는가), 

교회공동체(하느님 자녀답게 하느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가), 사회공동체(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가) 등 

12가지 계획을 밝혔다.

2016 서울평협은 1월 16일 가톨릭회관에서 제46회 정기총회를 열고 평신도사도직 양성을 위해 ‘리더십 아카데

미’ 과정 개설 내용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그동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교육으로 지도자 양성

을 해온 ‘평신도사도직 아카데미’를 기초신학과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 아카데미’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

러 서울대교구가 펼치고 있는 ‘내 마음의 북녘 본당 갖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평신도 통일 사도직 교재를 발간

해 선교 사명을 가진 일꾼을 길러내기로 결정했다. 또한 ‘답게살겠습니다’ 캠페인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생명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교회와 교류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고, 타 종단과 

함께 협력과 일치를 위한 사업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서울평협은 한국평협·평화신문 공동기획으로 「평화신문」에 연재한 ‘20세기 이 땅의 평신도’를 단행본 『불

꽃이 향기가 되어 1·2』로 간행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그로써 오늘을 사는 평신도에게 모범이 되는 20세기 평신

도 10인의 삶과 신앙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2017년 9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매주 월요일 가톨릭

회관 1층 강당에서 ‘2017 평신도 아카데미 공의회 과정’을 열었다. 

2018년을 시작하면서 서울평협은 한국평협과 함께 서울평협 설립 50주년을 맞아 설립 당시의 열정을 다시 돌

아보았다. 또한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신 모든 은총에 감사하면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

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살아가는 희년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이를 위해 서울평협은 평신도사도직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 희년 정

신을 반영한 구체적인 실천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평신도사도직 활성화를 위해 평협 100년을 향한 비

전과 사도직 실천 중장기 발전 방향 등을 연구하는 데에도 매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내실 다지기에 못

지않게 평협 50주년과 평신도 희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여 모든 신자들이 함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해 나갔다. 우선 임원 연수회를 열고 ‘한국 평신도 희년’ 정신 실천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3월 

23~24일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임원 및 단체장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연수에서 서울평협 임원과 단체

장들은 향후 운영방안과 ‘평신도 희년을 맞이하는 평신도들의 다짐’의 구체적 실천방안 등에 관해 토의했다. 또한 

연수회 참가자들은 자선 모금 활동을 하여 잠비아의 에이즈 고아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한편, 꿈터의 탈

북민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

4월 19~21일에는 ‘초기 신앙선조를 찾아서’를 주제로 시복시성 기원 성지순례를 개최했다. 순례지는 명동대성

당을 비롯해 한국교회 첫 세례식이 열린 서울 수표교 이벽의 집터, 경기도 양근성지와 주어사, 여주 순교지, 충남 

여사울성지, 황새바위성지, 전북 전동성당, 초남이성지, 개갑순교성지 등이었다. 5월 28일에는 명동대성당에서 

‘한국 평신도 희년 기념 음악회’를 열었다. 평신도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마련한 이 음악회에는 지휘 김지환, 소프

라노 김민조, 테너 강훈, 바리톤 김정석, 판소리 전효정, 트리니타스합창단, 트리니타스 챔버 오케스트라가 참여

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 

2007년에 처음 시작된 평신도 아카데미 공의회 과정도 문을 열었다. 초기에는 1·2학기로 나눠 총 15주씩 30주

간 수업을 진행하다가 2012년부터 평신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13주 수업으로 개편하여 2017년까지 1,2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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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공의회 과정을 수료했다. 그리고 서울평협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신자들이 평협의 소식을 보다 쉽게 접근하

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앱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앱의 구성은 서울평협 홈페이지의 내용을 그대로 구현

하되, 오늘의 묵상(복음)과 회원 단체 소식이 추가되었다. 이로써 홈페이지가 없는 회원 단체가 이 페이지를 활용하

도록 아이디를 주어 개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세웠다. 

한편 2017년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정한 ‘세계 가난한 이의 날(World Day of the Poor)’을 

2018년부터 연중 제33주일에 거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해마다 연중 제33주일에 거행해 온 ‘평신도 주일’을 연중 

제32주일로 옮겨서 지내기로 했다. 이에 연중 제32주일인 11월 11일 평신도의 날에 평신도 희년 폐막 미사를 봉헌

하였다. 폐막 미사에 앞서 11월 6일에는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꼬스트홀에서 ‘한국 평신도 희년 자선 공연’을 세 

차례 개최하였다. 이 공연은 듀오 메타노이아(김정식·송봉섭)와 소프라노 박보미(가타리나)의 힐링 콘서트와 함께 서

울가톨릭연극협회가 모범적인 20세기 평신도로 선정된 김익진(프란치스코)의 불꽃같은 삶을 연극화한 「빛으로 나

아가다」(원작 김문태)를 공연하였다. 이 연극은 대전교구 대흥동성당에서 개최된 ‘한국평협 50주년 기념식’에서 초

연되었다. 이날 공연장 입구에 마련된 노숙자 돕기 자선 모금함에는 온정이 답지했다. 그 기금으로 노숙자 시설인 

‘가톨릭 사랑 평화의 집’,  ‘우리집 공동체’, ‘돈의동 해뜨는 주민 사랑방’을 후원했다.

아울러 서울평협은 2018년 복음화와 선교의 일환으로 ‘서울평협 앱’을 개발하여 보급 및 홍보하고 있다. 

3. 현실과 전망 : 예수님 안에서 진리·기쁨·아름다움을 찾은 이들, 평신도

앞서 50년간의 활동을 통해 평신도 복음화의 소명을 일깨우는 반세기를 마무리하였다. 이어 다시 시작하는 

2019년의 활동 지표를 ‘희년의 정신으로 새롭게 출발합시다!’로 삼았다. 이는 서울평협의 현실과 앞으로 가야 할 

바를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의지의 표시이다. 희년은 마무리되었지만, 희년의 정신을 삶에서 더욱 구체화하며 살려

는 노력을 계속하기 위해서이다. 

서울평협은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평신도는 신앙심을 바탕으로 삶의 현장에서 교

회의 가르침을 충실히 실천하여 우리 사회 안에서 복음의 등불로써 가치를 드높여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

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실천 운동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양성 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는 평신도사도직

을 올바로 이해하고 살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공의회 과정’이나 ‘리더십 과정’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주제와 강

사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신도 재교육을 위한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계발해야 한다. 평신도사도직의 

미래상을 세우고 젊은 평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셋째, 2011년부터 시작한 시복시성 기도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시켜야 한다. 시복시성의 참뜻은 하

느님 사랑의 정점에 이른 순교자들을 온 세상에 높이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순교자들의 전구로 한국교회의 내적 

쇄신과 발전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평협의 모든 회원들은 세상 안에 살면서 시대사조를 거슬러 복음 말씀을 실천하고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 연

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미사를 통해 힘을 얻고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예수

님 안에서 진리, 기쁨, 아름다움을 찾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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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회장 및 지도(담당) 신부

대수 재임 기간 회장 및 지도(담당) 신부 비  고

초대 1968. 11~1970. 10.
현석호(요한)

김정수(레오) 신부

2대 1970. 10~1974. 8. 31
정일천(베드로)

김병도(프란치스코) 신부

3대 1974. 9. 1~1980. 9. 1
김기철(요셉)

김수창(야고보) 신부 교구평협 회장이 

전국평협 회장 겸임.

1979년 사무총장제 도입4대 1980. 9. 2~1982. 2. 13
최상선(마르티노)

오태순(토마스) 신부 

5대 1982. 2. 14~1986. 2. 22

하승백(바오로)

안상인(요셉) 신부

송광섭(베드로) 신부

교구평협 회장과 

한국평협 회장 분리

6대 1986. 2. 23~1988. 4. 4
한용희(암브로시오)

송광섭(베드로) 신부

교구평협 회장과 

한국평협 회장 겸임 

7~8대 1988. 4. 5~1992. 2. 14
박정훈(요한)

김인성(요한 비안네) 신부

9~10대 1992. 2. 15~1996. 2. 23
이관진(베드로)

김인성(요한 비안네) 신부

11~12대 1996. 2. 24~2000. 2. 25
류덕희(모세)

박기주(미카엘) 신부

13~14대 2000. 2. 26~2004. 3. 12
여규태(요셉)

정월기(프란치스코) 신부

15대 2004. 3. 13~2005. 8. 4
손병두(요한 보스코)

정월기(프란치스코) 신부

16~17대 2005. 8. 5~2010. 2. 26
한홍순(토마스)

민병덕(비오) 신부

18~19대 2010. 2. 27~2014. 2. 14
최홍준(파비아노)

민병덕(비오) 신부

20~21대 2014. 2. 15~2018. 2. 9

권길중(바오로)

손희송(베네딕토) 신부 

조성풍(아우구스티노) 신부

22대 2018. 2. 10~현재
손병선(아우구스티노)

조성풍(아우구스티노)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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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구 인준단체

신심운동 단체

가정선교회, 가톨릭노동장년회 서울대교구연합회,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협의회, 국제성경사도직후원

회, 네오까떼꾸메나도 길, 르투루바이(혼인재발견 서울협의회),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운동), 마리아사제운동(M.S.M) 

체나콜로, 바오로말씀봉사회, 새천년복음화사도직협회, 서울 MBW 추진회, 서울가톨릭 시각장애인선교회, 서울

대교구 가톨릭 군종후원회, 서울대교구 가톨릭여성연합회,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서울대교구 지속적인성체

조배회, 서울대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서울미바회,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서울대교구이사회, 성서백주간, 

월드와이드매리지엔카운터 서울협의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두선교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천주교 서

울대교구 북방선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리 더나은세상, 천주교 서울대교구 아버지학교, 천주교 서울대교

구 연령회 연합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한국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한국

여성생활연구원, 한국 콜롬버스 기사단, 행복한 가정운동

직능·동호인단체

가톨릭바리스타협회, 가톨릭 우리맥소리 국악성가단, 가톨릭 광고인 협의회, 가톨릭 상공인회, 가톨릭 서울 법

조회, 가톨릭 세무사회, 가톨릭 세실리아성음악협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서울가톨릭연극협회, 가톨릭 전례꽃꽂이 

연구회, 가톨릭 중등교육자회, 가톨릭마라톤동호회, 가톨릭목공예, 가톨릭 한의사회, 서울 가톨릭 교수협의회, 서

울 가톨릭 미술가회, 서울 가톨릭 언론인협의회, 서울 가톨릭 치과의사회, 서울대교구 가톨릭 간호사회, 서울대교

구 가톨릭 약사회, 서울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서울대교구 가톨릭의사협회, 서울대교구 가톨릭경제인회, 성 바오

로 합창단, 아마뚜스합창단, 이콘연구소(초기 교회 미술연구소), 천주교 서울대교구 국악성가우리소리합창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기사사도직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서울성심간병인회, 트리니타스 여성합창단, 트리니타스 챔버 오케

스트라, 트리니타스 합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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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 개  황

•소재지 : (24355) 강원도 춘천시 약사고개길 21 말딩회관 3층

•Tel (033) 243-4416 / Fax (033) 253-8586

•설립 연월일 : 1983년 6월 5일

•대표자(회장) : 이종명(아우구스티노)

•교구장 : 김운회(루카) 주교

•담당사제 : 김혜종(요한 세례자)

•구성 : 6개 지구 / 61개 본당 / 1개 준본당 / 17개 단체

2. 기수별 약사 및 주요활동

1) 교구평협 약사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의 사명인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평신도사도직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적으로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춘천교구에서는 교구장 박토마 주교의 사목 방침에 따라 본당 단위의 평신도사

도직협의회만 구성되어 오던 중 한국교회 창설 200주년 행사를 목전에 둔 1983년 초, 범 교구적인 행사 준비에 따

른 타 교구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같은 해 6월 5~6일 싸리재 피정의 집(강원도 평창군 도암

면 차항리 소재)에서 교구 내 각 본당 평협 위원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교구장 박토마 주교는 춘천·강

릉·속초·홍천·포천 등 5개 지구 25명의 형제자매를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이하 ‘교구평협’) 위원으로 위촉하

고, 지도 신부에 전세권(바오로), 회장에 윤주원(마태오), 부회장에 심명섭(안드레아), 총무에 황인호(안드레아)를 임명

함으로써 교구 설정 44년 만에 마침내 교구평협의 창립을 보게 되었다. 이처럼 어렵게 출발한 교구평협은 뚜렷한 

이유 없이 명목상으로만 유지시켜 왔을 뿐 교구평협은 잠복기에 들어섰고, 각 본당 및 교구 단체 단위로 산발적이

고 독자적인 평신도 활동이 이루어져 왔을 뿐이었다.

이후 공의회 정신에 따른 평신도들의 보다 능동적인 참여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시대적 요청에 

힘입어 1993년 12월 5일 교구청에서 상임위원 전체 모임을 갖고, 각 단체가 상호 협조하여 평신도 사도직 활동에 

보다 능동적으로 활동하도록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2월 22일 평협 회의를 개최하여 회장에 방재철(대건 안

드레아), 부회장에 김희목(윌터)을 선출하였다.

새롭게 재편된 교구평협은 1995년 3월 18일 천주교 교육원에서 교구장 장익(십자가의 요한, 1994년 12월 14일 착좌) 

주교와 대화의 시간을 갖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사목교서인 ‘복음을 믿고 사는 이웃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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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하였으며, 평협 회칙을 성안하여 평협 운영의 보다 체계적인 토대를 세우는 한편 그 해 7월 22~23일 교육원

에서 실시한 제1회 본당 사목회장, 평협 상임위원 합동연수를 시작으로 매년 1회 합동 연수를 통한 상호 연계성을 

도모하며 평협 조직을 이끌어 왔다.

2001년도까지 7년간 교구평협은 제대로 된 조직을 구축하지 못하고 회장 한 사람만이 명맥을 이어가던 열악한 

형편이 계속되자, 장익 주교는 김현준 사목국장을 통해 사도직 단체를 새로이 개편하여 공의회 문헌에 맞게 평신

도사도직단체협의회(이하 ‘평단협’)를 탄생시켰다. 회칙도 만들어 인준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과 임원진을 구성

하여 춘천교구 평단협로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교구 평단협은 회장단이 활동

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나 물품 등이 전혀 구비되지 못한 채 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어려운 처지를 하

느님께서는 이를 방치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당시 송성복(마티아) 회장은 회

고하고 있다. 평단협에 참가한 교구 단체인 꾸르실료, 교구 레지아, 교구 성령봉사회에서 각각 1,000만원씩을 갹

출해서 당시 3,000만원의 거금을 교구 평단협 사무실 전세금으로 봉헌해 주었고, 사무실 책상 같은 집기 등은 이

웃 신협이 영업을 폐쇄하자 기탁을 받아 임원들과 죽림동 보좌신부와 함께 운반하여 장만하는 등 훈훈한 일화를 

알려주었다.

이러한 고무적이고 능동적인 분위기는 교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평신도 교리교육인 명도학당 개강으로 

연결되어 2002년 3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2년 동안 4학기로 운영되었고, 강좌는 성경·교리·영성·신자생활 

등 4강좌를 진행하였다. 동 기간에 인천 미래사목연구소 소장 차동엽(노르베르토) 신부와 함께하는 춘천교구 소공

동체와 레지오의 자리매김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2002년 9월 27일 춘천지역을 시작으로 포천 서부지역, 교동 영

북지역, 영동지역, 홍천 중부지역 순으로 2003년 말까지 개최하여 교구 5개 지구에 소공동체와 레지오 모임의 활

성화를 위한 밑돌을 마련했다. 또한 원주교구평협과 우정의 임원 피정을 약속하여 2002년 6월 8~9일에는 원주에

서, 2003년 4월에는 춘천에서 매년 순회하며 두 교구평협 임원 간의 교류를 추진하였다. 

교구장의 관심과 지원을 비롯한 교구 임원들의 능동적인 활동, 아울러 교구 단체의 적극적인 지원들이 맞물려 

다양한 평신도 활동이 전개된 그야말로 춘천교구 평단협의 전성기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 시기에 진행된 명도학

당은 또다시 2017년에 제2기 명도학당으로 재탄생되어 현재에도 매 학기별로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고 있고, 대표

적인 춘천교구 평신도들의 신앙 교육 강좌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교구 평신도들의 신앙교육의 못자

리로 더욱 사랑을 받고 있다.

2008년 제9대 평협 첫해는 교구 설정 70주년을 앞두고 그에 대한 제반 사업을 준비하는 분주한 시기를 보냈다. 

장익 주교의 사목 마지막 해인 2009년은 교구 설립 70주년과 이광재(티모테오) 신부 탄생 100주기를 맞아 35개 본

당, 신자 1,263명, 사제 14명이 참가하는 평협 주관의 교구 첫 행사인 ‘38선 도보순례’를 시작하였다. 한편 교구의 

평신도들은 새로 착좌할 새 교구장에 대한 관심이 무척 증폭된 해이기도 하였다. 이후 2011년 10월 8일 3차시에는 

‘38선 티모테오길 도보순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정부의 공휴일 재지정으로 2013년부터는 이광재 신부 순교 당

일인 10월 9일을 도보순례일로 확정하여 매년 이날에 도보순례를 추진하였다. 10주기를 맞는 금년에는 특별한 의

미를 두고 당시 이광재 신부의 행적을 회고할 수 있는 도보순례를 계획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2012년에는 한국평협의 ‘124위 순교자 시복시성 운동’이 전개되자 춘천평협에서는 그 일환으로 전국을 6개 권역

으로 나누어 2박3일 일정의 성지순례를 기획하였고, 1차로 그 해 5월 26~28일 영남권 14개 성지를 71명이 순례를 

시작한 이래 2013년에는 호남권 14개 성지를 61명이, 2014년에는 충청권 14개 성지를 80명이 순례하였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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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대망의 제주지역 성지순례를 162명이 함께 하였고, 2017년은 경기지역, 2018년은 서울·인천지역 성지순

례를 하여 총 6회에 걸친 ‘124위 순교자’ 성지를 순례하는 춘천평협 행사를 주님의 은총으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

었다. 이 행사를 기점으로 오늘날까지 7년간 쉼 없이 순교자들의 순교정신과 영성을 이어나가고자 춘천평협에서

는 매년 2박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 천주교 성지를 순례함으로써 그 맥을 이어가는 자랑스러운 춘천평협으로 거듭

나고 있다.

2) 기수별 주요활동

대수 이름(세례명) 재임 기간

초 대
윤주원(마태오)

1983년 6월~1992년 2월

제2대 1992년 2월~1994년 2월

제3대 방재철(대건 안드레아) 1994년 2월~1996년 7월

제4대 이기천(요한) 1996년 7월~1998년 11월

제5대 이명원(프란치스코) 1998년 11월~2001년 5월

제6대 송성복(마티아) 2001년 6월~2003년 11월 21일

제7대
김승선(세례자 요한)

2003년 11월 22일~2006년 3월 11일

제8대 2006년 3월 12일~2008년 4월 4일

제9대

김춘배(프란치스코)

2008년 4월 5일~2010년 4월 30일

제10대 2010년 5월 1일~2012년 3월 10일

제11대 2012년 4월~2015년 5월

제12대
조홍기(마티아)

2015년 5월 6일~ 2016년 1월 15일

제13대 2016년 1월 16일~ 2018년 2월 28일

제14대 이종명(아우구스티노) 2018년 3월 1일~현재

(1) 춘천평협의 태동기를 이끈 역대 회장들

초대~2대 : 윤주원(마태오), 제3대 : 방재철(대건 안드레아), 제4대 : 이기천(요한), 제5대 : 이명원(프란치스코)

(2) 춘천평협의 토대를 마련한 제6대 송성복(마티아) 회장

① 회장 재임 시의 평협 상황 : 2001년도까지 춘천교구평협은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회장 한 사람만 명맥을 이

어가던 형편이었다. 그래서 장익 주교는 김현준 사무국장 신부에게 사도직 단체를 새로이 개편하여 공의회 문헌

에 맞게 ‘평단협’으로 조직하도록 하고, 회칙도 새로 만들어 인준하고 총회를 통하여 회장과 임원을 선출하고 춘천

교구 평단협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작은 했지만 사무실도 새로 임대해야 하고 집기도 마련하고 사무기

기도 준비해야 되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사도직 단체별로 회비를 거출하여 사무실 전세금과 컴퓨터, 전화, 사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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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무용품을 준비하여 사무실과 회합실 교육장을 마련하여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다.

② 회장 재임 시의 평협 주요 활동

•명도학당 개강

기간 : 2002년 3월 ~ 2003년 12월, 봄학기 3개월 가을학기 3개월 2년 4강좌 교육

강좌내용 : 성서, 교리, 영성, 신자생활 1강좌씩 강의

•소공체와 레지오의 자리매김과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하는 심포지엄

강사 : 차동엽 신부(인천 미래사목연구소 소장)

 2002년 9월 27일 춘천지역을 시작으로 포천 서부지역, 교동 영북지역, 영동지역, 홍천 중부지역 순으로 

2003년 말까지 실시

•원주교구평협과 우정의 임원 피정

   2002년 6월 8~9일 원주평협, 2003년 4월 춘천에서 실시하여 매년 돌아가며 하기로 함

③  잊지 못할 일화 : 사무실 전세금은 교구 꾸르실료에서 1,000만원, 교구 성령봉사회에서 1,000만원, 교구 레

지아에서 1,000만원(전세금 3,000만원)으로 마련하였으나, 사무실 책상 의자 집기가 없어 이웃 신협이 영업을 

폐쇄하는 곳에서 의자와 회의실 집기 탁자를 기탁 받아 임원들과 죽림동 보좌신부와 함께 운반하여 장만하

였다. 전세금을 희생한 단체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어려울 때 고생한 임원들에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전한다.

제6대
주교 사목국장 부회장 사무국장

장익(십자가의 요한) 김현준(율리오) 신부 김승선(세례자 요한) 이화자(율리안나)

(3) 춘천평협의 체제 구성을 정립한 제7~8대 김승선(세례자 요한) 회장

①  회장 재임 시의 평협 상황 : 2004년 교구 본당 운영 체제 구성(4바퀴 체제 구성)

   주임신부(회장)-사목협의회(부회장), 재무평의회,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총구역 협의회

   2007년 10월 22일 교구 제 단체 지도신부와 교구장 인준 단체 회장 연석회의

② 평협 주요활동

•한국평협 상임위원회 춘천교구 주최

   5월 27~29일에는 춘천교구 내 고성 까리따스 피정의 집에서 한국평협 손병두 회장 외 12개 교구평협회장단 및 

상임 단체장 78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한국평협 상임위원회를 진행하였다. (장익 주교, 임헌규 안셀모 사목국장)

•춘천교구 본당 대표단 및 교구평협 제 단체 임원 연수

   3월 11~12일에는 춘천교구 영서지구(춘천, 남춘천, 서부, 중부) 본당 대표단 및 교구평협 제단체 임원 연수(천주교 

교육원)를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체제 활성화 방향’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실시하였고(평협 제단체장 20명, 본당 

평협 대표 19명 참석), 9월 8~9일 춘천교구 영동지구(영동, 영북) 옥계성당에서 ‘평신도사도직단체의 단체성’(초빙강

사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이용기 회장)이라는 주제로 연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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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0월  제1회 교구장배 6개 지구 평협 족구대회를 교구 신부 및 선수 7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

었다.

(4) 춘천평협의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연 제9~11대 김춘배(프란치스코) 회장

①  회장 재임 시의 평협 상황 : 2008년 재임 첫해는 교구 설정 70주년을 앞두고 그에 대한 제반 작업을 준비하

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 교구장에 대한 관심이 묵시적으로 증폭된 해였다. 2009년 김운회(루카) 교구장

의 착좌로 희망의 시대를 열게 된 해였으므로, 교구 설정 70주년을 맞아 새로운 기운이 움트는 작은 변화가 

시작된 해였으며, 이후 6년간 교구장과 사제, 평신도 간의 소통이 폭이 넓어지는 작은 변화의 물결이 일렁이

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구 공동체로 일신해 가는 모습을 보여 왔다고 본다.

② 회장 재임 시의 평협 주요 활동

•38선 디모테오 길 도보순례

2009년 8월 29일 평협이 주관한 최초의 교구 행사로, 교구 설립 70주년과 이광재(티모테오) 신부 탄생 100주

년 기념으로 ‘38선 도보순례’ 개최(35개 본당 1,263명 참석, 사제 14명)

이후 2011년 10월 8일 3차 때 ‘38선 티모테오길 도보순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정부의 공휴일 재지정으로 

2013년부터 이광재 신부 순교 당일인 10월 9일로 확정하여 연 1회 실행하였다.

•성지순례

한국 평협의 ‘124위 순교자 시복시성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2박 3일 일정의 성지순

례를 기획하여 1차로 2012년 5월 26~28일 영남권 14개 성지를 71명이 순례하였다. 이어 2013년 4월 5~7일 호

남권 14개 성지를 61명이 순례하였으며, 2014년 5월 9~11일에는 충청권 14개 성지를 80명이 순례하였다. 2015

년 3월 18~21일에는 대망의 제주지역 성지순례를 162명이 함께하였다.

③  잊지 못할 일화 : 2009년 8월, 38선 도보순례를 교구평협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평화방송에 방송을 요청하자 

“춘천교구에서 어찌 그런 일이 있냐.”며 달려와 중계해 준 평화방송 앵커의 “진정한 평화와 참된 사랑을 간구

하는 모든 춘천교구민들의 소망이 가신 님의 흐뭇한 미소 위로 모아지고 있었다.”라는 마지막 멘트를 소개한 

당시에, 이 행사를 주최한 춘천평협 김춘배 회장은 “어찌 그런 일이?”라는 세 단어의 말이 촌철살인의 비수가 

되어 아직까지도 가슴속 깊이 박혀 있어 잊히지 않는다고 했다.

주교 사목국장 부회장 사무국장

제9대 장익(십자가의 요한) 신호철(토마스) 신부

이향만(바오로)-상임

최인규(가스팔)

노충선(모니카)

김혜자(체칠리아)

제10대 김운회(루카) 신호철(토마스) 신부

이향만(바오로)-상임

조홍기(마티아)

김시우(바오로)

노충선(모니카)

김혜자(체칠리아)

제11대 김운회(루카) 신호철(토마스) 신부

이향만(바오로)-상임

조홍기(마티아)

김시우(바오로)

노충선(모니카)

박윤숙(체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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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춘천평협을 명실상부한 교구 평신도 대표 조직으로 이끈 제12~13대 조홍기(마티아) 회장

①  회장 재임 시의 평협 상황 : 교구 인준 단체장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춘천평협 조직을 확대·개편하여 교구의 

단체장뿐만 아니라 모든 본당 사목회장까지 포함하는 춘천평협 조직으로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춘천평협

을 춘천교구 평신도를 대표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조직으로 탄생시킴(춘천평협 회칙 개정, 2015년 12월).

② 회장 재임 시 평협 주요 활동

• 춘천교구 평신도 신앙교육의 못자리인 ‘명도학당’을 부활하여 3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평신도의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적 토대 마련

• 2016년 4월부터 교구의 6개 지구별로 도보순례길을 개발하여 지구의 사제·수도자·평신도들이 함께 참여하

여 걸으면서 일치된 마음으로 신앙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행사 전개

• 교구 여성연합회를 준·창립하여 출범시킴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복음화를 위한 교구 여성 교우들의 역량과 

의지가 보다 잘 발휘될 수 있는 기틀 마련

• 한국평협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선포된 은총의 ‘평신도 희년’을 뜻깊게 보내기 위하여 평신도 희년 개막식

(2017년 12월 3일)을 거행함과 동시에, 6개 지구별로 평신도 희년 특강을 기획하고 「평신도 희년 수첩」을 발간하

여 배부함으로써 평신도 희년 내내 춘천평협이 실천운동으로 추진하는 ‘다가가 인사하기, 십자성호 긋기, 예

비 신자 및 냉담 교우 각 1명을 3회 방문하여 선교하기’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

주교 사목국장 부회장 사무국장

제12대 김운회(루카)
신호철(토마스) 신부

홍기선(히지노) 신부

김시우(바오로)-상임

연병국(암브로시오)

원운재(하상 바오로)

이효원(스테파노)

유효현(알렉산델)

제13대 김운회(루카)
홍기선(히지노)

김혜종(세례자 요한) 신부

이종명(아우구스티노)

김영숙(미카엘라)

노충선(모니카)

유효현(알렉산델)

(6) 평신도 희년을 기쁨으로 맞이한 제14대 이종명(아우구스티노) 회장

①  회장 재임 시의 평협 상황 : 2018년 제14대 춘천평협은 평신도 희년을 보내면서 사목교서 ‘신앙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 신(信), 망(望), 애(愛)의 삶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출발함.

② 회장 재임 시의 평협 주요 활동 

• 교구평협에서 추진하는 제반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임원 모두가 함께하며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

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기로 했다.

- 신자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주 월요일 명도학당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제2기 둘째 학기가 3

월 12일 개강하여(강사: 정태현〔갈리스도〕 신부, 주제: ‘성경의 배경과 맥’) 6월 4일 수료식을 했으며(수료자 120명), 제2

기 셋째 학기는 9월 10일 개강으로(강사: 사목국장 김혜종〔세례자 요한〕 신부, 주제: ‘전례’) 12월 10일 수료식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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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140여 명의 신자가 수강을 하고 있다.

- 올해 10월 9일 10회를 맞이하는 ‘티모테오 순례길’은 6·25 전쟁 중 북녘에 남은 신자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광재 티모테오 신부 순교 68주년과 도보순례 10주년을 기념한다. 이 행사에는 교구장 김운회(루카) 주

교가 함께 걷고 미사도 집전하며, 해마다 1,000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 ‘춘천교구 6·25 순교자’ 시복시성을 위한 성지순례를 2018년 4월 25일부터 2박3일 동안 서울·인천지역에 

있는 성지를 순례하였으며(참가자 80명), 지금까지 영남지역, 호남지역, 충청지역, 제주지역, 경기지역의 70여 

개의 성지를 순례하였다. 

- 8월 24일 ‘상임위원 및 임원 하계 연수’를 인제 ‘다물 피정의 집’에서 담당 김혜종 신부, 이종명 회장 외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상임위원인 지구장 사목회장과 단체장, 임원이 함께한 임원 연수는 평협에서 추진

하는 행사를 뒤돌아보고, 앞으로 추진하는 일들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회가 되었다.

• 평협 설립 50주년을 한국평협과 연대하여 평신도 희년에 하느님 나라를 세우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신

도 역량을 갖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였다.

-  ‘지구별로 찾아가는 평신도 희년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평신도 희년 특강을 통해 평신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교회 가르침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다.

날짜 강사 주제 장소

3월 16일 최현순 박사(서강대 신학대학원) 평신도, 그는 누구인가? 춘천 죽림동 주교좌성당

4월 28일 김영숙(안나, 순교복자수도회) 수녀 성 정하상 바오로의 삶 서부지구 포천성당

5월 25일 주원준 박사(한샘성소연구소) 성경을 가까이하는 평신도 중부지구 홍천성당

6월 15일 이상덕(이사악, 평신도 선교사) 선교하는 평신도 영북지구 교동성당

9월 7일 권길중(바오로, 전 한국평협 회장) 기도하는 평신도 영동지구 솔올성당

10월 21일 두봉 주교(안동교구) 세상 속의 평신도 남춘천지구 스무숲성당

- 평신도 희년 동안 평신도가 할 수 있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활동을 수행한 후 기록하도록 하여 실

천의욕을 높이고, 보다 의미 있게 지낼 수 있도록 평신도 희년 수첩을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주교 사목국장 부회장 사무국장

제14대 김운회(루카) 김혜종(세례자 요한) 신부

유효현(알렉산델)-상임

김영숙(미카엘라)

김미영(베네딕타)

이정란(미카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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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과 전망

1) 문제의 인식

세례로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

느님 나라의 실현은 그분의 은총 안에서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믿음과 희망과 사랑 속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 그런데, 보통 사제와 수도자들의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춘천교구 안에서 

평신도들의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을 이끌어야 할 춘천평협의 역할은 아직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특히 춘천교구는 관할지역이 넓어서 6개 지구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는데, 모든 면에서 교구청이 있는 춘천지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춘천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중부, 서부, 영동, 영북지구의 경우, 평신도 의견수렴은 각별

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그동안 춘천평협이 교구 인준 단체장들로만 구성

되어 있었고, 임원도 활동적인 몇 개 단체의 임원들로만 구성되고 있어 넓은 지역에 분포된 교구 전체 교우들의 의

견을 수렴하여 이끌어갈 역량이 미흡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제12대 평협(회장 조홍기)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교구장과 사목국장 신부의 전적

인 공감과 전폭적인 지원 아래 회칙을 새로 제정하여 기존의 평협 조직을 해체하고, 명칭도 ‘춘천교구 평신도사도

직단체협의회’에서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로 변경하여 확대 개편된 새로운 평협의 틀을 마련하였다.

2)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노력

춘천평협은 1983년 설립 이래 어려운 상황이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한국전쟁 중 순교한 이광재(티모테오) 신부

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배우기 위해 시작한 ‘38선 티모테오길 도보순례 행사’나 교구 순교자들의 시복시

성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전국 권역별 성지순례’ 등의 사업을 전개하였고, 이러한 사업은 평신도들의 호응 

속에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평협은 교구 내에서 명실공히 평신도들을 대

표한다는 대표성을 확보하는 문제, 평협과 각 지구, 평협과 본당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는 문제, 그리고 평신도

의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는 중

이다.

① 대표성의 문제

사실 춘천평협은 평신도사도직 단체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평신도들의 의견은 

구조적으로 반영될 길이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평협의 조직과 임원 구성이 수적으로 취약하였고, 6개 지

구별로 평신도의 의견을 수렴할 체계가 마련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5년 12월, 제12대 춘천평협을 통해 평협 

회칙이 크게 개정되어 단체 활동을 하는 교우뿐 아니라 교구의 모든 평신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

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출범한 제13대 춘천평협은 교구의 모든 평신도를 아우를 수 있는 평신도의 대표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평협 총회의 참석 범위를 기존의 교구 인준 단체장뿐만 아니라 각 본당의 사목회장

까지 확대함으로써 춘천평협은 교구의 모든 평신도를 아우를 수 있는 조직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처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혁은 이루어졌으나 아직 의식의 변화 정도는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단

체장 중심의 기존 평협의 이미지가 오랫동안 굳어져왔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고 3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일

부 사제나 사목회장들은 “우리 본당 사목회장이 본당 일도 바쁜데 왜 교구평협 일에까지 참여해야 하는지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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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평협이 교구 신자들의 대표기구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

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② 평협과 지구, 평협과 본당과의 연결고리 구축의 문제

춘천교구는 관할지역이 넓기 때문에 사목적인 목적으로 6개의 지구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고, 지구마다 지구

장 사제를 임명하여 지구장 사제를 중심으로 매월 지구사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본당 평신도

들의 대표인 본당 사목회장들의 지구별 회합은 6개 지구 중 1개 지구를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평신도들의 의견이 지구 차원에서 수렴되어 교구평협으로 전달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구평협 차원에서 평신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구별 평협 

조직을 통해서 평신도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교구평협과 본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평신도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본당도 많지 않고,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활동이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일부 교구에서처럼 교구평협이 본당 사목회장 연수를 주최하고 

있지도 못한 현실이기 때문에 교구평협과 본당과의 연결고리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교구평협이 평신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에 조홍기(마티아) 회장을 중심으로 한 제12대 춘천평협은 열악한 신앙 환경에 놓인 교

구의 소규모 본당에 대해 관심을 갖고 평협 임원들이 소규모 본당을 직접 방문하여 본당 관계자들과 대화를 갖

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교구평협과 본당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서로 연대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시도

였다고 할 수 있다. 2016년에는 교구의 6개 지구별로 도보순례 코스를 개발하여 평협 임원들이 해당 지구의 사

제, 수도자, 평신도들과 함께 순례길을 걸으면서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쌓기도 하였다. 이 또한 교구평협과 지

구와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평신도 의식을 깨우는 영적 성장 교육

2000년 대희년을 맞이하면서 장익(십자가 요한) 전 교구장의 노력으로 시작된 ‘명도학당’은 여러 해 동안 교구 

평신도 신앙교육의 못자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강생의 감소로 2011년 문을 닫았다. 

2015년 말에 개정한 새로운 회칙으로 2016년을 맞이한 제12대 춘천평협은 그 첫 사업으로 몇 년 동안 중단되었

던 ‘명도학당’을 다시 부활시키기로 하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평협이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평신도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교육사업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2016년 가을학기부터 2017년 봄학기까지 3개 학기 동안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주교재로, 매학기 4명(총 12

명)의 교구 사제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가톨릭 교리의 핵심내용을 깊이 있게 강의하였다. 매학기 120~138명의 

예상보다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여 매주 월요일 저녁이면 말딩회관 대강의실이 열정으로 가득하였다. 수강생 

중에는 팔십이 훨씬 넘은 어르신도 있고, 강릉·포천·현리·미원·홍천 등 아주 먼 거리에서 오는 분들도 있

었다. 매 학기마다 중간과 끝에 간단한 설문조사로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사항을 시정하기도 하고 강의에 대한 

만족도도 파악했는데, 놀랍게도 3개 학기 평균 강의 만족도가 5.0 만점에 4.56으로 매우 높았다. 그동안 하느님

께 다가가는 길을 배우고 싶은 갈망에 신자들이 얼마나 목이 말라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이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과 평신도 영성’(신호철 신부)과 ‘성경의 배경과 맥’(정태현 

신부) 강의가 목마른 춘천교구의 평신도들을 공의회의 영적 보화와 성경 말씀의 은총으로 채워주었다. 특히 신호

철 신부는 게쎄마니 피정의 집 피정을 하루 거르고 와서 뜨거운 열정으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중요성과 공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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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신을 알기 쉽게 가르쳐주었고, 전주교구의 정태현 신부는 전주에서 춘천까지 그 먼 길을 한 주도 거르지 않

고 와서 성경의 보화를 캐는 맥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사는 삶의 기쁨을 일깨워주었다. 

2018년 가을학기는 ‘가톨릭 전례의 아름다움과 전례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로마 안셀모 대학에서 전례학 박

사학위를 받고 현재 사목국장으로 소임하는 춘천평협 담당사제 김혜종(세례자 요한) 신부의 강의여서 여느 때보다

도 강의에 대한 기대가 크다. 2019년 봄학기는 가톨릭 신학의 핵심 중의 핵심인 ‘그리스도론’을 개설하고, 가을

학기는 ‘가톨릭 사회교리’를 개설하여 우리 신앙인의 실천적 삶을 되돌아봄으로써 4년간의 ‘명도학당’ 과정을 총

정리하고 2020년부터는 춘천교구 신앙교육의 못자리로서 보다 발전된 형태의 ‘명도학당’을 준비하고 있다.

3) 전망

가톨릭 신앙의 나침반인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폐막된 지도 50년 이상이 지났다. 우리는 그 바티칸 공의회 정

신을 얼마나 알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을 신앙인으로서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아직도 바티칸 공의회 이전 세계에

서의 신앙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본당, 우리 단체에서 봉사하기도 바쁜데, 내가 왜 교구평협의 일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

“우리 본당, 우리 단체에서 봉사하기도 바쁜데, 우리 본당 사목회장이 왜 교구평협의 일까지 맡아야 하나?”

“신부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내가 왜 그런 봉사까지 해야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목회장, 단체장, 신부님, 평신도들은 분명 몸은 공의회 이후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신은 

아직 공의회 이전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신앙에는 항상 배움이 필요하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

큼 실천하기 때문이다. 

춘천평협의 대표성 확보 문제나 교구평협과 지구 또는 본당과의 연결고리 구축의 문제도 결국은 교구 평신도의 

교육 문제로 귀결된다. 신앙의 개인주의나 세속주의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구원은 장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에는 공동체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앙인 교육은 장기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을 삶 속에서 지키기 위해 우리가 왜 본당과 각 

지구의 신자들, 또 교구 전체 신자들과 연대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한국과 세계의 모든 가톨릭 공동체와 일치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춘천평협은 그런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춘천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명도학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부, 서부, 영동, 영북지구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춘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신자들도 하느님께 올바로 다가가는 길을 배울 수 있는 영적 신

앙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 은총의 ‘평신도 희년’을 맞이하여 춘천평협이 기획한 ‘찾

아가는 평신도 희년 특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춘천평협이 처음으로 기획한 ‘찾아가는 평신도 희년 특강’

에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여 희년의 기쁨을 이해하고 희년을 의미 있게 지내려고 다짐하고 있다. 6개 지구 중 춘천, 

서부(포천), 중부(홍천), 영북(속초)지구 등 4개 지구가 끝났고, 9월과 10월에 각각 영동(강릉)과 남춘천(스무숲)지구를 

남겨두고 있다.

이처럼 춘천교구가 ‘답게살겠습니다!’나 ‘평신도 희년’과 같은 어떤 중요 행사나 운동이 있을 때마다 6개 지구를 

방문하고 본당의 교우들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함으로써, 춘천교구 가톨릭 공동체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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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으로 연대하고 일치하는 가운데, 춘천평협의 존재 이유도 사제와 수도자 및 평신도들에게 서서히 각인될 것으

로 전망된다.

4. 교구 인준단체

레지오마리에,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꾸르실료, 매리지 엔카운터, 성령쇄신묵상회, 포콜라레, 가톨릭 간호사

회, 가톨릭 문우회, 가톨릭 미술인회, 가톨릭 방송인회, 가톨릭 성우회, 가톨릭 의사회, 가톨릭 운전기사연합회, 

교정사목회, 가톨릭 음악인회, 가톨릭 교수회, 신앙문화유산 해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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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 개황 

•소재지 : (34915)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71, 대전가톨릭문화회관 306호

•Tel (042) 252-7856 / Fax (042) 252-7850

•설립 연월일 : 1966년 9월

•대표자(회장) : 김광현(안토니오)

•교구장 : 유흥식(라자로) 주교

•지도신부 : 김민희(바오로) 

•구성 : 14개 지구 / 142개 본당 / 36개 단체

2. 기수별 약사 및 주요활동

1) 초대(1966~1967년) : 배영준(요한 보스코) 회장

대전교구 제2대 교구장 황민성(베드로) 주교가 1965년 5월 30일 착좌하면서 대전교구에 평신도 사도직운동이 시

작되었다. 1966년 8월 26~28일 대흥동 주교좌성당에서 교구 내의 평신도 대표들인 각 본당 회장들을 위한 피정

을 실시했고, 9월에 사목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0월에는 ‘사도칙 회칙’을 주교회의에서 인준·공포하였다. 1967

년 10월 11~18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3차 세계평신도대회’ 한국 대표단에 황민성 주교가 참석하였다. 배영

준(요한 보스코) 초대 회장은 1982년 11월 대전가톨릭법조회를 조직하여 가톨릭 신앙 안에서 공동체적인 일치를 실

현하고 교우들의 법률관계 등에 봉사하였다.

2) 제2대(1968~1969년) : 강신엽(토마스) 회장

1968년 7월 23일 대흥동성당에서 ‘한국가톨릭 평신자 사도직 중앙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전국 평신도사도직중앙

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장 유흥렬, 부회장 이태재·김양순, 감사 김남동·이원교를 선출하였다. 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더욱 촉진되는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조직적으로 구현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대전교구에서도 그동안 

조직 중이던 ‘여성단체협의회’ 창립총회가 1968년 8월 18일 대흥동성당에서 교구 내 많은 부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성모 마리아를 수호로 모신 이 협의회는 회원 자신의 신앙생활의 향상과 피정, 연수회, 연구발표 등 

모임과 행사를 통해 자신과 교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후, 교구 산하 전교회장 회의(1969년 3월 5~6일, 성환

성당), 신용협동조합평의회 창립총회(1969년 5월 24일 대동성당)가 개최되는 등 평신도 운동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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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대(1970~1971년) : 오덕균(베르나르도) 회장

1970년 3월 교구 협의회에서 1970년을 평협 조직의 해로 정하고 본당 협의회의 구성을 요청했다. 이듬해 7월 

교구 내 지구를 대전·논산·천안·공주·예산·서산·서천 등 7개 지구로 개편하였으나, 평협 차원의 각 지구는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1970년 8월 24일 성모여자중학교에서 전국 교구대표 및 직능 대표 등 24명이 모여 전문 7

장 21조로 된 헌장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한국정의평화위원회’의 창립을 선언하였다.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

화적 발전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정의와 평화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 위원회는 회장에 유흥

렬 박사, 부회장에 이태재 박사·한종훈 신부, 이사 6명, 감사 2명을 선출했다.

4)  제4~7대(1972~1979년) : 김성수(바오로) 회장

1972년 6월 18일 대전평협 주관 순회강연을 조치원성당에서 실시했고, 11월 19일 평신도 주일 강론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1974년 9월 평신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976년 11월 21일 평협 회장단 회의를 부여성당에서 

개최하였으며, 1976년 12월 24일에는 성탄전야 합동시가행진을 대전 시내에서 실시하였다. 1978년 10월 3일 교

구 성체대회(성모여고 교정, 15,000명 참가)를 실시하였는데, 이날 성체강복식에 앞서 교회 발전에 공이 많은 교구 평

협 김성수(바오로) 회장 등 7명에게 교구장의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1979년 3월 6일 황민성 주교는 교황 요한 바오

로 2세가 수여한 공로훈장 및 훈장기를 김성수 평협 회장에게 전달했다. 김 회장은 1972년부터 초창기의 교구 평

협을 맡아 오늘날의 기틀을 마련했고 평신도로서 꾸르실료, M.B.W, 성령세미나 등을 교구에 도입하는 데 공을 세

우며 대전교구 평신도 활동에 큰 공헌을 해 왔다. 교회 안팎의 크고 작은 일에 사랑과 봉사로 임해 온 그를 가리켜 

황민성 주교는 “교회 일이라면 언제라도 발 벗고 나서는 참된 신앙인인 동시에 항상 겸손을 잃지 않는 온화한 인품

의 소유자”라고 했다. 

5) 제8대(1980~1981년) : 호준수(요한) 회장

1980년 2월 23~24일 성남동 교육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대전평협 임원진을 개선했다. 회장 호준수, 부회장 

강완기·명노형·이정구·곽영자, 감사 연규철·민한기, 사무국장 유경선, 평의원 대전지구 이규성, 천안지구 이

인호, 논산지구 김석배, 서산지구 정병식, 대천지구 조시연이었다.

1981년 11월 11일 평협 상임위원회에서 사제와 평신도 간의 융화, 김대건 신부 탄생지인 솔뫼 성역화를 위한 모

금운동 촉진, 평신도의 날을 맞은 전교활동의 적극화 등 당면 실천문제들을 협의했다. 상임위는 솔뫼 성역화 모금

운동이 침체되고 있는 현상을 중시, 각 본당을 위원들이 분담하여 소정기간 내의 목표액 달성을 독려키로 했다. 평

신도의 날을 맞아 신자들의 자세와 사명을 다시 강조한 상임위는 평협이 앞장서 전교활동을 벌이고, 황민성 주교

가 담당한 금요일 지성인 교리에 예비신자를 되도록 많이 유치하도록 했다. 솔뫼 성역화 추진을 위해 교구 상임위

원을 임명했으며, 각 본당은 10인 이내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당 주임신부와 총회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토록 

했다.

6)  제9대(1982~1985년) : 강완기(베르나르도) 회장

1982년 1월 30일부터 2박3일간 정기총회 및 연수회를 성남동 교육회관에서 개최하고, 평협 집행부를 전면 개편

했다. 강완기 신임 회장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 8만 신자의 심부름꾼으로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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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했다. 그리고 ①사순절 신앙 강좌, ②공소 순회, ③평신도 세미나, ④솔뫼 성역화운동의 계속 추진, ⑤평신도 체

육대회 등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1982년 4월 19일 평협 상임위원회에서는 평신도들의 종교 인생 문제를 비롯한 

광범위한 신앙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한 상담실을 설치키로 하고 11월 25일부터 가톨릭문화회관 2층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1984년 8월 29일 제3대 대전교구장 경갑룡(요셉) 주교의 착좌식이 대흥동성당에서 있었다. 강완기 회

장은 “새 교구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경갑룡 주교는 

“그분은 갈수록 커져야 하고 나는 갈수록 작아져야 한다.”는 좌우명을 인용하면서 “교구와 본당·공동체 그리고 

각자는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도록 하자.”고 호소,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동참의 마음을 불러일으켰다.

7) 제10대(1986~1987년) : 이규성(토마스) 회장

 

8)  제11대(1987~1988년) : 이춘식(요셉) 회장

9)  제12대(1988~1989년) : 정순택(요셉) 회장

1986년 10월 1일 병인 순교 120주년 교구 신앙대회가 해미성지에서 열렸고, 12월 29일에는 신학교 건립계획이 

발표되었다. 1987년 12월 4일 제1기 공소 지도자학교를 개설하여 공소의 청년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교회에 참여

토록 교육하였다. 1988년 10월 16일 한국성체대회를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6만여 명의 전국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고, 평협은 1989년도에 서울에서 있을 제44차 세계성체대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1988년 12월 30일 

『대전교구 30년사 자료집』이 출간되었다.

10) 제13대(1989~1990년) : 박상환(베드로) 회장

1989년 4월 3일 신학교 건립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10월 30일 사제성소와 신학교 건립을 위한 기도운동이 

전개되어 평협이 이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1989년 10월 8일 제44차 세계성체대회가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개최

되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날 성체대회를 위해 두 번째로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김수환 추기경은 성체대

회에 북한 신자들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대전평협도 한국평협과 뜻을 같이 세계성체대회에 적

극 참여하였다.

11) 제14대(1990~1991년) : 변평섭(베드로) 회장

12) 제15대(1992~1994년) : 오만진(아가비오) 회장

1992년 2월 15~16일 엠마우스 피정의 집에서 1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연수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에 

괴정동본당 오만진 교수(충남대)를 선출했다. 이때 회장 임기를 2년 단임에서 3년 단임으로 개정했다. 또 평협 차

원에서 신학교 건립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하였고, 맹광호 교수(가톨릭의대)의 ‘교회와 생명운동’ 강의 등이 있

었다. 1993년 3월 2일 대전가톨릭대학교가 개교하고(1986년 4월 대전신학교 건립 10개년 계획수립, 1989년 1월 건립추진

위원회 발족, 1989년 10월 교황청의 신학교 건립 인가, 1991년 김수환 추기경 주례로 대지 축복식), 초대 학장에 김영교(베드로) 

신부가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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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0월 3일 스포츠를 통한 교구민 상호결속과 친교를 다지기 위해 대전평협이 주최한 제1회 교구장배 본

당 대항 테니스대회가 충남대학교 테니스코트에서 개최되었다. 25개 본당에서 선수 및 임원진, 테니스 애호인 등 

300여 명이 참가했다. 오만진 회장은 2008년 11월 15일 교황 베네딕토16세가 수여하는 ‘아우구스토 십자가훈장’

을 받았다. 아우구스토 십자가훈장은 ‘교회와 교황을 위한’(Pro Ecclesia et Pontifice)이라는 뜻을 지닌 것으로 ‘영예

의 십자가’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교회를 위해 두드러진 공헌을 한 이들에게 수여되고 있다.

13)  제16대(1995~1997년) : 이병철(마리오) 회장

1995년 2월 11~12일 정림동 살레시오 청소년교육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단을 구성하는 한편, 전교・

복지사업·성소후원사업·농촌 살리기 운동 등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1996년 7월 17일 대평협 주관으로 제

1회 선교 토론회를 대전가톨릭대학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선교와 냉담’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범배 신부(사목국장)의 주제 발표와 신자 실태조사보고(이주영 교수), 선교 및 냉담에 관한 연구

발표, 사례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발표에 나선 대전평협 장기운(요한 보스코) 상임위원은 “천주교 

신앙인의 색깔이 퇴색되고 차별성이 없어지면서 이탈자가 늘고 있다. 물질만능, 인명경시풍조, 우리 사회의 도덕

성 상실 등으로 선교 및 교세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복음화 방안으로 삶의 최종 목적과 행복의 

본체는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신앙인으로서의 기쁨을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14) 제17대(1998~2000년) : 변평섭(베드로) 회장

1998년 2월 21~22일 대전 가톨릭교육회관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단 연수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으로 탄방동

본당 총회장인 변평섭(베드로) 회장을 선출했다. 1991~1992년 평협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변 회장은 “교구 설정 

40주년과 대희년을 맞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 때에 회장직을 맞게 되어 더더욱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국교회가 평

신도 지식인들에 의해 태동됐던 만큼 2천년 대희년에 보다 주체적인 평신도 상을 정립하기 위해 평신도 스스로의 

교육과 이에 대한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998년 4월 25일 교구 설정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40끼 단식운동’을 전개, 여기서 얻어진 기금을 북한 동포

들에게 전달키로 결의했다. 이 운동에는 교구 내 84개 본당 가운데 69개 본당이 참여해 82%의 참여율을 보였고, 

1999년 1월 20일에 마감한 결과 총모금액이 1억 571만 2,595원에 달했다. 대전평협은 1999년 3월 5일 대한적십

자사를 방문하여 교구 전 신자들이 40끼 단식을 통해 모금한 북한동포돕기 성금 전액을 전달했다.

1999년 4월 17~18일 솔뫼 피정의 집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대전시 외 4개 지구 평협 회장단 모임을 결성함

으로써 전년부터 추진해 온 지구 회장단 모임 결성을 완료했다. 지구 회장단 모임 결성을 마무리함으로써 지구 중

심의 평협 활동을 강화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지구조직 개편과 ‘지구장 중심 사목 강화’라는 교구의 사목

방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평협은 이를 위해 평협 회보에 ‘지구(地區)란’을 신설,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11

월 20일에는 대전평협이 교구 발전에 기여하고 신앙에 모범을 보인 숨은 일꾼을 찾아 알림으로써 교구 평신도들

이 더욱 성숙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제1회 가톨릭대상 수상자로 선교부문(대흥동본당 가두선교단)과 봉사부

문(김기철 아우구스티노, 궁동본당 연령회장)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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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8대(2001~2003년) : 오희철(파비아노) 회장

2001년 4월 28~29일 솔뫼 피정의 집에서 열린 제31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오희철(파비아노) 회장은 

“평신도 정체성을 찾기 위해선 하느님 말씀을 직접 듣고 실천하는 충실한 하느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

고 이를 위해 교구 사목기획국 주관의 ‘가톨릭성서교실’을 비롯한 성서교육·모임에 많은 신자들이 함께 할 수 있

도록 내실 있는 지원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기만 신부(대전가톨릭대 교수)의 신유박해를 중심으로 한 ‘선

조들의 순교정신과 오늘의 평신도 역할’과 곽승룡 신부(사회기획국장)의 ‘본당 조직의 현실 분석 및 운영방향’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2002년 10월 26일부터 대전평협은 갑천 고수부지에서 내포의 사도 이존창(루도비코) 순교자의 영성을 조망하고, 

하느님을 향한 순교자들의 순수와 열정을 되새기고자 한 달간 제1회 ‘내포의 사도 이존창 루도비코제’를 개최했다. 

사목지표인 ‘복음적인 친교 공동체 건설’을 구현하며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을 널리 알리고 본받는 평신도 축제의 

장이 되었다. 10월 26일 개막미사에 이어 대전교구 도농 한마당 잔치와 평협을 중심으로 교구 내 각 사도직 단체

들이 참여하여 11월 7~13일 미술 전시회, 9일 생활성가 콘서트, 16일 선교 포럼, 23~24일 소공동체 교구 모임 등

의 행사를 하고 막을 내렸다. 

16)  제19대(2004~2006년) : 김명중(빈첸시오 페레르) 회장

2004년 4월 24~25일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김명중(빈첸시오, 월평동본당) 신임 회장은 지구 활성화와 교구 평협의 

활성화를 통해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히며 “구역·반모임 공동체, 본당 공동체가 있는데 지구 

공동체와 교구 평협 공동체가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잘되도

록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통해 평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각 본당 회장단의 협조를 당

부했다.

2004년 11월 7일 대전지역 ’제1회 구역장·반장의 날 행사’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었다. ‘항상 말씀을 살자’는 

주제로 1부 성경 안치식 및 주제 강의, 2부 레크리에이션과 체험사례 발표, 3부 나눔 잔치로 진행되었다. 이날 34

명의 모범 구역장·반장들이 교구장 표창과 성모자상을 선물로 받았고, 한편, 충남지역 ’제1회 구역장·반장의 날 

행사’는 2005년 10월 29일 천안 복자여고 마리아홀에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먹고 즐기자’(루카 15,23-24)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005년 4월 6일 제4대 대전교구장 유흥식(라자로) 주교 착좌식이 충무체육관에서 거행되었다. 김명중 평협 회장

은 축사에서 “우리 주교님, 사랑합니다.”를 세 번 외쳐 신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17)  제20대(2007~2009년) : 김윤성(요한 비안네) 회장

2007년 3월 3~4일 정하상교육회관에서 제37차 정기총회를 갖고, 둔산동본당 총회장인 김윤성(요한 비안네) 회

장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평협은 교구장님의 사목지침에 따라 평신도에게 주어진 가정·교

회·직장·사회 복음화에 힘써 왔다. 선배 평신도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본받아 평협이 교회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올해는 교구 설정 60주년을 준비하는 두 번째 해로 어느 때보다도 평신도들의 책임

이 막중함을 느낀다.”며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각종 행사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

혔다. 이날 평협은 ①교구 설정 60주년사업에 적극 참여, ②지구 활성화 지원 및 참여, ③분과장 교육 지원, ⑤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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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를 통한 정보교환 등 4개항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2008년 10월 12일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유흥식 주교 주례로 교구 설정 60주년 감사미사를 봉헌했다. 지난 60

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고, 장한 순교자들의 모습을 본받아 70년, 100년 교구 역

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대전평협은 <교구 설정 60주년 기념 우리의 다짐>을 발표하고, 순

교신앙을 묵상하고 기도에 충실하며 사도 바오로의 선교 열정을 본받는 신앙인이 될 것 등을 담은 다섯 가지 사항

을 교구민 모두가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2009년 3월 14일에는 정하상교육회관에서 ‘한생명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제39차 정기총회를 겸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5개 평신도 단체와 53개 본당 회장 155명이 참석해 혈액 부족과 장기기증을 받지 못해 고통 받는 이웃을 

위한 ‘한생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생명의 빛을 밝히는 평신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발대식

에 앞서 한마음혈액원,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함께 마련한 헌혈과 각막·장기기증 행사에는 헌혈 75

명, 각막과 장기기증에 각각 114명이 참여했다. 대전가톨릭대학교 신학생 100여 명이 헌혈을 하고, ‘평화의 모후’ 

레지아는 생명존중운동의 일환으로 모은 단원 148명의 헌혈증서를 기탁했다. ‘한생명운동’은 탄방동본당(사순시기), 

법동본당(예수성심성월), 전민동본당(순교자성월) 등 대전시내 3개 본당과 천안서부지구(묵주기도성월)를 중심으로 진

행하기로 하였다. 김윤성 회장은 “한생명운동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싹트게 하고 생명을 기꺼이 바

쳤듯이 우리도 물질주의와 이기주의, 차별과 비인간화로 얼룩져 가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몸을 나눔으로써 이 땅

에 생명의 빛을 밝히는 사도직을 수행하며 평신도의 정체성을 찾는 작은 실천”이라고 말했다.

2009년 3월 25일 대흥동 주교좌성당에서 거행된 김종수(아우구스티노) 주교 서품식은 대전교구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새 주교의 탄생을 축하하고, 순교자의 올곧은 정신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공동체로 거

듭날 것을 다짐한 자리였다. 김윤성 회장은 “훌륭한 목자 되시길 기도합니다. 교구가 70주년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출발점에서 교구장 유흥식 주교님과 함께 대전교구를 이끌어 가실 보좌주교님의 탄생 소식은 순교자의 후손

인 23만 대전교구민 전체의 기쁨이며, 환희입니다. 훌륭하신 보좌주교님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

니다.”라고 인사하였다.

18)  제21대(2010~2012년) : 김홍거(세례자 요한) 회장

2010년 3월 6~7일 정하상교육회관에서 제4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에 김홍거(세례자 요한, 탄방동본당) 

회장을 선출하고, 생명분과를 신설해 전년도부터 전개하고 있는 ‘한생명운동’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11월 13일에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 몸과 피를 이웃과 함께 나눈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한생명 축제’를 

탄방동성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가톨릭 챔버오케스트라, 김영온·연광흠 신부·장환진의 생명 콘서트, 

장기기증 및 헌혈 체험담 발표, 감사미사, 감사패(송촌동본당, 대산본당)와 표창장(남부지구) 수여식 등으로 진행되

었다. 이와 함께 6명에게 새 생명을 전해주고 세상을 떠난 고 이명주(요셉) 형제의 부인 김옥연(희순 루치아, 장항) 자

매와 1989년 첫 헌혈을 시작으로 총 433회 헌혈해 한생명운동에 적극 참여한 박천상(안드레아, 탄방동) 형제에게 감

사패가 각각 수여되었다. 

2011년 6월 4일 대전평협과 청주평협은 대전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친선 단합대회를 가졌다. 손병익·임기선·양

희창 신부와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실내체육관에서 배구경기를 가졌는데, 깜짝 방문한 유흥식 주교는 양 평협 상

임위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배구시합을 관람하기도 했다. 양 평협의 만남은 2010년 청주평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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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청주교구청으로 대전평협을 초대한데서 비롯됐다.

2011년 9월 4일 대전평협과 한국평협은 솔뫼성지에서 ‘하느님의 종’ 한국 순교자 124위와 증거자 최양업(토마스) 

신부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례를 개최, ‘하느님의 종’ 시복시성에 대한 전국 신자들의 뜻을 새롭게 불러일으

키는 한편, 다짐문 발표를 통해 기도운동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전국에서 3,000여 명의 신자들이 참가한 이

날 한국평협 최홍준 회장은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를 봉헌할 것’과 ‘최양업 신부님의 전구를 

통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것’, ‘매일 묵주기도 다섯 단씩을 바칠 것’을 구체적인 기도 내용으로 전하면

서 평신도들의 기도 열망을 천명했다. 대전평협 주관으로 유흥식 주교 주례의 미사 봉헌으로 시작된 행사는 솔뫼

성지에서 신리성지에 이르는 11km의 내포지역 성지들을 걷는 도보순례로 진행되었는데, 125위 시복시성을 염원

하는 평신도들의 열렬한 바람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2년 12월 1일 제43차 정기총회에서는 대전평협이 본당 상임위원뿐만 아닌 교구 내 모든 단체를 아우르는 의

미로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장 임기를 ‘3년 단임제’에서 ‘2년 중임제’으로 변경

했다. 이어 교구 평협 제22대 회장으로 이명수(아벨, 탄방동본당) 회장을 선출했다. 회장으로 불러주신 것은 신앙에 

더욱 정진하고 봉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이명수 회장은 “앞으로 각 본당 회장과 단체장, 상임위원 등과 적

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교회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19)  제22대(2013~2014년) : 이명수(아벨) 회장

2013년 9월 11일 대전평단협은 생명운동연합회와 함께 탄방동성당·대전지방법원·샘머리공원 등지에서 ‘낙태

근절 생명수호 결의대회’를 열고, 대전지방법원이 낙태죄에 대해 ‘면죄부’를 준 판결을 규탄했다. 유흥식 주교 주례

의 생명수호 미사에 이어 기자회견, 생명대행진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

여 사법부가 현행법을 올바로 집행, 무죄한 태아들의 살인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촉구했다.

2014년 5월 17일 카이스트 대강당에서 125개 본당 사목위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당 사목위원 교황님 

방한 준비연수”를 평단협과 교구 주관으로 실시하였다. 아시아청년대회·한국청년대회·성모승천대축일 미사 준

비현황 보고에 이어 ‘프란치스코 교황님 방한과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 발표, 유흥식 주교의 교황의 한국 방문 과

정 및 방문 발표 이후 이어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설명과 파견미사가 있었다.

2014년 8월 15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례하는 성모승천대축일 미사가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봉헌됐다. 이날 

미사는 방한 이후 대중과 함께 처음으로 드리는 미사로 대전교구민을 비롯한 5만여 명이 운집했다. 교황은 이날 

강론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물질주의’ ‘이기주의’ ‘무한 경쟁의 사조’와 맞

서 싸워야 한다.”면서 비인간적 경제 모델(신자유주의), 생명을 경시하는 죽음의 문화를 배척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고귀한 신앙적 전통을 물려주어야 함을 천명했다. 특히 미사 직전에는 제의실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 학생 

등 10여 명이 교황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교황은 유가족들에게 받은 배지를 가슴에 달고 미사를 봉헌해 눈길을 

끌었다. 평신도들의 활약이 눈에 띄었는데 일반 봉사자 450명, 운전기사사도회 115명, 성체분배 155명이 참여해 

손님을 맞았다. 

2014년 12월 6일 정하상교육회관에서 교구 내 77개 본당과 7개 단체에서 240여 명의 본당 회장단과 사도직 단

체장, 대전평단협 상임위원, 각 본당의 청소년분과장들이 참석하여 제4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제23대 회장으

로 선출된 박원규(토마스 아퀴나스, 문화동본당) 회장은 “교황님께서 공동체 의식과 생명문화, 특히 가난하고 고통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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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들과 유대를 강화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바라셨다. 평신도 사도직 단체들이 활성화되

어서 이러한 소망을 이루고 공동체 모두의 발전과 구원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 제23대(2015~2016년) : 박원규(토마스 아퀴나스) 회장

2015년 6월 13일 평단협은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보았습니다’(1요한 1,2)를 주제로 정하상

교육회관에서 제1차 생명(분과) 연수를 열었다. 다양한 생명운동 홍보와 생명운동 관련 사목활동을 소개한 이영일 

신부(사목기획국 차장)는 본당에서의 생명운동으로 시작된 산모, 태중의 아기 축복식, 결혼 적령기와 신혼부부들에 

대한 사목적인 관심, 생명 성가정에 대한 교육 시행에 대해 참가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연수 참가자들은 각자의 생

명운동 목표와 활동을 정하고 본당과 사회 안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일꾼이 될 것을 다짐했다.

2015년 9월 3일 이명수(아벨) 전 평단협 회장과 임영진(요셉) 전 대흥동본당 회장이 교구청 경당에서 교회와 사회

에 공헌한 평신도에게 수여되는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 기사훈장’을 받았다. 수여식에는 유흥식 주교, 총대리 김

종수 주교,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를 비롯한 수상자 및 가족 70여 명이 참석했다. 1992년 국수사업을 

주축으로 한 회사를 창업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를 운영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킨 이명수 회장은 ‘초록

우산’, (사)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와 협약을 맺고 휴게소에 설치한 ‘사랑의 모금함’에 모인 성금을 매년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임영진 회장은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한다’(로마 12,7)라는 사훈과 경영이념 아래, 성

심당을 운영하면서 60여 년 동안 빵을 고아원과 양로원 등에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해 왔다.

2015년 12월 8일 교구는 자비의 특별 희년 개막일에 대흥동성당에서 ‘대전교구 시노드’ 개최를 선포하고, 담화

와 기도문을 발표했다.

21)  제24대(2017년~현재) : 김광현(안토니오) 회장

2016년 12월 3일, 2014년부터 평단협 감사로 활동하다가 제47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김광현(안

토니오) 회장은 탄방동성당 사목회장을 역임했고, 2014년부터 23대 평단협 감사로 활동했다. 김 회장은 “교구장 주

님의 사목방침이 잘 이행되도록 교구 평신도 여러분과 대전교구 시노드를 함께 걸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

구장 사목지표인 ‘시노드와 함께 복음의 기쁨을 사는 해’를 주제로 열린 정기총회에는 84개 본당과 16개 단체 280

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했으며하여 2017년도 중점 사업으로 ①교구 시노드의 성공적인 구현, ②가정의 복음화, ③

‘답게살겠습니다’ 실천운동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17년 5월 7일 생명주일을 맞아 대전가톨릭대학교 진리관 앞 잔디마당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카리타스 한생명 대축제’를 열었다. 평단협은 심폐소생술 실습, 호스피스 완화 의

료, 자살 예방, 스마트폰 및 인터넷 중독 진단 등의 체험 부스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되새길 수 있

도록 도왔다. 3,000여 명의 중고생과 청년들이 참가했다. 10월 20일에는 전민동성당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2017 장기기증 봉헌의 날’ 행사를 열었다. 유흥식 주교가 주례한 생명수호 미사 봉헌을 시작으로 그룹 ‘부활’ 

멤버 김태원(바오로)과 부인 이현주(바올리나) 씨가 출연 ‘생명사랑 토크 콘서트’로 이어졌다. 김광현 회장을 비롯한 

전체 참례자들은 <생명지킴이 선서>를 통해 인간생명 존중과 생명문화 건설, 행복한 가정 만들기 및 자연환경 보

존을 서약하고 장기기증 관련 영상을 시청하며 생명 나눔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다.

2018년 4월 28일 대전평단협은 공주 백제체육관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는 주제로 대전교구 설정 7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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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구 시노드 본회의, 평신도 희년을 맞아 ‘평신도 희년 축제’를 열어 교구 내 평신도들 간의 화합과 친교를 다

졌다. 유흥식 주교 주례의 개회 미사 봉헌을 시작으로 명랑운동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등 4개 팀으로 나눠진 가운데 ○× 퀴즈, 징검다리 릴레이, 신발 컬링 게임 등으로 진행된 

명랑운동회는 열띤 응원전 속에 모두가 함께 즐기며 하나 되는 장면을 연출했다.

2018년 6월 16일에는 정하상교육회관에서 ‘미혼모’라는 주제로 제4차 생명 연수를 실시하여, 낙태죄 폐지와 낙

태 합법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흐름에서 미혼모 문제를 교회적 시각과 구체적인 사례로 살피며 생명 수호에 대

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양주열 신부(서울대교구 통합사목연구소 부소장)의 ‘미혼모에 관한 사목적 접근’, 박지순 

신부(대전교구 사목기획국 차장)의 ‘인간 생명의 가치’ 등의 주제 강의와 대전자모원 임향이(젬마) 원장의 미혼모 상담 

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날 연수는 그간 본당 생명분과 중심에서 가정·교육·청소년분과(주일학교 교사 및 청년)로 

참여 범위를 확대해 본당 내에 생명에 대한 감수성과 인식을 넓히는 시도로 평가되었다. 대전평단협은 2015년부

터 생명문화 조성을 위한 생명 연수를 열고 있다. 2008년부터는 헌혈·장기기증·조혈모세포 기증 등 생명 나눔

을 실천하는 ‘한생명운동’으로 생명 문화 건설에 나서고 있다. 이 운동은 한국교회에서 유일하게 평신도들이 주도

하는 생명운동이다.

2018년 8월 25일 교구 시노드 본회의 제2차 전체 회의가 괴정동 KT인재개발원에서 열렸다. 대전평단협은  대

전교구 시노드와 함께 복음의 기쁨을 살면서 교구 시노드에 적극 참여했다. 평단협 상임위원 전원이 교구 시노드 

본회의 당연직 대의원으로 각 분과에 참여하여 평신도 대의원과 함께 시노드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

였다. 

현재까지의 시노드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15년 12월 8일 시노드 개막 선포로 시작된 대전교구 시노드는 7개월

의 ‘기초단계’를 가졌다. 이 단계에서는 시노드에 대한 신학적 교회법적 자료들을 연구하면서 준비단계 및 본회의

로 진행되는 과정이 모색됐고, 2016년 7월 5 솔뫼성지에서 ‘준비위원회’가 출범했고 이를 통해 ‘준비단계’가 본격 

가동됐다. 이 기간 동안 기초단계에서 정해진 9개 분과의 토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또 교구 전체 본당에서 ‘신

자의식조사’ ‘냉담교우 조사’ ‘본당 진단’ 등을 주제로 신자들의 의견 청취가 이뤄졌다. ‘본당 한마당’ 프로그램을 통

해서는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한 어려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017년 12월 8일 ‘시노드 본회의 개

막미사’가 대흥동성당에서 거행되었다. 유흥식 주교는 본회의 개막 메시지에서 「복음의 기쁨」과 ‘순교영성’을 대전

제로 한 ‘순교’, ‘사제’, ‘평신도’의 세 가지 의제를 천명했다. 2018년 2월 10일 교구 시노드 본회의 제1차 전체회의 

대흥동성당에서 열렸다. 620여 명의 참석 대의원(당연직, 선출직, 임명직)들은 말씀의 전례로 개회식을 시작, ‘말씀’ 

안에서 시노드를 통해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은혜를 청했다. 유흥식 주교는 김종수 주교에게 시노

드 본회의 부의장 겸 중앙위원회 위원장 임명장을, 시노드 사무국장 한정현(스테파노) 신부에게 시노드 본회의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사제’ 1·2·3분과, ‘평신도’ 1·2·3분과 등 6개 분과 대의원들에게

도 임명장이 수여됐다. 본회의 단계의 주된 조직으로 활동하게 될 대의원들은 임명장 수여 후 교회법 제833조에 

따른 신앙선서와 대의원 임무수행 서약으로 대전교구 시노드 본회의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2018년 8월 25일 열린 교구시노드 본회의 제2차 전체회의는 본회의 의장 유흥식 주교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6

개 분과별 ‘의안 토의 후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으며, 대의원 발언 및 토의, 향후 본회의 진행 과정 소개 등으로 진

행했다. 발표된 보고서는 의안 토의 기간 중 각 분과회의에서 제시한 모든 의견을 온전히 담아내는 데 초점을 맞

췄다. 이후 각 분과는 임원회의에서 ‘의안 토의 후 보고서’를 통해 정리된 대의원들의 ‘현실진단’과 ‘대안’을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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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에 맞춰 종합정리하게 되고,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교구 실태 및 안건 제안 내용을 추가 논의한다. 이후 일정

은 2018년 11월, 2019년 2월과 4월 등 시노드 본회의 대의원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시노드 폐막식은 2019

년 5월 이후에 있을 예정이다.

3. 역대 회장 및 담당사제

대수 재임 기간 회장 담당사제

초대 1966~1967년 배영준(요한 보스코) 이인하(베네딕토)

제2대 1968~1969년 강신엽(토마스) 백남익(디오니시오)

제3대 1970~1971년 오덕균(베르나르도) 유봉운(야고보)

제4~7대 1972~1979년 김성수(바오로)

김동억(바오로)

조성옥(요한 사도)

김종국(바르나바)

김영교(베드로)

제8대 1980~1981년 호준수(요한)
김기룡(사도 요한)

제9대 1982~1985년 강완기(베르나르도)

제10대 1986~1987년 이규성(토마스)

김기룡(사도 요한),

김영교(베드로)
제11대 1987~1988년 이춘식(요셉)

제12대 1988~1989년 정순택(요셉)

제13대 1989~1990년 박상환(베드로)

유흥식(라자로)제14대 1990~1991년 변평섭(베드로)

제15대 1992~1994년 오만진(아가비오)

제16대 1995~1997년 이병철(마리오)
이범배(바오로)

제17대 1998~2000년 변평섭(베드로)

제18대 2001~2003년 오희철(파비아노) 곽승룡(비오)

제19대 2004~2006년 김명중(빈첸시오 페레르) 박종우(안드레아)

제20대 2007~2009년 김윤성(요한 비안네)
김종기(요한 세례자)

임기선(요셉)

제21대 2010~2012년 김홍거(세례자 요한) 임기선(요셉)

제22대 2013~2014년 이명수(아벨)
김명현(미카엘)

제23대 2015~2016년 박원규(토마스 아퀴나스)

제24대 2017년~현재 김광현(안토니오) 김민희(바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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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실과 전망

대전교구 평단협은 2008년 교구설정 60주년 기념사업 등으로 진행 중인 연 2회 내포 도보성지순례, 한생명운

동, 한끼 100원 나눔 운동을 지속하며 교구민들 사이에 들어가 교구민들과 함께 하며, 대전교구 시노드와 함께 하

며 교구 설정 70주년을 지내고 있다. 특히, 대전평단협은 14개 지구 평협이 구성되어 지구 내 각 본당 사목회가 소

속되어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교구 내 제단체 등을 대표하여 평단협에 단체 부회장을 두어 제단체의 목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평단협에 대한 인지도가 교구 내 평신도 개개인의 목소리를 모두 듣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 ‘평단협 알리기’ 등을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평단협 상임위원들이 각 지구를 담당하

는 ‘맨-투-맨’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각 지구 행사에 평단협 회장단과 상임위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거리상 시간상 제약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은 편이다. 대전평단협은 교구 사목방침과 일치하면서 지역과 지

구를 찾아가는 한생명 운동으로 도보성지순례, 카리타스 한생명 축제, 생명연수, 생명 캠페인 등을 통해 평신도가 

주도하는 생명운동 활동을 지속하고자 한다.  

5. 교구 인준단체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교구 여성연합회, 그리스도공동체추진 대전교구봉사회(M.B.W), 교구 성령봉사회, 꾸

르실료, 레지오 마리애(대전 레지아), 부부일치운동(M.E.), 아자리야선교단(젊은이성령봉사회), 위령연합회,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협의회, 가톨릭 음악선교단(작은 평화), 가톨릭 음악선교단(이사야53), 전례꽃꽂이

연구회,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가톨릭 성서모임, 대전가톨릭합창단 도나데이, 대전가톨릭 쳄버오케스트라, 대

전가톨릭 운전기사사도회, 대전가톨릭 농민회, 대전가톨릭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 대전가톨릭 의사회, 대전가

톨릭 사진가회, 대전교구 영상연합회, 가톨릭 룩스회, 가톨릭 노동장년회, 대전가톨릭 미술가회, 대전가톨릭 소년

소녀합창단, 만돌린오케스트라,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가톨릭 간호사회, 가톨릭 다도회, 가톨릭 음악선교단(더위

드), 대전교구 미바회, 명민회, 오기선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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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 개  황

•소재지 : (22321) 인천 중구 우현로 50번길 2(답동 3번지) 가톨릭사회사목센터 1층 110호

•Tel (032) 761-6675 / Fax (032) 761-6676

•설립 연월일 : 1979년 3월 18일

•대표자(회장) : 김동빈(프란치스코)

•교구장 : 정신철(요한 세례자) 주교

•지도신부 : 이용권(베드로)

•구성 : 12개 지구 / 127개 본당 / 45개 단체

2. 기수별 약사 및 주요활동

1) 교구평협 약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제도적 전환점이 마련된 제2회 바티칸 공의회(1962~1965년) 

이후 성직자와 평신도가 함께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설립 경위를 찾을 수 있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이미 교구 차원

에서 다양한 형태로 평신도 조직화를 1953년 대구교구를 시작으로 전 교구로 전파되면서 시작되었다. 물론 이러

한 선제적인 시작은 한국교회가 선교사가 아닌 평신도 조직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라는 종교사에 유례없는 상황에

서 자연스럽게 조직화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후 제2회 바티칸 공의회 이후 모든 평신도는 성직자와 비

신자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이라는 명제는 더욱더 평협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

와 같은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1966년 수원교구를 시작으로 전 교구로 확대되어 창립되었다.

인천교구는 인천광역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일부 지역을 관할로 서울대목구에서 1962년 3월 10일 

승격된 이래 지난해 통계기준으로 124개 본당과 50만 1,823명의 신자가 있다. 물론 인천교구도 1967년 2월 28일 

교구사목위원회를 구성하여 초기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전개해 왔다. 다만, 초기 조직은 늘 그렇듯이 정체성 정립

의 어려움으로 활동은 원활하지 못하였고 타율적으로 흐르게 되었다. 특히, 본당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뿌리를 내

리지 못하면서 활동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아직도 전 교구가 대동소이하게 느끼는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후 인천교구는 교구 설정 18년 만인 1979년 8월 28일, 인천교구 사목위원회가 당시 교구 관내 17개 본당 평의

원과 각 단체장 등 22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평협의 목표와 운영방안 등 명확한 제도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칙(본조 24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을 제정하고 사무국장 김병상(필립보) 신부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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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로 추대하고 초대 회장에 이병철(암브로시오)을 임명하였다. 마침내 동년 3월 18일 인천시 중구 답동 3번지 가

톨릭사회사목센터 1층 110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였으며, 각 본당 평신도 대표 40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회칙은 출범시 제정 이후 13차례 개정되었으며, 현 회칙은 최

종적으로 2018년 1월 02일 교구장 정신철(요한 세례자) 주교의 승인을 얻어 개정하고 효력이 발효되었다.

2) 주요 내용

(1) 설립 목적

설립 목적은 가톨릭 정신 구현과 인천교구 발전을 위하여 교구장의 사목방침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

구 내 평신도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그 시책을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교구청과 협조한다.

주요 사업은 교구 내 평신도 대표 단체로서 평신도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을 비롯하여 교구장사목방침에 따

라 수립된 연간 계획 중 교구평협에 위임된 사업과 교구 단위 단체 및 본당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각종 사업을 주관

한다. 그 외에 특별히 교구장이 위임한 사업을 비롯하여 평신도 신앙 고취, 교육사업 등 필요에 따라 상황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업무를 주관한다.

(2) 활동 내용

구체적으로 매년 사업은 전년에 수립되고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되며, 전년도 평협 정기총회에서 사업들이 결정

되어 시기별로 적절한 교구 내 단체들과 업무분담 등의 절차를 걸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년초에 실시되

는 신년 교례회(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합동)를 시작으로 모든 사업은 사전 교구 내 관련 단체와 세세한 협의를 통하

여 추진하되, 매월 개최되는 임원회의를 통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8년은 희년 사업과 

성체현양대회, 사도직협의회 연수 및 피정, 본당 사목회와의 유기적인 연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3) 임원 구성

현 제21대 임원은 총재 정신철 주교를 중심으로 담당사제 이용권(베드로) 신부의 신앙적 지도하에 제21대 김동빈

(프란치스코) 교구평협 회장과 부회장 2명, 총무를 포함한 교구 주요 단체인 ①성소후원회, ②꾸르실료, ③바다의 

별 레지아, ④인천 ME, ⑤성령쇄신봉사회, ⑥성 빈첸시오 아 바울로회, ⑦교구 가톨릭합창단, ⑧민족화해위원회, 

⑨연령회 연합회, 단체장 등 9개 부서 부장 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로는 총무부·행사기획부·전례신심

부·교육선교부·문화홍보부·사회복지부·성소개발부·여성부·가정생명부·민족화해부·선종봉사부로 구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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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혁 및 내용

2010년  1월 세계 평화의 날 신년교례회

 3월 교구 설정 50주년 기념 사순절 신앙특강

 4월 천안함 전사자 및 금양호 희생연령 추모 위령미사(답동 주교좌성당)

 6월 교구 설정 50주년 개막미사

   6월 5일 교구 설정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인천평협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개막미사를 

통해 각 지구에 바다의 별 성모성상이 파송되어 개막 미사 중에 교구장 최기산 주교의 성모

성상 축복식을 가졌다. 또한, 바다의 별 성모님께 하느님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성모성상 순

례를 시작한 이날 답동 성당 마당에서는 생명사랑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장기기증운동이 열

렸다.

 11월 대림절 대 강연회(교구장과 지구별 회장단 만남의 시간)

 12월 인천교구평협, 본당회장 및 단체장 총회

2011년  2월 본당 회장단 및 교구 단체장 연수(230명 참석)

 3월 교구 50주년 기념 교구 116개 성당 도보순례행사(250명 참석)

 5월 아시아평신도대회 워크숍

 6월 교구 설정 50주년 기념미사 및 축하행사(문학경기장)

   6월 6일 오전 10시, 인천문학월드컵경기장에서 신자 3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최기산 주교 집

전으로 감사미사가 봉헌되었다. 제1부 식전행사로 생활성서 가수 그룹 공연에 이어 초대가수 

인순이는 「거위의 꿈」 「날이면 날마다」 공연이 있었으며, 본당 도보 순례단, 수도자, 주교단 

입장으로 경기장을 돌았다. 제2부 기념미사에 이어 헌혈 및 인천교구 50주년 역사 사진전, 

제5회 디카사진 공모 수상작, 교구 홍보기자 보도사진전도 함께 전시되었다. 제3부에서는 인

천교구 50년사 발자취를 영상으로 되돌아보고 전 인천교구장 나길모(굴리엘모) 주교에게 공로

패를 수여하고, 신자들에게 전대사를 끝으로 모든 미사 봉헌을 마무리했다. 

 9월 순교자 성월 특수 사목자 미사(일만위 순교자 현양동산)

 10월 제물진 순교지 성역화를 위한 도보순례 시작(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2012년  2월 본당 회장단 및 교구 단체장 교육 및 임원 피정(답동 교구청사 4층)

 2월 이승훈(베드로) 묘 문화재 지정 경축미사(답동 주교좌성당)

 5월 제물진두 성역화를 위한 도보순례

   제물진두 성역화를 위한 도보순례가 인천평협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제정원(베드로) 지도신부

는 “우리나라 천주교회의 초기 복음화는 순교의 역사를 전한 신앙의 증거이며, 인천교구 설

정 50주년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구는 제물진두에서 순교한 아홉 분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신앙의 표상이 되신 박순집을 기리자.”고 했다. 각 본당 도보 순례단들은 피켓과 묵

주를 들고 인천 답동성당에서 신포동을 거쳐 해안동성당까지 순례하였다.

 11월 위령성월 위령의 날 미사 집전, 교구장 교구 사제단(백석 하늘의문 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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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성체현양대회(인천가톨릭대학교)

   6월 6일 오전 10시, 강화 인천가톨릭대학교에서 교구장 최기산 주교와 교구 사제단의 집전으

로 6,000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협 주관으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주님 저희에

게 믿음을 더 하여 주십시오’란 주제로 열린 신앙의 해 기념 성체현양대회는 정기회(요셉) 평

협 회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께 감사지향을 두고 묵주기도 ‘빛의 

신비’를 바쳤다. 고동현(노엘) 신부가 공동 참회 예절을 인도하였다. 이어 준비된 꽃가마에 성

체를 모시고 교구 사제단이 행렬하였다.

 7월 제2차 전국상임위원회 개최(강화 갑곶 영성피정센터)

   7월 12~13일 한국평협 주최, 인천평협 주관으로 강화 갑곶성지 인천교구 50주년 기념영성

센터에서 전국 14개 교구평협 회장단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첫날 최기산 주교와 사무처

장 겸 인천평협 안규태 지도신부, 사무부처장(빙상섭) 신부 공동으로 개회미사가 봉헌되었다. 

또한 1961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비약적으로 교세가 발전한 교구 소개와. 미래 통일한국의 

통일 사도직에 대한 강의 및 각 교구 회장들의 평협 단체 활동 발표와 친교시간을 가졌다. 다

음날, 강화 평화전망대와 일만위 순교자 현양동산 순례 및 파견미사 후 인천가톨릭대학교 기

념관에 마련된 민제 박병선 아카이브 관람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9월 순교자현양대회(강화 갑곶 순교성지) 미사 집전

2014년  5월 세월호 침몰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미사(답동 주교좌성당)

   5월 7일(수) 10시, 답동 성당에서 최기산 주교와 교구 사제단 집전으로 세월호 침몰 희생자들

을 위한 위령미사가 인천평협 주관으로 봉헌되었다. 미사 후에는 희생자들을 위한 연도가 교

구 연령연합회(지도신부 김민중, 회장 이기영) 인도로 이어졌다.

 5월 제물진두 순교기념 경당 축성미사

   5월 15일(목) 10시 30분, 인천 중구 항동 1가 1-13 옛 순교 터인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최기산 주교 주례로 제물진두(濟物津頭) 순교기념 경당(성역화 전담 제

정원 신부) 축성미사가 봉헌되었다. 2012년 5월부터 제물진두에서 순교한 아홉 분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신앙의 표상이 되신 박순집을 기리자며 묵주기도와 함께 도보순례를 해온 인천

평협(지도신부 안규태, 회장 정기회)이 함께했다. 최기산 주교는 “이승훈 묘역과 함께 제물진두 

순교기념 경당을 찾는 많은 순례객이 순교정신을 본받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바란다.”고 축하했다. 2013년 7월 11일 착공식 이후 10개월 만에 문을 연 이 경당은 109.1㎡

(33평)의 대지에 지상 1층의 건축면적 43.30㎡(13.1평) 규모이다. 교구에서는 첫 영세자 이승

훈 성현 후손 등 10위 순교터를 찾아 이 경당을 세웠으며, 이날 축성식을 함으로써 이승훈기

념관, 답동 주교좌성당, 제물진두를 잇는 성지순례길이 본격화되었다.

 8월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 방문 평신도 지도자들 만남(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2015년  1월 평화의 날 미사 및 신년교례회

   1월 2일(금) 최기산 주교 주례로 세계평화의 날 미사가 봉헌되었다. 이어 교구청 4층에서 인

천평협 주관으로 교구 사제단과 수도자, 신학생, 교구 단위 단체장 및 기관 직원 등이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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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신년교례회가 있었다. 

 2월 봉헌생활의 날(답동 주교좌성당)

 6월 교구 설정 54주년 기념미사 및 ‘답게살겠습니다’ 선포식

   인천평협은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이후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쇄신 및 평신도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가르침을 실천하자는 취

지의 운동이 필요하다면서 인천교구 모든 신자들은 ‘답게살겠습니다’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

길 바라면서 선포식을 거행하였다. ①사람답게 ‘살겠습니다’ ②가정의 일원답게 ‘살겠습니다’ 

③종교인답게 ‘살겠습니다’ ④직업인답게 ‘살겠습니다’ ⑤사회인답게 ‘살겠습니다’ ⑥국민답게 

‘살겠습니다’ ⑦지구인답게 ‘살겠습니다’.

 9월 한가위 날 위령미사 교구장, 교구 사제단(백석 하늘의문 묘원, 마전묘원)

 11월 위령성월 위령의 날 미사집전, 교구장, 교구 사제단(백석 하늘의문 묘원)

 11월 본당 회장단 및 단체장 연수(주제 : 자비의 특별희년, 장소 : 교구청 4층 강당)

 12월 자비의 특별희년 성문 개막 및 선포미사(답동 주교좌성당)

2016년  4월 합동(여성연합회, 평협) 임원 연수(강화 테라피펜션)

 5월 제1회 성체성지 현황대회(김포 성체성지)

 5월 (故) 최기산(보니파시오) 교구장 장례미사(답동 주교좌성당, 백석 하늘의문 묘원)

 5월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후반기 연수회

     5월 9일(금)~10일(토) 강화 갑곶순교성지 인천교구 50주년 기념영성센터에서 한국평협 주

최, 인천평협 주관으로 2016년도 한국평협 후반기 연수가 전국 16개 교구평협 및 회원 단체 

회장단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첫날 개회미사를 집전한 교구장 서리 정신철(요한 세례자) 주교

는 “전국 평협 회장단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교회의 변화와 도덕과 윤리의 현주소를 직시하

고,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범으로 평신도들에게 표상이 되도록 하자.”고 당부

했다. 미사 후 ‘현대 교회와 사회 안에서 평신도사도직이란’ 주제로 심포지엄과 논평을 가졌

고, 각 교구 회장들이 평협 단체 활동을 발표했다. 둘째 날 ‘향후 교회의 변화와 평신도의 역

할’에 대한 심포지엄 및 논평을 가졌으며, 파견미사(지도신부 오용호) 후 평화통일 전망대를 관

람하고 일정을 마쳤다.

 9월 병인순교 150주년 기념 순교자 현양대회

   9월 27일 오전 11시, 강화 갑곶 순교성지(담당신부 조명연)에서 열린 제2회 인천교구 순교자 현

양대회가 인천평협 주관으로 교구장 서리 정신철 주교를 비롯한 사제단과 교구 신자들이 참석

한 가운데 십자가를 메고 순교자들의 참뜻을 기리는 깃발을 앞세우고 용진진에서 갑곶 순교

성지(약 2.5km)까지 도보순례를 시작으로 현양대회를 개최했다. 교구 내 122개 본당에서 사제 

70명과 약 4,000명의 신자들이 순교자들의 참뜻을 헤아리며, 새로운 신앙으로서의 마음가짐

을 다지는 행사였다. 갑곶성지는 한국 천주교회 창립 초기인 1795년 주문모 신부와 주 신부에

게 세례를 받은 철종의 조모와 며느리가 함께 순교한 것을 시작으로 천주교 박해시대에 많은 

후손들이 순교한 곳이다. 또한 2002년 9월 20일 절두산기념관에서 도화동 성당으로 봉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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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교자들의 행적 증언자 박순집 유해가 안장되어 있으며, 지난 4월 축복식을 가진 성지 경당 

안에는 남종삼(요한) 성인과 성 김대건(안드레아) 신부의 유해도 일부 모시고 있다.

 12월 인천교구장 정신철(요한 세례자) 착좌식(답동 주교좌성당)

   12월 27일 오후 2시, 정신철(요한 세례자) 인천교구 제3대 교구장 착좌식이 답동 주교좌성당에

서 있었다. 착좌식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정신철 주교를 인천교구장에 임명한다는 교령을 오

용호 사무처장 신부가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서울관구장 염수정(서울대교구장) 추

기경에게 목장을 건네받은 정 주교가 염 추기경과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 주교회

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의 인도로 교구장좌에 착좌하며 절정을 이뤘다. 파딜랴 대주교와 유정

복(바오로) 인천광역시장, 인천평협 곽하형(야고보) 회장이 축사를 했다. 착좌식에는 한국 천주

교회 주교단을 비롯해 남녀 수도회 및 전국 교구평협 회장단 및 교구 단체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2017년  1월 평협회칙 개정. 교구장 정신철 주교 승인으로 효력 발효

 2월 평협 임원 미사 및 단체 신입임원 임명

 5월 (故) 최기산(보니파시오) 주교 1주기 추모미사(백석 하늘의문 묘원, 마전묘원)

   5월 30일, 하늘의문 묘원에서 인천평협 주관으로 최기산 주교 선종 1주기 추모미사가 사제 

100여 명과 신자 700여 명이 참례한 가운데 봉헌되었다. 미사에서 정신철 주교가 최기산 주

교의 생전의 모습과 말씀을 들려주며 안타까워하자, 많은 신자들이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6월 교구장 정신철 주교 축일미사(답동 주교좌성당)

  사제성화의 날 금경식(박성규, 김상용 신부) 축하미사(답동 주교좌성당)

 9월 순교자 현양대회 및 교구청 축복식

   9월 19일 오전 10시, 인천교구청(옛 박문여고) 마당에서 인천교구 순교자 현양대회와 교구청사 

축복식이 있었다. 정신철 주교와 150여 명의 사제단 그리고 5,000여 명의 신자들이 함께 모

여,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묵주기도를 시작으로 순교자 현양미사를 드렸다. 교구청사 축

복식에서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인천평협 곽하형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정신철 주교는 인

천교구청사의 각 방 이름을 인천교구에서 나온 순교자들의 이름으로 지었고(심조이 바르바라 

피정의 집, 박순집 홀, 이안나 홀 등), 대강당은 지난해 5월 30일 선종한 고 최기산 주교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밝혔다. 영성체 후 묵상으로 한덕훈(스테파노) 신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이

신 성 김대건 신부의 옥중서간, 그리고 우리나라 천주교회를 이끌어주신 103위 성인, 124위 

복자, 가경자들, 이름 모를 순교자들의 영혼들에 대한 낭독이 있었다.

 10월 성모 순례지(성모당) 기공식, 교구장 및 교구 사제단 집전(도화동 교구청 마당)

 12월 본당 회장, 공소회장 및 교구 단체장 연수(교구청 이안나 홀, 박순집 베드로홀) 

 12월 정윤화, 심재형, 김재영, 홍범기 신부 수품 40주년 기념미사(답동 주교좌성당)

 12월 교구장 정신철 주교 착좌 1주년 기념미사(교구청 보니파시오 대강당)

2018년  1월 평화의 날 미사 및 신년교례회(답동 주교좌성당)

 2월 선교사제 파견미사(답동 주교좌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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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2일(목) 오전 10시, 답동 주교좌성당에서 인천평협 주관으로 사제 4명(김태영 신부[태국], 

정성종 신부[일본], 신경섭 신부[호주], 이혜성 신부[미국])와 평신도 박효원 자매(과테말라)를 위한 

선교사 파견미사가 정신철 주교와 교구 사제단 주례로 봉헌되었다. 해외선교사를 처음으로  

파견하는 인천교구장 정신철 주교는 강론에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

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 마음 안에서 복음 정신으로 정화되는 여러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

니다.”라고 격려하였다. 사무처장 이용권(베드로) 신부의 선교사 소개, 파견 임명장 수여와 서

약, 축복기도, 십자가 수여, 인천평협에서 준비한 축하 꽃다발 증정, 선교사 사제 및 평신도

의 인사말, 교구 합창단 축가, 교구장의 장엄 강복 등으로 이어졌다.

 4월 ‘평신도 희년’ 살기 실천운동 전개(포스터, 홍보지 제작 및 교구민 실천사항)

   한국 천주교회는 2017년 11월 16일부터 2018년 11월 11일까지 1년을 평신도 희년으로 지

낸다. 평신도 희년을 의미 있게 지내기 위해 인천평협은 모든 신자들이 실천운동에 적극 참

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요한 15,16)는 주제로 은혜로운 평신도 희

년을 보내기 위한 실천운동으로 ①주교님 사목방침 실천하기, ②전대사받기, ③냉담교우 회

두권면하기, ④환경과 생명보호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기, ⑤한반도 평화와 민족화해를 위해 

기도하기, ⑥전·월세값 올리지 않기, ⑦성소를 위해 순례지를 방문하여 기도하기, ⑧가난한 

이들을 위한 기부와 기도하기 및 <평신도 “5” 약속>에 동참하기를 제시하였다.

 5월 제21대 임원 연수 및 워크숍(1박2일, 강화 프랑스가든)

   5월 19~20일, 인천평협은 강화 프랑스가든에서 1월 1일 평협 임원을 새로 구성함에 따라 임

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 한국 평협 50주년을 맞아 평신도 희년 의지를 고양하며 평

협 임원으로서의 역할과 희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 임원 워크숍을 개최하

였다. 이날 프로그램은 천주교 성지 및 강화 관방유적 탐방, 평협 지도신부(이용권)의 미사, 

하반기 사업계획, 고려산 산행 등으로 진행되었다.

 6월 교구 설정 57주년 기념미사 및 제3회 성체현양대회(김포 성체성지)

   6월 6일(수), 인천교구 제3회 성체현양대회 및 성체거동이 인천평협 주관으로 부천2지구와 

시흥·안산지구 교구민 1,300여 명이 참석한가운데 김포 성체성지(전담신부 나병식)에서 거행

되었다. 김포성당에서의 성체조배를 시작으로 정신철 주교의 주례로 지구 신부들의 경축미

사 집전에 이어 성체거동 및 성체강복으로 진행되었다. 미사 후 성체성지로 성체를 거동하는 

행렬을 시작으로 성지에서 성체강복과 함께 성체현시 조배가 저녁 10시까지 이루어졌다.

 6월 교구장 정신철 주교 은경축 및 축일 축하미사 

   예수성심성월을 맞이하여 6월 22일(금) 오전 10시 30분 교구청 보니파시오 대강당에서 인천

평협 주관으로 정신철 주교의 사제수품 25주년 및 영명축일 축하미사가 사제·수도자·신학

생·신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헌되었다. 김동빈 평협 회장은 “교구장 정신철 주

교님의 은경축을 인천교구 신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교구 공동체의 결속과 

교회 내부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늘 고심하시고 노력하시는 모든 일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기도드립니다.”라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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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한가위 날 위령미사 집전. 교구장 및 교구 사제단(백석 하늘의문 묘원, 마전묘원) 

   오전 11시 마전묘원에서는 교구장 정신철 주교, 교구 사제단, 백석묘원에서는 총대리 정윤화

(베드로) 신부의 집전으로 200여 명의 신자들이모인 가운데 조상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한 위

령미사가 봉헌되었다.

4) 역대 평협 회장 및 지도신부

회장 지도신부

대수 성명(세례명) 재임 기간 대수 성명(세례명) 재임 기간

초대
이병철(암브로시오) 1979.3.~1982.12.

초대 김병상(필립보) 1979.3.~1982.2.

2대 2대 최기복(마티아) 1982.2.~1983.1.

3대

최  일(요한) 1983.2.~1987.2.

3대 송주석(안셀모) 1983.1.~1984.2.

4대
4대 이학노(요셉) 1984.2.~1986.2.

5대 이찬우(요셉) 1986.2.~1987.2.

5대

김근태(마티아) 1988.2.~1992.1.

6대 최기산(보니파시오) 1987.2.~1990.2.

6대

7대 박찬용(요한 사도) 1990.2.~1993.2.7대

8대

9대 신현대(라자로) 1992.1.15~1995.1.9 8대 김용환(요한 세례자) 1993.2. ~1996.2. 

10대
김건일(요한) 1995.1.10~1997.11.15

9대 강근신(미카엘) 1996.2. ~1997.2. 

11대 10대

정윤화(베드로) 1997.2.17~2000.2.18
12대 남기충(루카) 1997.11.18~2000.1.9

11대

12대

13대
권돈구(바오로) 2000.1.10~2003.12.31

13대 이민주(요한 세례자) 2000.2.19~2001.2.18

14대 14대 조성교(요한 금구) 2001.2.19~2004.2.14

15대 김용식(요셉) 2004.1.15~2005.12.31 15대 현명수(바오로) 2004.2.19~2006.2.14

16대 고흥칠(베네딕토) 2006.1.10~2006.1.15 16대 최상진(바오로) 2006.2.15~2007.2.14

17대 최중우(사도 요한) 2007.1.16~2010.1.9 17대 안규태(베네딕토) 2007.2.15~2009.1.5

18대 김용환(요한 세례자) 2009.1.6~2012.1.518대 정진철(베드로) 2010.1.10~2010.6.5

18대 문기득(레오) 2010.6.6~2012.6.30
19대 안규태(베네딕토) 2012.1.6~2016.1.10

19대 정기회(요셉) 2012.7.1~2015.12.31

20대 곽하형(야고보) 2016.2.12~2017.12.31 20대 오용호(세베리노) 2016.1.11~2018.1.14

21대 김동빈(프란치스코) 2018.1.2~현재 21대 이용권(베드로) 2018.1.15~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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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과 전망

1) 인천평협 50년 성과와 아쉬움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제도적 전환점을 마련한 교황 비오 12세의 교령은 자연스럽게 평신도들의 조직화

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 천주교는 교구별로 다양한 단체 이름의 형태로 조직하여 운영해 오던 사도직 

단체들이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라는 통일된 이름으로 설립 시기와 기능은 교구별로 조금씩 달리하며 출범되었

는데, 인천교구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인천교구는 1962년 서울대목구에서 분리되어 승격된 이후 신설 교구로서 교구청은 물론 우선 관할 구역

의 본당 운영관리의 안정화 단계로 인하여 본격적인 사도직 단체의 설립 필요성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

된다. 뒤늦게 1967년 2월 교구 사목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별다른 활동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다가 타 교구보다 조

금 늦은 1979년에 이르러서야 공식적으로 인천교구 평신사도직협의회(이하 ‘평협’)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출범하

였다. 

특히, 1985년 5월에 25.5×18.5cm 크기의 총 32쪽 분량의 『인천평협』이라는 연보를 창간하여 평신도사도직 운

동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회보를 발행하는 성과를 남겼다. 『인천평협』 회보는 교구 및 본당 

소식, 신앙수기 등 다양한 내용을 실었으며, 교구 평신도의 교육과 정보매체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7회까

지 발간된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폐간되면서 아쉬움을 갖게 하였다.

인천교구평협 출범은 늦었지만 처음부터 제도적으로 회칙을 마련하고 지도신부를 임명하고 사무실 배정 및 전

담직원을 배치하였다. 초기 사업은 우선 임원 및 단체장 임원 연수 등을 통하여 단체 운영 능력을 배양시키면서 교

구 내 단체는 물론 본당 간의 유기적 연계체제를 구축하였다. 새로운 조직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구성원들의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교 초청 간담회, 합동 연계행사를 통하여 평신도들의 신앙심 제고와 결집을 유도하였다. 

또한 출범 이후 14차례 회칙 개정을 통하여 평협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명확한 역할과 활동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추가로 재개정하였다. 또한 교구 소속 많은 단체들이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봉사와 성심을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평협 차원에서 공동체 활동이 더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대외적으로 위상을 

높이고자 평협 소속 단체를 확대하였다. 이를테면 여성연합회를 평협의 여성부로 변경하고 연령회를 선종봉사부

로 통합시켜서 앞으로 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물론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평협 소속 단체를 

더 확대하거나 신설하여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아쉬운 점은 ‘평신도의 날’ 제정을 통하여 2차 헌금제도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평협 활동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면

서 활성화되기 시작했지만, 122개 본당 중 아직도 2차 헌금에 동의하지 않은 본당이 많다는 것은 아쉬움이 크다. 

평협 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 내지는 평협 존립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본당 신부들의 양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해가 갈수록 교구 내 행사들을 평협이 맡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하여 교구 

내 주요 공동체 대표들이 평협 소속 단체로 늘어나면서 외형적으로는 교구 대표 단체로서의 역할은 점점 높아져갔

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은 물론 상임직 직원이 1명에 불과하여 대응하는 데 종종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평협 소속 단체들의 경우 단체마다 별도로 지도신부가 있는데 신부의 관점에 따라 평협 활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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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신부들이 있다. 더구나 행사준비 과정에 이견과 참견으로 평협 임원들이 어려움을 호소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임원들의 행사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순수한 봉사직인 평협 임원들이 

행사 때마다 별도로 시간을 내고 때로는 자비까지 부담하는 임원들에 대하여 지도신부가 아닌 신부의 불필요한 언

행과 지시는 시정되어야 한다.

특히, 인천평협은 평신도들이 지역사회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많은 사회적 이슈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

여하거나 의견을 내지 않았다. 물론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과연 그런 이슈들에 대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준을 잡는 것도 매우 어렵지만, 평협이 시민단체가 아닌 것은 확실한 만큼 외부로의 행동이

나 의견표출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한국평협 40년사에서 이 부분은 인천평협이 그동안 사회문제에 외

면하였다는 지적을 하였고, 당시 인천평협은 성찰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대외적으로 사회 이슈들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제시나 집단 의견을 표현한 적은 없다.

10년 단위의 한국평협 백서 작업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평협이 독자적이고 자율적이고 존재감 있는 활동

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인천평협도 동의하고 있다. 일부의 지적도 있지만 사회문제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부

분을 비롯하여 본당과의 연계성 부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평신도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통하여 존재

감을 찾아야 하는데, 반복되는 교구 행사를 담당하다 보니 신선감이 떨어지고 타율적으로 행사를 대행하는 모호한 

역할과 위상으로 평협이 더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2) 앞으로 50년을 위하여

① 성직자들과 평협 간에 이해가 높아야 한다. 

이미 성직자와 평신도들의 엄격한 이분법적 구분이 없어지고 기본적인 순명이 이해되는 범위와 토대 위에서 관

계는 원활해진다. 그리고 그것은 소통이라는 윤활유를 통하여 더욱더 비신자들과의 연결을 부드럽게 하게 될 것

이다. 그 중심쯤에서 평협의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일부 권위적인 분위기와 이해될 수 있

는 기본적인 수직체계를 넘어서는 일방적인 판단은 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긴장과 무조건이 아닌 상호 협조와 

역할을 이해하는 지혜로 성직자들과 평협의 유기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

② 기본적인 인력과 재원이 배분되어야 한다.

평협의 역할은 교구마다 회칙을 통하여 명확하게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주교의 사목활동을 적극적

으로 지원하고 평신도들의 역량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따라서 사회의 모든 부분이 점점 세분화되고 

분업되는 상황에서 결국 평협의 역할에 대한 평신도들의 기대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평신도

의 날’ 2차 헌금으로는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높아져가는 평신도

들의 사회현상에 대한 참여 욕구를 충족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평협의 존재가치는 더욱 낮아질 것이다. 다른 

교회에 없는 ‘평신도의 날’에 2차 헌금을 평협 활동예산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전 본당의 참여가 필요하다.

③ 폐간된 『인천평협』 회보를 재창간해야 한다.

1985년 5월 창간하여 7회 발간하고 폐간된 『인천평협』 회보를 재창간해야 한다. 당시 최일 평협회장은 창간사에

서 평협 회보를 통한 평신도 교육에 힘쓰고 회보 발행을 통하여 신자 상호간의 관계, 본당과 본당 간의 관계, 단체

와 단체 간의 관계 등 상호협조 상호보완 그리고 유대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이후 폐

간된 아쉬운 이력이 있다. 물론 주보가 일부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면 부족으로 거의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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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단순한 소통, 홍보를 떠나 교회 본연의 선교와 기록문화를 통하여 성직자는 물론 신자들 그리고 비신자들에

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4. 교구 인준단체

꾸르실료, 인천 바다의별 레지아, 성령쇄신봉사회,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 인천M.E., 지속적인 성체조

배회, 성소후원회, 전례꽃꽂이회, 성 빈첸시오 아 바울로회, 연령연합회, 인천 가톨릭합창단, 가톨릭 대건합창단, 

가톨릭 남성합창단, 가톨릭 클래식기타합주단, 가톨릭 경제인연합회, 가톨릭 남동공단경제인연합회, 가톨릭 법조

인회, 가톨릭 민족화해위원회, 가톨릭 미추홀교우회, 부천시청 교우회, 가톨릭 사진가회, 인천가톨릭 미술가회, 

부천가톨릭 미술가회, 가톨릭 의사회, 가톨릭 치과의사회, 가톨릭 한의사회, 가톨릭 약사회, 가톨릭 간호사회, 교

정사목후원회, 인천 운전기사사도회, 부천 운전기사사도회, 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선교회, 엠마우스, 농아선

교회, 가톨릭 환경연대, 인천 가톨릭스카우트, C.L.C 국제평협, 가톨릭 성서백주간, 노인대학연합회, 가톨릭 노동

장년회(C.W.M), 가톨릭 노동청년회(J.O.C), 지혜의샘(북방선교기도공동체), 군종후원회, 해양사목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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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 개  황

•소재지 : (1634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39 (수원교구청 내)

•Tel (031) 246-3660 / Fax (031) 253-1170

•설립 연월일 : 1969년 3월 23일

•대표자(회장) : 정태경(마티아)

•교구장 : 이용훈(마티아) 주교

•담당사제 : 양태영(스테파노)

•구성 : 2개 대리구 / 214개 본당 / 26개 단체

2. 기수별 약사 및 주요활동

1) 교구평협 약사

수원교구는 1963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서울대교구에서 분리되어 설정되었고, 윤공희(빅토리노) 주교가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되었다. 윤공희 주교는 1968년 제1회 평신도의 날 평신도 사도직에 대하여 특별 강론을 당부하는 

한편, 한종훈(스테파노) 신부를 앞으로 구성될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지도신부로 임명하여 평협 결성을 준

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듬해인 1969년 2월 19일 교구평협 결성에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교구 회람 제9-69)을 신부

들에게 발송하고, 3월 23일 창립총회를 열어 한종훈 초대 지도신부, 조성지(프란치스코) 초대 회장을 주축으로 수원

교구평협이 조직되었다. 이는 평협 조직을 통해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교구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였다.

2) 주요활동

(1) 제1대 조성지(프란치스코) 회장 : 1969. 3.~1971. 3.

교구장의 평협 설립 협조요청 공문이 발송된 그날 한종훈 신부와 고등동(주교좌)·북수동·서둔동·세류동본당

의 신자 대표들이 모여 평협 설립 준비회의를 개최했다. 1969년 3월 23일 교구 내 27개 본당 대표들과 교구 단위 

단체 대표 등 55명이 참석하여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이하 ‘수원평협’)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회의 진행을 참

관한 교구장 윤공희 주교가 회칙과 회장단(지도신부 한종훈, 회장 조성지)을 인준함으로써 수원교구평협이 탄생하게 

되었다.

①  제1회 수원교구 평신도 세미나 : 1969년 8월 24일 서울농대에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CK 사무국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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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안젤로) 신부의 ‘평신도 사도직 교령’, 현석호 형제의 ‘평신도 사도직 방향’ 강의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②  순교복자 현양대회 : 1969년 9월 28일 전국 각지의 순례단 2,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복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유해 행렬이 미리내성당을 출발, 김대건 신부 묘소 앞에 마련된 특별 제대에 도착하여 윤공희 주교를 

비롯한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현양미사를 봉헌한 후 유해 친구로 막을 내렸다.

③  수원교구의 꾸르실료 운동 도입 : 1970년 8월 수원교구 남성 제1차 꾸르실료가 서울 가톨릭의대에서 교구평

협 한종훈 지도신부를 비롯한 성직자 4명과 조성지 회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고, 9월에 교구 꾸르실료 사

무국(주간 김우룡, 지도신부 류진선)이 발족되었다.

④  지도자급 평신도 공의회 문헌 교육 : 평신도 사도직 운동의 기초를 닦기 위해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

과 가르침을 많은 신자들에게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1969년 8월 24일 서울대 농과대학에서 평신도 사도

직에 관한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합동 세미나 : 1970년 7월 17일 북수동 성당 내 소화초등학교에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한자리에 모여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기탄없이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평신도 사도직 촉진을 위한 성직자·수도자·평신도 합동 세미나’를 열었다.

(2) 제2대 이창복(노르베르토) 회장 : 1971. 3.~1977. 4.

1971년 3월 28일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2대 회장에 이창복(노르베르토)이 선출되었다.

①  본당 운영위원 교리강좌 : 1971년 11월 7일 각 본당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공의회 정신을 올바로 이해시키고, 

어떻게 본당신부를 보필하며 사도직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인식시키기 위한 교리강좌를 실시하였다.

②  평신도 3개년 지도자 교육 : 평신도 사도직을 계발하여 재정 상태가 취약한 교구와 본당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동시에 교세를 10년 안에 10만 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평신도들의 의식을 개혁코자 1972년 ‘교육하

는 해’, 1973년 ‘조직하는 해’, 1974년 ‘활동하는 해’로 평신도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비록 피교

육자들에게는 교육내용이 너무도 새롭고 파격적이다 보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을지라도 사제들과 평

신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은 것은 교구 공동체의 일치와 교육풍토 조성에 이정표가 되

었다고 본다.

③  교구평협 활동 중지 : 1972년 7월 19일자로 교구청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기획관리실이 폐지되고 사목부가 

신설되면서 1973년 8월 7일자 공문(교구 회람 제15-73)으로 이 해 연말까지 각 본당에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

회와 같은 조직을 사목협의회 혹은 이 협의회에 준하는 기구로 개편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교구평협은 명실상

부한 사도직 협의회로 거듭날 때까지 활동을 정지한다고 발표하였다.

④  수원교구의 평신도 지도자 교육 재개 : 1975년 3월 21일 교구 농촌사회 지도자 교육원에서 평신도 지도자 교

육을 실시함으로써 2년간 꺼졌던 교육의 불씨를 되살렸다.

(3) 제3대 김용배(미카엘) 회장 : 1977. 4.~1979. 5.

1973년 8월 교구평협 활동이 정지된 후 아직도 대부분의 본당에 평협이 조직되지 않아 그 성격이 애매한 상태에

서 1977년 4월 5일 제5차 총회에서 제3대 김용배 회장이 선출되어 어려운 조건에서 평협을 이끌게 되었다.

①  본당 회장단 연수회 : 수원평협의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본당 회장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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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977년 12월 12일 교구청 내 교육원에서 본당 회장단 연수회를 개최하고, ‘교구평협과 본당 신자들이 어떻

게 연계하여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할 것이며 본당 회장단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관하여 강의를 듣고 

기탄없는 토론을 벌였다.

②  시성시복을 위한 기도운동 : 1976년은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가 주교들의 연서(連署)로 한국 103위 순교복

자 시성 청원서를 교황청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는 동시에 수원교구장 김남수 주교를 시성 추진 책임 주교로 선

임했다. 전국 평협은 9월 16일 김대건 신부 순교 100주년을 기해 수원을 비롯한 9개 교구의 시성시복 추진위

원회를 발족시켰다. 이에 수원교구평협은 시성·시복 추진위원회의 일원으로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

였다.

③  미리내 순교자 현양대회의 평신도 강론 : 1965년부터 수원교구의 연례행사로 정착된 미리내성지에서의 복자

성월 순교자 현양대회가 1978년 9월 24일 ‘모이자, 본받자, 그 얼’이라는 주제로 거행되었고, 교구평협이 공식 

후원자로 행사 진행을 협조하였으며, 전국 각 교구에서 모인 1만여 명의 순례자들 앞에서 평신도가 순교자 현

양에 대한 강론을 하였다.

(4) 제4대 황백규(요셉) 회장 : 1979. 5.~1982. 3.

1979년 5월 5일 고등동 주교좌 성당에서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황백규(요셉)가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되

었다.

①  본당 전교부장 연수회 : 1979년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교구 교육원에서 본당 사목회 전교부장들이 참석

한 가운데 평소 본당 일선에서 전교하면서 느낀 어려움을 토로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며  현대 사회에 적응하는 

바람직한 전교방법론을 토의하였다.

②  성지순례를 통한 시성시복운동의 전개 : 신앙 선조들의 시성시복을 성취하기 위한 운동으로, 1979년부터 수

원교구 내 각 본당과 제휴하여 성지순례 행사를 대규모로 실시하였다. 1979년 7월 2일 연풍성지, 1979년 11월 

3일 배론성지, 1980년 6월 24일 천진암 성지.

(5) 제5대 김인근(식스토) 회장 : 1982. 3.~1984. 7.

1982년 3월 7일 교구 교육원에서 제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5대 회장에 김인근(식스토)이 선출되었다.

①  선교 200주년 연수회 : 1982년 9월 4~5일 교구 교육원에서 37개 본당과 단체 대표 78명이 참가한 가운데 

선교 200주년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②  수원교구 설정 20주년 기념 선교대회 : 1983년 5월 8일 수원 공설운동장에서 교구민 35,000여 명이 모여 수

원교구 설정 20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개최하고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6) 제6대 황백규(요셉) 회장 : 1984. 7.~1986. 3.

1984년 7월 22일 교구 교육원에서 열린 제10차 정기총회에서 제4대 회장을 역임했던 황규백(요셉)을 제6대 회장

으로 선출하였다.

①  결혼상담소 개설 :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젊은 남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상적인 상대를 선택하여 행

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1984년 11월 25일 평협 사무실에  결혼상담소를 개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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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목요일에 상담을 실시하였다.

②  교구 신년하례 모임 : 1985년 1월 2일 교구 교육원에서 교구청 신부들을 비롯한 성직자들과  수도회 원장 수

녀, 평협 임원, 본당 총회장, 단체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장 주교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고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는 신년 하례 모임을 평협 주관으로 개최하였다. 이후 신년하례 모임은 수원교구의 연례행사로 정

착되었다.

③  복음 선교 웅변대회 : 1985년 ‘증거의 해’를 지내면서 선교 요원의 저변확대와 대 사회선교 실천의 일환으로 

교구청 사목국과 공동으로 교구장기 쟁탈 복음 선교 웅변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웅변대회는 1987년 제3회 대

회를 끝으로 종결되었다.

④  대림절과 사순절 신앙 강좌 : 신자 재교육의 일환으로 1985년부터 대림절 신앙 강좌는 11월 30일부터 12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조원동 주교좌 성당에서 2천여 명이, 사순절 신앙 강좌는 이듬해 2월 14일부터 3월 21

일까지 매주 금요일 8,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⑤  교구 성직자 장의위원회 참여 : 1984년 8월 하한주(요셉) 신부 장례 때부터 교구 장의위원회가 활동했는데, 

위원장은 교구 총대리, 부위원장은 주교좌 본당 주임신부가 맡고 집행위원회는 교구평협이 맡아 장의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는 이 같은 조직이 없는 타 교구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⑥  단체사업 분석 평가제 도입 : 1985년 11월 10일 교구 교육원에서 15개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1985년도 각 단

체 사업 평가회 및 1986년도 각 단체 사업계획 토론회’를 개최하고 단체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상호 정보

교환과 협조를 통해 유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제7~8대 우건석(아우구스티노) 회장 : 1986. 3.~1990. 2.

1986년 3월 2~3일 당진 솔뫼 피정의 집에서 제1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우건석(아우구스티노) 교수가 제7대 회

장으로 선출되었고, 제8대 회장으로 연임하였다.

①  신학교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가톨릭 연예인 공연 협조 : 1986년 4월 27일 수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수원가톨릭대학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가톨릭 연예인 공연이 있었다. 교구평협은 집행위원으로 협조하였다.

②  대림절, 사순절 신앙 강좌의 지역 분산 개최 : 수원평협의 고유사업으로 매년 조원동 주교좌 성당에서 열린 

대림절과 사순절 신앙강좌를 1987년부터는 그동안 소외된 타 지역 신자들을 위해 각 지역구로 분산하여 개최

하게 되었다.

③  본당 순회 피정 : 1986년 전임 회장 때 양성한 강사 요원을 각 본당의 요청에 따라 파견하여 전 신자 피정을 

지도하였다. 

④  수원교구 최초의 야영 지도자 연수 : 1986년 6월 14~15일 양일간 교구 교육원에서 전문 야영 지도자 양성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이듬해에 교구 교육국으로 이관하였다.

⑤  평협 회원 가족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 : 1986년 6월 29일 반월저수지에서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평협 회

원 가족 단합대회가 실시되었고, 이듬해인 1987년에는 지구별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⑥  교구 설정 25주년 신앙대회와 교구평협 : 1988년 10월 9일 수원 공설운동장에서 교구 설정 25주년 신앙대

회가 개최되었다. 교구평협은 행사분과 위원회에 소속되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밑거름 역할을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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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회지 『수원평협』 창간 : 오래전부터 발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회지가 1988년에 창간되었으나 2003년에 

제39호로 폐간되고 말았다.

(8) 제9~10대 조태로(간디도) 회장 : 1990. 3.~1994. 2.

1990년 3월 1일 교구 교육원에서 제16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조태로(간디도)가 제9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①  신뢰회복운동의 전개 : 1990년부터 세계성체대회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한마음 한몸 운동과 병행하여 서

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일치함으로써 서로 믿는 세상으로 바꾸기 위한 사회개조 운동이요 산업화 시대의 필연

적 병폐인 인간성 상실을 회복하기 위한 정신운동으로 ‘신뢰회복운동’을 전개하였다.

②  생명 공동체운동의 전개 : 파괴된 자연환경과 생명경시 풍조를 하느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운동으로, 환경오염 방지와 무공해 농산물 생산, 그리고 인명존중(낙태방지운동)으로 대별된다.

③  교구 단체 관리규정 제정 : 1991년 7월 9일자로 교구 단위 단체의 인준절차를 강화하고, 인준 받은 단체들을 

교구평협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 관리규정>을 마련하였다. 

④  장의업무 편람 및 가톨릭 장의 예식서 발간 : 1991년 『장의업무 편람』 및 1994년 『가톨릭 장의 예식서』를 발간

하여 이후 성직자 장의업무에 기틀이 되었다. 

⑤  청소년 신앙실태 설문지 조사 : 1991년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천진암성지에서 열린 중·고등부 하계 수

련 교리 경시대회에서 3차에 걸쳐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여 청소년 신앙생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

시하였다.

⑥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공명선거 캠페인 전개 :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고발센터를 설

치하고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였다.

⑦  평협 임원, 단체장, 단체 지도신부 연석회의 : 1993년 7월 15일 교구 내 각 단체 지도신부와  평협 임원, 각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단체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9) 제11~12대 박인환(베드로) 회장 : 1994. 2.~1998. 3.

1994년 2월 19~20일 교구 교육원에서 회원 연수회와 제2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1대 회장으로 박인환(베

드로)을 선출하였다.

①  『위로의 샘』 발간과 수원주보에 ‘평협단상’란 신설 : 1994년 6월 신앙과 생활의 지혜에 관한 글이 실린 『위로

의 샘』이 창간되었고, 1년 후인 1995년에는 수원주보 2면에 ‘평협단상’이란 고정란이 신설되어 시사 문제에 관

한 칼럼 및 통일성금 저축통계 등을 게재하였다.

②  제1회 선교왕 시상식 및 통일성금 모금운동 태동 : 1995년 2월 19일 교구청 대강당에서 제21회 정기총회와 

제1회 선교왕 시상식 및 선교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선교왕 시상은 교구평협이 신자들의 선교의식을 고양

하고 선교 체험담을 함께 나눔으로써 선교열을 높이기 위해 거행한 것이다.

③  교육봉사회 창설 및 교육사업 : 1995년 2월 26일 신자 재교육에 경험이 있는 유능한 강사 16명으로 교육봉사

회를 창설하여 교구 내 강사 초빙에 곤란을 겪는 가난한 본당에 파견하였다.

④  통일기도 운동 및 통일성금 저축운동의 전개 : 1996년 1월부터 통일 기도와 저축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하

였다. 통일성금 저축운동은 통일 후 성직자들이 북한에 들어가 성당을 건축하고 선교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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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준비하는 것으로, 2005년까지 1천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운동은 기도운동과 병행하여 

실시되었고, 정기총회 때 통일성금 저축 최우수 본당을 선정하여  시상하기도 하였다.

⑤  교구평협 창립 25주년 기념식 : 1994년 10월 9일 화서동성당 교육관에서 25주년 기념 미사를 드리고, 11월 

10일 고등동성당에서 교구평협 25주년 기념 제2회 교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⑥  주일학교 효도교육, 의형제 맺기 지원 : 수원평협은 교구의 청소년 사목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의 하

나로 1997년 「효도교육 교사 지침 자료」와 「의형제 맺기를 통한 소년 공동체 활동 지도자 자료」를 작성하여 각 

본당에 배포하였다. 

(10) 제13~14대 황재웅(마태오) 회장 : 1998. 2.~2002. 2.

1998년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성 라자로 마을 아론의 집에서 회원 연수회와 제2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황재웅(마태오)을 제13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①  지구별 여성신자 연합 교육 : 1998년 4월 27일 정자동 주교좌 성당에서 중부·용인지구를 시작으로 42개 본

당 948명, 1999년 4월 서부지구 교육을 시작으로 13개 지구 76개 본당 1,398명, 2000년 4월 9일 용인지구를 

시작으로 13개 지구 86개 본당 1,794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합 교육이 실시되었다.

②  새날 새삶 운동의 전개 : 1999년 개최된 제25차 정기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희년의 정신을 삶 속에서 

구현하자는 취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 자신의 생명을 이웃을 위해 내어주는 장기 시신 기

증을 대희년에 그리스도께 드릴 선물로 봉헌하기로 하고, 교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 지구

별로 순회 캠페인을 벌였다.

③  신자들의 정치의식 및 선출직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 : 1992년 사회부 주관으로 정치인 의식조사를 실시한바 

새날 새삶 운동 실천사항의 하나로, 신자들이 정치의식 및 선출직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경기방송을 통해 발표하였다. 또한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4월에 국회 사무처에서 제공한 수원교구 관할

지역 내 국회의원들의 국회출석 현황 자료를 영인본으로 간행하였다.

④  평신도들의 2000년 대희년 신앙대회 축제 : 2000년 10월 22일 ‘2000년 평신도들의 대희년 신앙대회’가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4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화와 선교의 생활화로 새 천년을 열자’란 주제로 열렸고, 수원평

협이 전개한 장기 기증운동에 대하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⑤  선교대상 시상 및 통일성금의 교구 이관 : 1995년부터 시상해 온 선교대상 선정 및 시상 업무를 2000년 제5

회부터 교구로 이관하였다. 또한 2001년부터는 통일성금 저축운동이 수원교구 민족화해위원회로 이관되면서 

그동안 조성한 통일성금은 그 본래의 취지대로 통일 후 북한선교를 위해 사용하고, 2001년 1월부터 모금하는 

성금은 수원 민화위의 탈북자 지원 및 북한·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선교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⑥ 부활된 대림절 특강 주최 : 1985년부터 개최하다 중단되었던 대림절 신앙강좌가 2001년부터 부활되었다.

(11) 제15대 양철화(요셉) 회장 : 2002. 2.~2003. 12.

2002년 2월 17일 성 라자로 마을 아론의 집에서 제2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5대 양철화(요셉) 회장을 선출

하였다.

①  2002 월드컵 기념 교구장배 축구대회 : 2002년 4월 28일 월드컵 기념 제1회 교구장배 축구대회가 한국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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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공사 수원제조창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12월 23일 문화관광부 주최로 열린 월드컵 공로자 포상식에서

는 양철화 회장이 수원교구에 월드컵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 대회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어 수원교구 축구 동호인연합회가 결성되었고, 2003년 5월 18일 축구 동호

인연합회와 교구평협이 공동으로 교구 설정 40주년 기념 제2회 교구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제3회부터

는 수원교구 축구 동호인연합회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②  양철화 회장의 북한 방문 : 2002년 6월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본부의 북한 방문단 일원으로 최덕기(바오

로) 주교와 함께 양철화 회장이 수원평협 대표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 주민에게 축구공 2천 개를 선물

하였다.

③  ‘똑바로 운동’ 차원의 공명선거 캠페인 : 전국평협 ‘똑바로 운동본부’ 산하조직으로 ‘수원평협 똑바로 운동본

부’를 창설하고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올바로 치르기 위한 운동(스티커, 포스터, 전단지 제작)을 전개하였다.

④  『위로의 샘』 제100호 발간 및 ‘평협단상’란 폐지 : 『위로의 샘』은 2002년 9월로 제100호를 맞아 2002년 9월 7

일 100호 발간 기념회를 개최하였고, 주보에 실린 평협단상‘은 2003년 1월부터 교구의 주보 편집방침에 따라 

폐지되었다.

⑤  대림 특별강론 :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대림시기 동안 3차례에 걸쳐 정자동 주교좌 성당에서 대림 특별강

론을 실시하였다.

(12) 제16~17대 안병철(도미니코) 회장 : 2004. 1.~2007. 10.

새로 개정된 회칙에 따라 2004년 1월 31일 평협 종합회의를 개최하여 13개 지구 회장 중에서 수원지구 안병철

(도미니코)이 제16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때 새롭게 교구 평단협이 구성되는 등 그동안 교구민을 위한 교육과 

행사를 주관하고 개혁에 앞장섰던 평협은 신자 개인 그리고 단체들과 교구장 간의 매개체로서 교구민과 지역사회

의 사정을 교구장에게 알리고 교구장의 사목정책을 본당 총회장과 단체들을 통하여 일사분란하게 실현시킬 수 있

는 고속도로의 역할로 교구 내 사도직 활동뿐 아니라 대(對)사회적 활동인 생명수호, 사회복지, 환경 관련, 농촌 살

리기, 공명선거 등 다양한 세상 복음화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수원교구는 2000년대 들어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거대해진 교구의 효율적인 사목 운영을 위해 2006년 7월 

대리구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①  천주교 수원교구 평단협 인준 : 2004년 새 회칙에 따라 3월 13일 단체장 회의에서 평단협 회장단을 선출하고 

천주교 수원교구 평단협이 인준되었다.

②  2004 하계 총회장 연수 : 각 본당의 사정을 교구장에게 알리고, 교구장의 복음화 정책을 본당 총회장들에게 

들려주는 장으로, 7월 3~4일 한국노총 교육원에서 본당 총회장 연수회를 개회하였다. 이후 매년 교구장 주교

와의 만남의 장인 총회장 연수를 상반기 1박2일, 하반기 1일로 개최하고 있다.

③ 평협 임원 워크숍 : 평협 임원들의 영성생활과 친목을 위해 9월 25일 교구청에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④  지방선거 공명선거 캠페인 포스터 제작 배포 : 5월 지방선거를 맞아 공명선거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하여 각 

본당에 배포하고, 교구 신자들이 공명선거에 앞장서기를 촉구하였다.

⑤  『수원평협 소식지』 창간 : 수원교구가 대리구제 시행으로 6개 대리구별로 주보가 발간되면서 대리구 소식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각 대리구 소식을 모아 『수원평협 소식지』를 월간으로 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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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로의 샘』 공모전 실시 : 『위로의 샘』 제150호 발간에 즈음하여 교우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좋은 신

앙의 경험을 서로 나누고자 전 신자 대상 공모전을 실시하였고, 2007년 7월 22일 하반기 총회장 연수 때 시상

하였다.

⑦  김문수 경기도지사와의 만남 : 2007년 8월 9일 경기도지사 공관으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방문해 교구의 현

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13) 제18대 정태경(마티아) 회장 : 2007. 10.~2010. 10.

2007년 10월 13일 상임위원회의에서 제18대 회장단으로 회장 정태경(마티아), 부회장 조인상(안드레아)이 선출되

었다.

①  미산 골프장 건립 반대운동 : 미리내성지 내 ‘미산 골프장 건립’을 반대하는 취지에서 천연기념물 발견 내용을 

2008년 10월 14일자 주보 간지로 발행하여 배포하였다. 10월 9일~11월 2일 ‘미산 골프장 예정부지에서 발견

된 동·식물(일부) 사진전 및 ‘검찰에서 미산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뇌물 비리사건을 수사 중’이란 내용을 10월 

28일자 주보 간지로 본당에 배포하였다.

②  교구장 주교와 대건회 회원과의 연찬회 : 평협 주관으로 2008년 9월 4일 교구청 5층 성당에서 교구장 최덕기 

주교 및 교구청 관계자와 가톨릭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말씀의 전례를 시작으로 식사와 교구청 국장 신부들

과 대화를 가졌다. 대건회와 교구 각 부처가 보다 자주 만남의 시간을 갖고 긴밀한 지원과 협조를 하기로 다짐

하였다.

③  수원교구평협 창립 40주년 축하미사 및 축하식 : 2009년 3월 21일 교구청 5층 성당에서 교구장 최덕기 주교

와 평협 역대 회장들, 상임위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평협 창립 40주년 축하미사가 열렸다. 문희종(요한 세

례자) 영성지도신부는 평협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역대 회장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평신도가 중심

이 되어 교회 사명을 이끌어나가도록 노력하며 복음화의 주체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④  수원교구평협 창립 40주년 기념 제4회 환경마라톤 대회 : 2009년 5월 10일 미리내성지와 고삼저수지 일원에

서 전국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원평협 40주년 기념 마라톤대회가 마라톤 동호인연합회 주관으로 개

최되었다. 남녀 하프(21.0975km), 10km, 5km 코스 순으로 출발하였는데 이번 대회부터 신설된 3km 도보성

지순례가 함께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⑤  경제인회 발기인대회 : 기업과 신앙의 양면 활동을 그리스도 정신에 따라 실천하며 살고 있는 교구 경제인들

의 모임을 만들어 교구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평협에서는 각 본당에 협조를 구해 2009년 9월 5일 교구청 5층 

성당에서 경제인회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경제인회는 창립총회를 거쳐  교구 인준을 받고 사도직 단

체로 활동하고 있다.

⑥  교구평협 창립 40주년 기념 성음악회 :  교구평협 창립 40주년을 맞아 교구 성음악회의 협조로 9월 25일 경

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평신도들의 일치와 화합의 장을 이루는 기념 성음악회를 개최하였다. UNITAS의 협찬

으로 진행된 이번 음악회에는 권선동 중·고등부 성가대와 브라스밴드를 비롯해 수원 대리구 연합 합창단 등

이 참여해 음악으로 한마음을 이루는 무대를 마련했다. 2부에서는 힙합 공연팀의 공연과 비트박스 공연 등 청

소년을 위한 공연 프로그램도 펼쳐져 500여 명의 관중을 열광시키며 풍성한 음악의 향연을 이끌었다. 공연 중

간에는 역대 평협 회장단 기념축하와 앞으로 평협의 발전을 희망하는 기원의 메시지가 영상을 통하여 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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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간을 가졌다.

⑦  수원평협 임원 연수, 팔봉산 등반 : 2009년 평협 임원 연수로 11월 7일 팔봉산 등반을 실시했다. 영성지도 문

희종 신부, 정태경 회장, 평협 임원과 가족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산 팔봉산 산행을 하고 만리포를 경유

해서 하루 연수를 다녀왔다. 1년 동안 함께 수고한 임원들은 대화와 친교의 시간을 나누며 2010년에도 단합된 

마음으로 평신도 사도직에 더욱 충실할 것을 다짐하였다.

(14) 제19대 변영철(마태오) 회장 : 2010. 9.~2012. 10.

2010년 9월 8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19대 회장단으로 회장 변영철(마태오), 부회장 최덕빈(안토니오)이 선출되

었다.

①  교구장과 총회장과의 만남 및 연수 : 수원교구 본당 총회장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아론의 집과 교구청에서 

교구장 주교와의 만남의 장인 연수를 실시하였다.

②  천주교 수원교구 경제인회 인준 : 전년도에 수원교구 경제인회 발기인대회를 평협에서 주관하였는데, 그 결

실로 경제인회가 3월 10일 교구 인준을 받아 사도직 단체로 활동하게 되었다. 

③  2012 제3차 한국평협 상임위원회 : 2012년 9월 7~8일 아론의 집에서 수원교구 주관으로 제3차 한국평협 상

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수원교구장 이용훈(마티아) 주교의 개막미사를 시작으로 각 교구평협의 구조와 운영에 

대한 발표와 상임위원회를 하고 이튿날 손골성지를 순례했다.

(15) 제20대 이래수(그레고리오) 회장 : 2013. 5.~2015. 5.

전임 회장과의 7개월 공백을 깨고 새로 개정된 회칙에 따라 제20대 회장단에 회장 이래수(그레고리오), 부회장 윤

광열(요한 사도)이 임명되었다.

①  총회장 연수 개최 : 매년 2회 상·하반기로 교구 영성관과 교구청에서 수원교구 본당 총회장들을 대상으로 

교구장 주교와의 만남의 장인 총회장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대 연수에는 교구청 신부가 강사로 와서 교구 

상황을 설명해 주거나, 특수사목 신부들이 와서 특수사목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교구장 주

교는 파견미사 때 본당 총회장들에게 교구에서 바라는 바를 당부하였다.

②  상임위원 및 임원 연수 개최 : 2014년 10~11일 안산 선제도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마태 16,24)를 주제로 평협 상임위원과 임원들이 영성지도신부와 함께 10월 임원회의 및 1박

2일 연수를 하였다. 2015년에는 5월 22~23일 화성시 궁평항 펜션에서 상임위원 및 임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16) 제21~22대 윤광열(요한 사도) 회장 : 2015. 7.~2018. 6.

2015년 7월 5일 제21대 회장단으로 회장 윤광열(요한 사도), 부회장 최효용(스테파노), 정성연(클라라)이 임명되

었다.

①  평협 상임위원 및 임원 연수 :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에서, 2017년 2월에는 여주에서, 2018년 2월에는 강화

도 석모도에서 평협 상임위원 및 임원 연수를 개최하였다. 교구장 주교의 사목방침에 의거하여 한 해의 복음

화 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하고, 내적·외적 복음화의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 정진하기로 하였다.

②  총회장 연수 :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교구 영성관과 교구청에서 수원교구 본당 총회장들을 대상으로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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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주교와의 만남의 장인 총회장 연수를 실시하였다. 2018년 연수에서는 영성지도신부가 교구의 상황과 변화

되는 교구 조직에 대해 설명하였고, 파견미사 때 교구장 주교가 본당 총회장들에게 교구에서 바라는 바를 당

부하였다.

③  2016 제1차 한국 평협 상임위원회 : 2016년 4월 1~2일 영성관에서 수원교구 주관으로 한국 평협 상임위원회

가 개최되었다. 개막미사를 시작으로 자비의 특별 희년 선포 칙서인 「자비의 얼굴」에 대한 특강과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였고, 이튿날은 죽산성지를 순례한 후 교구장 이용훈 주교의 파견미사로 행사를 마쳤다.

④  남수단 아강그리알 성전 신축을 위한 자비와 사랑 나눔 바자회 : 2016년 10월 15일 교구청 마당에서 8개월에 

걸쳐 기획한 ‘아프리카 남수단 아강그리알 성전 신축을 위한 자비와 사랑 나눔 바자회’가 열렸다. 이번 ‘사랑 

나눔 바자회’는 22개 사도직 단체 봉사자들의 일치와 교구민의 참여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신자 및 일반인 

약 3,000여 명이 함께하여 모은 성금(1억 2,500만원)은 해외선교후원위원회를 통해 남수단 아강그리알로 전달

되었다.

⑤  성지순례 : 평협 임원들의 영성과 친목을 위해 2016년과 2017년 11월에 수리산성지로 순례를 하였다. 영성지

도신부와 임원들 모두 성지에서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성인 묘역 앞에서 참배하며 순교정신을 본받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였다.

⑥  수원교구 성경 골든벨 : 2017년 9월 9일 교구청 주차장에서 사도직 단체 회원 4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경 

골든벨’ 축제가 열렸다. 참가자 전원이 ‘OX퀴즈’로 예선전을 치르고, 예선을 통과한 50명의 결선 진출자들이 

성경 문제에 주관식으로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최후의 1인은 마라톤 동호인연합회 김연희(바실라, 철산 

본당) 자매가 마지막 문제를 맞혀 골든벨 우승자가 되어 30만원 상당의 상품을 받았다. 총대리 이성효(리노) 주

교는 미사 강론에서 “오늘 성경 골든벨 행사는 교구장 사목교서 말씀처럼 ‘말씀과 성사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쇄신으로 참여하여 소통하자’는 것”이라면서,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새기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자.”고 말했다.

⑦  평협 앱 개발 : 교우들이 서로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수원평협’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앱을 통해 교구

의 여러 조직과 단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나눔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나가기를 희망한다.

⑧  ‘평신도 희년’ 맞이 포스터와 기도문 제작 : 평신도 희년을 맞아 이를 널리 알리고 기도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포스터와 전대사 규정과 세부지침을 넣은 <평신도 희년 기도문>을 제작하여 본당에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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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대 회장 및 영성지도신부

대수 회 장 재임 기간 영성지도신부

초대 조성지(프란치스코) 1969. 3.~1971. 3. 한종훈(스테파노)

2대 이창복(노르베르토) 1971. 3.~1977. 4. 박지환(요한)

3대 김용배(미카엘) 1977. 4.~1979. 5. 황익성(아우구스티노)

4대 황백규(요셉) 1979. 5.~1982. 3. 최재용(바르톨로메오)

5대 김인근(식스토) 1982. 3.~1984. 7. 이정운(베드로)

6대 황백규(요셉) 1984. 7.~1986. 3. 조원규(야고보)

7~8대 우건석(아우구스티노) 1986. 3.~1990. 2. 고건선(바오로)

9~10대 조태로(간디도) 1990. 3.~1994. 2. 최덕기(바오로)

11~12대 박인환(베드로) 1994. 2.~1998. 3. 김영옥(가브리엘)

13~14대 황재웅(마태오) 1998. 2.~2002. 2. 서종선(토마스)

15대 양철화(요셉) 2002. 2.~2003. 12.
이찬종(요셉)

16~17대 안병철(도미니코) 2004. 1.~2007. 10.

18대 정태경(마티아) 2007. 10.~2010. 10.

문희종(요한 세례자)19대 변영철(마태오) 2010. 9.~2012. 10.

20대 이래수(그레고리오) 2013. 5.~2015. 5.

21~22대 윤광열(요한 사도) 2015. 7.~2018. 6. 이근덕(헨리코)

23대 정태경(마티아) 2018. 6.~현재 양태영(스테파노)

3. 현실과 전망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제 지상주의 논리에 의해 참 진리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생명경시 등 윤리적 문제뿐만 아

니라 실업·가정·환경·사회정의 문제가 산적해 있고, 교회는 교회의 관료화로 인해 공동체적 유대감이 약화

되고 신자들의 노령화와 청년 신자수 감소, 신자들의 고학력으로 인한 더 높은 수준의 요구 등 풀어야 할 과제가 

깊다. 이에 평협은 신자 공동체와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교구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복음적 활

동을 수행함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이웃과 세상에 알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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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구 인준단체

간호사회, 경기도공무원교우회, 경기도의회대건회, 경제인회, 꾸르실료, 노인대학연합회, 농민회, 마라톤동호인

연합회, 마리아사업회, 매리지엔카운터(M.E), 미술가회, 법조회, 사진가회, 성령쇄신봉사회, 성 빈첸시오 아 바오

로회, 수원 천지의 모후 레지아, 약사회, 여성연합회, 연령회연합회, 운전기사사도회, 의사회, 전례꽃꽂이연구회,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축구선교연합회,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C.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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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 개  황

•소재지 : (26429)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28 (원주교구청 내)

•Tel (033) 765-1915 / Fax (033) 741-7782

•설립 연월일 : 1969년 12월 17일

•대표자(회장) : 신동주(야고보)

•교구장 : 조규만(바실리오) 주교

•지도신부 : 배도하(베네딕토)

•구성 : 7개 지구 / 51개 본당 / 2개 준본당 / 37개 공소 / 27개 단체

2. 기수별 약사 및 주요활동

1) 교구평협 약사

원주교구는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1965년 3월 22일 춘천교구에서 분리되어 한국에선 14번째, 남한에선 11번

째 교구로 설정되었다. 설립 당시 관할 구역은 강원도 남부인 원주시, 원성군, 영월군, 삼척군, 정선군과 경북 울

진군으로 1개 시 5개 군으로 교세는 13개 본당과 신자수 13,390명이었으며, 성직자는 한국인 신부 9명과 골롬반

회 소속 신부 11명으로 20명이었다. 

원주교구평협은 1967년 3월부터 1969년 12월까지 각 본당별로 본당사목 전반에 걸친 협의 기구인 사목위원회를 

조직 운영하던 중, 1968년 7월 평신도사도직전국협의회가 창립되자 원주교구도 1969년 12월 17일 가톨릭센터에

서 21개 본당 중 19개 본당에서 31명이 참석하여 원주교구 사목위원회 창립총회를 갖고 발족되었다. 이 자리에서 

초대 회장으로 장화순(베드로)과 부회장 박시윤(안젤모) 등을 선임하게 되었으며, 이후 현재 제32대 신동주(야고보) 

회장에 이르고 있다.

(1) 초대(1969. 12. 17~1972. 1. 25) : 장화순(베드로) 회장―무에서 유를 창조하라!

1969년 12월 창립한 원주평협 초대 회장단은 첫 사업으로 그리스도교 재일치 운동을 전개했다. 개신교(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대표들과 준비회의를 거쳐 1970년 1월 24일 원동성당에서 그리스도교 재일치를 위한 합동 미사를 

600여 명(천주교 500여 명, 개신교 100여 명)의 교우들이 모여 봉헌했고, 이후 원주 제일감리교회에서 1,300여 명이 

모여 합동 예배를 드리는 등 그리스도교 재일치를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원주·제천·영월·삼척 등의 평협 

지구회를 결성하고 각 지구를 순회 방문하면서 행정체계와 지도자의 역할과 조직의 기능, 그리고 당면과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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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회를 개최하는 등 교구평협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1970년 7월에 원주교구 

제1차 꾸르실료를 실시하여 교회의 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나갔다.

※ 교구장 지학순(다니엘) 주교 / 지도신부 이영섭(프란치스코) / 부회장 박서윤(안셀모), 이규광(바오로) / 

    총무부장 안순현(토마스) / 감사 홍남표(프란치스코), 주민서(베드로)

(2) 제2대(1972. 1. 26~1974. 2. 27) : 장일순(요한) 회장―스스로 서는 법을 찾아서

1972년 초 본당별 수련회를 실시하여 20개 본당에서 4,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우들의 의식 개혁과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그 해 8월 남한강 유역에 대홍수가 발생하자 긴급 대책협의회를 결성하고 간장·고추장·

된장 등 기본 밑반찬 거둬주기와 의류 및 가재도구를 수집하여 수해지구를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본

당 수입의 1%를 교구 사목위원회(평협)에 헌금하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운영 경비로 사용하여 평협의 자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 지도신부 양대석(알로이시오) / 부회장 신균섭(요셉), 이규광(바오로) / 총무부장 김영주 /

    감사 홍남표(프란치스코), 윤동영(프라치도)

(3) 제3대(1974. 2. 28~1977. 3. 26) : 장일순(요한) 회장―격동의 풍랑 속에서

1974년 7월 6일 교구장 지학순(다니엘) 주교가 민청학련사건 혐의로 구속되자 원주교구 신자들은 부모를 잃은 듯

한 충격을 받았다. 교우들은 원동 주교좌 성당에 모여 기도로 지 주교의 석방을 염원하면서 교구 평신도 이름으로 

<지학순(다니엘) 주교에 관하여>라는 성명서에서 “정의와 실천은 주교의 의무”임을 확인하고 지학순 주교를 지지하

면서 전국 주교단에 호소문을 발송하고, 지학순 주교 석방을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이는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노

력을 하였다. 이를 계기로 원주교구 평신도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투사가 되었으며, 일치와 단합된 모습으로 쇄

신되었다. 또한 가톨릭농민회 강원지부 결성 등 교우들의 삶의 질적 향상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와

중에도 1976년에 5명의 새 사제가 탄생하여 교구의 경사가 있기도 하였다.

※ 지도신부 양대석(알로이시오) / 부회장 신균섭(요셉), 이규광(바오로) / 총무부장 이우근(아우구스티노) / 

    감사 홍남표(프란치스코), 윤동영(프라치도)

(4) 제4~5대(1977. 3. 27~1979. 3. 16) : 김용연(요한) 회장―어둠은 곧 지나가리니

1976년 명동 3·1절 기도회 사건으로 구속된 사제들과 교구 신현봉(안토니오) 신부를 위한 기도회를 계속하면서 

민주화운동은 계속되었다. 7월 17일 신현봉 신부의 석방의 기쁨과 지학순 주교의 은경축 등 소소한 행복도 만들어 

나갔다. 원주교구 제1차 여성 꾸르실료를 개최하는 등 교육과 ‘생활문제상담소’를 개설하여 교우들의 삶의 질을 높

이고자 하였다. 1978년에는 학성동성당에 화재가 발생하여 성당이 전소되자 긴급 임원회를 소집하여 성당 복구에 

평신도들이 앞장설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계층별 신자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가정기도서를 제작 보급하였고, 

가톨릭 농민회와 가톨릭 노동청년회 등 교구 각 단체 조직 강화에도 노력하였다.

※ 지도신부 김지석(야고보) / 부회장 최규창(스테파노) / 총무부장 이우근(아우구스티노) / 

    감사 김창수(프란치스코),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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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6대(1979. 3. 17~1980. 3. 22) : 김용연(요한) 회장―밝아오는 동녘을 바라보며

평협 주관으로 성가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성가가 아름다운 기도임을 교우들에게 인식시키고, 교구 내 교리교사 

세미나를 개최하여 새 신자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배론성지에서의 순교자 현양대회와 성소후원회 기

금조성에 모든 교구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결의하였다. 또한 성직자·수도자·평신도 공동 연수를 통

하여 1980년 ‘신앙의 해’ 선포에 따른 신앙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준비하는 등 내적 성장에 중점

을 두었다. 특히 공소, 주일학교 교리교사 교육 등 본당 자체 교육을 제외하고도 22회에 걸쳐 700여 명에게 신심

교육을 실시하였다.

※ 지도신부 이흥근(마르코) / 부회장 최규창(스테파노) / 총무부장 이우근(아우구스티노) / 

    감사 박은호(토마스 아퀴나스), 정기영

(6) 제7~8대(1980. 3. 23~1982. 3.) : 김용연(요한) 회장―늘 새롭게 하소서

교구장 지학순(다니엘) 주교가 선포한 ‘신앙의 해’ 신앙대회와 교구 설정 15주년 기념행사를 배론성지에서, 성체 

현양대회를 풍수원성당에서 실시하는 등 많은 행사를 소화한 시기였다. 또한 전국 각 교구의 교우들의 정성으로 3

여 년에 걸쳐 시행한 제1차 배론성지 성역화 사업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1981년 9월에는 교우 4,500여 명이 모여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신앙대회를 개최하고 교구민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자리를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레지

오 마리애, 가톨릭 농민회, 부녀회, 노동청년회, 교구 학생연합회 등 교구 활동단체들의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이 

해에는 교구에 5명의 사제가 탄생하는 경사도 있었다.

※ 지도신부 이흥근(마르코) / 부회장 최규창(스테파노) / 총무부장 이우근(아우구스티노) / 

    감사 박은호(토마스 아퀴나스), 박화용(바오로)

(7) 제9~10대(1982. 3.~1983. 12.) : 김정하(요한) 회장―계속되는 시련 속에 뭉친 평신도

부산 미문화원 사건으로 최기식(베네딕토) 신부가 구속되고 배론 성역화 사업을 위해 전력을 다하던 양기섭(베드

로) 신부의 갑작스런 선종 등 원주평협은 정신없는 가운데에서도 전년에 이어 1982년에도 6명의 사제가 탄생하는 

축복이 내리기도 했다. 또한 ‘순교자 유해 순회기도회’를 실시하여 주교좌 원동성당을 시작으로 교구 내 27개 성당

을 순회하면서 순교자들의 일생·서간·역사 등 각종 자료를 작성 배포하고 기도운동을 실시하였으며, 기도운동 

기간 중에 봉사자 일일 피정 9회, 기도회 119회, 신앙 강연회 2회, 특별 강연회 10회 등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 지도신부 최기식(베네딕토) / 부회장 최규창(스테파노) / 총무부장 박양혁(요셉) / 

    감사 박화용(바오로), 이기철(마태오)

(8) 제11~13대(1983. 12.~1986. 1.) : 박화용(바오로) 회장―정의와 평화를 기원하며

제11대 평협은 각 지구 평협을 구성하고 활성화를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원주·제천·영월·태백 순으로 결성하

고, 평신도협의회원 연수를 실시하여 지구 평협 활성화와 동시에 공소 사목협의회를 창립하고 성당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공소 신자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평협과 가톨릭 농민회 주관으로 추수감사제와 중

부지역 농민대회를 개최하였고,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발족하자 적극 지원하였다. 태백의 경동, 연화광업소 

광부들의 생존권 유지 투쟁 지원을 위해 인권회복 기도회를 개최하고, 나라를 위한 9일 기도 중 ‘호헌 철폐 및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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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개헌을 위한 미사’ 후 단식에 돌입한 사제단과 수도자들과 동참하면서 평협과 교구 청년연합회 등 2,000여 명이 

가두시위를 진행하는 등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적극 참여하였다.

※ 지도신부 신현만(시몬) / 부회장 유익상(가브리엘) / 총무부장 우철동(아드리아노) / 감사 조용도(요셉), 김진봉(루카)

(9) 제14~15대(1986. 1.~1988. 1.) 박화용(바오로) 회장―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젊은 남녀 결혼 대상자를 위한 가나안 혼인강좌를 열어 가톨릭 결혼관을 정립시키고, 젊은이들을 위한 선택 세

미나를 실시하여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과 성고문 인권기도회 개최 등 인권 사각지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또 매월 민주시민 강좌를 실시하여 교우들의 의식을 깨우쳐 나갔으며 계속되는 시국선언에도 지속적인 지지와 지

원을 아끼지 않았다. 1987년에 들어서서는 교회의 역할을 성모님의 신앙과 역할로 재조명하고자 교황 요한 바오

로 2세가 선포한 성모성년을 맞이하여 묵주기도운동을 전개하였다. 원동·배론·영월·성내리·정선성당을 지

구 특별기도 성당으로 설정하여 기도운동에 노력하면서 동시에 ‘고 박종철 군 추모미사 및 인권회복 기도회’와 ‘나

라를 위한 기도회’ 후에는 500여 명의 교우들과 가두 촛불시위를 하는 등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

었다.

※ 지도신부 이학근(베네딕토) / 부회장 이계열(아우구스티노) / 총무부장 유익상(가브리엘) / 

    감사 이우근(아우구스티노), 이병두(에드몬드)

(10) 제16대(1988. 1.~1989. 2.) : 김인성(바오로) 회장―시련의 끝에는 풍성한 은총이

2월부터 3월까지 매주 수요일 가톨릭센터에서 성령세미나를 개최하였고, 5~6월에는 매주 화요일 성령기도회를 

개최하고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모성년 행사 백일장을 개최하는 등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한 해였다. 청년

연합회 성지순례와 풍수원성당 100주년 기념행사, 고한성당 봉헌 등 교구의 내실을 다지면서 심신 장애인의 휴식

처인 천사들의 집을 개관하고, 용소막성당에 선종완(라우렌시오) 신부 유물관과 피정의 집을 개관하는 등 많은 행사

가 집중되었다. 이에 축복하듯 5명의 사제를 보내주신 은총의 한 해였다.

※ 지도신부 이학근(베네딕토) / 부회장 신현구(마티아) / 총무부장 김완순 / 감사 이석범(베드로), 이병두(에드몬드)

(11) 제17~18대(1989. 2.~1992. 2.) : 김인성(바오로) 회장―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다

교구 가톨릭 약사회가 출범하였으며, 풍수원 성체 현양대회에 3,000명이 넘는 교우가 참석하였고, 공안정국 및 

보안법 철폐 기도회 후 촛불 침묵의 가두시위를 실시하였다. 1990년 교구 설정 25주년을 맞이하여 평협 임원, 원

주지구 본당회장과 교구 활동단체장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24일 교구 및 지학순(다니엘) 주교 성

성 25주년 기념 신앙대회를 진광학원에서 실시하였다. 그 해 11월 김지석(야고보) 신부가 교구 부주교로 임명되는 

영광을 받았다. 이듬해 1월 24일 김지석 주교 성성 및 착좌식이 진광학원 체육관에서 김수환 추기경과 이반 디아

스 교황대사, 김남수 주교회의 의장을 비롯한 한국 주교단 공동 집전으로 거행되었다. 또한 봉산동 교회묘지에 있

던 최창규(바르톨로메오) 신부의 묘소를 배론 성직자 묘역으로 천묘하여 성직자 묘역이 점차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

였다. 1991년에도 교구에 6명의 사제가 탄생하여 작은 교구에 꾸준히 사제수가 증가함으로써 교우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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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신부 이학근(베네딕토) / 부회장 원주, 제천, 영·평·정, 영동지구회장 / 총무부장 정운주(마티아) / 

    감사 이석범(베드로), 이병두(에드몬드)

(12) 제19대 전반기(1992. 2.~1993. 3.) : 백주현(토마스) 회장―다시 출발하는 원주평협!

1월 정기총회를 거쳐 출범한 제19대 회장단은 우선 유명무실했던 태백지구 평협을 장성성당에서 재결성한 뒤 3

월 황지성당에서 첫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교구에서는 제천 백운공소를 백운성당으로 승격시키고, 북평본당에

서 천곡동을 분리하여 천곡동본당을 신설하여 교세를 키워 나갔다. 교구 단체는 가톨릭 맹인선교회와 가톨릭 운전

기사사도회가 결성되어 시각 장애인을 위한 선교와 각종 교구 행사에서 교통통제 지원 등을 지원하게 되었다. 또

한 평협은 우리 밀 살리기 운동 원주지부 설립에도 참여하여 우리 농민 지원과 교우들에게 좋은 먹거리 제공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 지도신부 박순신(프란치스코, 1991~1993년) / 부회장 원주지구 김정하(요한), 제천지구 윤호진(에드몬드), 

   영·평·정, 태백, 영동지구회장 / 총무부장 정운주(마티아) / 감사 김진봉(루카), 박희홍(이냐시오)

후반기(1993. 4.~1994. 1.) -님을 보내며~

3월 12일 초대 교구장이자 한국 민주화의 큰 별 지학순(다니엘) 주교가 선종하여 교우들의 애도 속에 배론성지 성

직자 묘역에 안장되었다. 이어 제2대 교구장으로 김지석(야고보) 주교가 착좌함으로써 교구의 조용한 변화를 예고

했다. 김지석 주교에 의해 새로 임명된 평협 임원들은 작은 본당 방문 운동을 전개하여 7월에는 대화성당, 11월에

는 백운성당을 방문하여 교우들을 격려하기도 하였다. 

※ 교구장 김지석(야고보) 주교 / 지도신부 김한기(시몬) / 부회장 김광언(베드로), 장신자(소피아) / 

    총무부장 신현구(마티아) / 감사 김진봉(루카), 박희홍(이냐시오)

(12) 제20대(1994. 1.~ 1996. 3.) : 이계열(아우구스티노) 회장―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1994년 제20대 이계열 회장이 취임한 후 교구는 2월 횡성 둔내 공소를 본당으로 승격하면서 교세를 서서히 확

장하였다. 3월에는 교구의 원로 양대석(알로이시오) 신부가 선종하여 장례를 주관하였고, 6월에 교구 설정 기념일

을 실시하던 것을 설정일인 3월 22일로 환원 실시하였다. 평협은 각 지구 방문을 통하여 지구와 소통을 기하고자 

원주·제천·영평정 지구들을 방문하고 지구의 본당 회장 및 단체장들의 연수를 통하여 ①공부하는 평협, ②기도

하는 평협, ③일치하는 평협, ④나눔을 실천하는 평협이라는 4대 지침을 마련하고 실천을 결의하였다. 또한 작은 

본당 방문을 계속하여 5월 영월, 9월에는 평창성당을 방문하였다. 1995년 우산동성당이 학성동성당에서 분가하여 

설립되었으며, 제천지구 평협은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수환 추기경을 초청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6월 명동성당에 공권력 투입에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6월 12일 항의와 속죄 기

도회 후 40여 명의 사제와 600여 명의 교우들은 사제단·수도자·평신도 순으로 원주시내 주요 도로 10여 km에

서 항의와 속죄 촛불 시위를 실시하였다. 교구 사제단은 촛불 시위 후 단식에 돌입하였으며, 5·18 광주항쟁 특별

법 제정과 특별 검사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6월에는 교구평협지를 발간하여 본당과 활동단체에 배

포하기 시작하였다. 7월에는 단양성당 등 수해지구를 위문하였고, 8월에는 작은 본당 방문의 일환으로 둔내성당

을 다녀오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다. 또한 각 지구 평협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여 원주2지구에서는 지구 평협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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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회를, 태백지구에서는 임원 및 지구 본당 임원 피정을 실시하는 등 모두가 활발하게 움직인 한 해였다.

※ 지도신부 김한기(시몬) / 부회장 김광언(베드로), 김재숙(아녜스), 원주지구 이석범(베드로), 

    제천지구 남기철(제르바시오), 영·평·정지구 김장락(베드로), 태백지구 송은영(바오로), 

    영동지구 최승봉(토마스) / 총무부장 신현구(마티아) / 감사 박희홍(이냐시오), 김방수(미카엘)

(13) 제21대(1996. 3.~1998. 2.) : 이계열(아우구스티노) 회장―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1996년 새로이 출범한 제21대 회장단은 4월에 교구평협 임원 연수를 시작으로 영평정지구 평협 임원 연수, 영동

지구 평협 임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 삼척 맹방에서 19개 본당과 10개 단체장들이 참석한 평협 하계 연수를 실

시했으며, 평협 주관으로 성경 필사본 전시회를 영동지구를 시작으로 태백·영평정·제천·원주지구를 순회 개최

하는 등 평협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한편 원주지구 종교인연합회를 주관하여 남북합의서 이행 촉구 순

례단 환영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997년도에도 원주1지구 성가 경연대회, 영동지구 한마음 체육대회, 평협 하

계 수련대회, 원주1지구·대화지구·영평정지구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천주교를 알려드립니다」 선교 책자를 

구입하여 배포하였고, 그리스도인 가정의 해 기도문을 제작 배포하는 등 평신도가 주인인 교회가 되고자 노력하

였다.

※ 지도신부 김한기(시몬) / 부회장 김광언(베드로), 김재숙(아녜스), 원주지구 정은주(마티아), 

   제천지구 김방수(미카엘), 영·평·정지구 김장락(베드로), 태백지구 송은영(바오로), 영동지구 최승봉(토마스) /  

      총무부장 고재복(요한) / 감사 박희홍(이냐시오), 이도행(알베르토)

(14) 제22대 전반기(1998. 3.~1999. 2.) : 정운주(마티아) 회장―세기의 마침과 시작!

제22대 회장으로 취임한 정운주 회장은 2000년 대희년을 대비하여 제천지구 7개 본당 교우 200명을 대상으로 

6개월 과정의 교리 신앙학교를 개설하고, 교리 교사학교를 운영하는 등 대희년 준비에 박차를 기하였다. 선교활

동에도 중점을 두고 「천주교를 알려드립니다」 선교 책자 3,000부를 배포하고, 가톨릭 대학생연합회 연수회를 개

최하여 젊은이들의 선교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가톨릭 사우회 사진전, 가톨릭 미술가회 회원전 등 문화 활동

과 영평정지구·원주1지구 체육대회를 통해 교우들의 친목을 강화하였다. 한편으로는 일산동·대화·정선 아우라

지·둔내성당이 새로운 성전을 봉헌하는 등 교구 전체가 희년을 대비하여 축제의 분위기를 준비하는 보람찬 한 해

였다.

※ 지도신부 신현만(시몬) / 부회장 고재복(요한), 김재숙(아녜스), 원주1지구 고정훈(안토니오), 

    원주2지구 김석철(베네딕토), 제천지구 진홍식(마르티노), 영·평·정지구 김장락(베드로), 

    태백지구 석재준(프란치스코), 영동지구 김남철(베드로) / 총무부장 안승부(프란치스코) / 

    감사 엄증관(토마스), 정연작(프란치스코)

후반기(1999. 3.~2000. 2.)―세기의 마침과 시작!

대희년을 앞둔 1999년은 모두에게 벅찬 희망을 준비하느라 바쁜 한 해를 보냈다. 전국 각 교구에서 준비하는 대

희년 행사를 지원하고 원주교구에서 준비하는 순교자 현양과 선교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각종 현황을 파

악하고 점검했고, 한국평협이 주관한 전국 평신도대회도 적극 협조하는 등 대희년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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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는 평협 주관으로 각 지구별 대희년을 맞이하는 특별 강연회를 실시하고, 강연료를 평협 운영기금으로 사용

하는 등 자립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고,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하여 소외된 이웃과 함께 대희년을 맞

이하고자 노력하였다. 또 『원주교구평협』 회보를 창간하여 평협과 제단체 그리고 본당 평신도의 역할을 교우들에

게 전하였고, 교구 본당 및 단체의 모범 사례집인 『모두가 하나 되게 하소서』도 창간하여 단체 및 교우들의 모범사

례를 교우들에게 전파하여 그들의 활동을 교우들이 공감하고 동참하게 하였다. 초대 교구장 지학순 다니엘 장학회

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학회 설립을 위한 기초를 견고히 하였다.

※ 지도신부 신현만(시몬) / 기획부회장 엄증관(토마스), 지구부회장 우재근(사도 요한), 

   단체부회장 고정훈(안토니오), 여성부회장 김영남(데레사) / 사무국장 엄증관(토마스) / 

   감사 안승부(프란치스코), 정연작(프란치스코)

(15) 제23대(2000. 3.~ 2002. 2.) : 김정하(요한) 회장―모든 것은 다시 제자리에!

2000년 대희년을 맞이한 원주평협은 한국평협 및 각 교구평협과 유기적인 협조를 하였다. 한국평협 정기총회 

및 상임위원회와 『한국평협 30년사』 발간과 한국평협에서 주관한 전국 평신도대회(장소 : 장충체육관), 춘천교구 민

족화해와 일치를 위한 전국대회, 안동교구 생명환경대회, 대구대교구 청소년대회, 청주교구 가정대회에도 적극 참

여하였다. 대내적으로는 평협과 본당 그리고 단체의 수범사례와 주요행사, 교리상식 등을 실은 교구평협 회보를 

월 2회 발간하였으며, 순교자 현양 및 선교 대회를 배론성지에서 9,000여 명의 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

최하였고, 지학순 다니엘 장학회(회원 200여 명, 기금 2억여 원 확보)를 설립하였다. 또한 본당과 단체의 모범활동 등

을 수록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모범 수범집을 발간하였고, 평협 운영비를 자체 확보하기 위하여 도서·

음반과 행사 때의 차와 음료 판매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청소년 역사관 고취 일환으로 한일 청소년 교류 및 세

미나를 일본 나고야교구와 실시하여 과거사 반성과 청소년과의 교류를 이루었다. 그 밖에도 교구와 단체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대희년을 뜻 깊게 보낼 수 있었으며. 2001년에는 지학순 다니엘 장학금을 전반기 21명, 후

반기 15명에게 지급(1,440만원)하였다. 

※ 지도신부 신현만(시몬) / 기획부회장 엄증관(토마스), 지구부회장 우재근(세례자 요한), 

    단체부회장 안승부(프란치스코), 여성부회장 임나영(아셀라) / 사무국장 김상환(안드레아) / 

    감사 정운주(마티아), 유성목(베네딕토)

(16) 제24대 전반기(2002. 2.~ 2003. 2.) : 엄증관(토마스) 회장―멀고도 가까운 공소와 함께

제24대 엄증관 회장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공소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우선 공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구 내 54개 공소를 전수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한 후 어려운 공소 돕기 운동을 전개하여 제천 청풍공소에 성물

을, 원주 문막 간현공소에는 앰프를 지원하는 등 소외되고 낙후한 공소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 경로잔치를 주

관하여 어르신들에게 우리도 아직 할 수 있다는 활기를 불어넣어주었고, 한마음 체육대회 등 각 지구 행사에도 적

극 참여하여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였다. 교구의 원로 이영섭(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와 조응환(타대오) 신부의 선

종으로 교구민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도 했지만, 평협 임원들의 정성으로 모든 장의 절차를 소홀함 없이 치를 수 

있었다.

※ 지도신부 신현만(시몬) / 운영부회장 유재국(가브리엘), 지구부회장 김방수(미카엘), 단체부회장 정명식(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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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선(율리아노), 여성부회장 임나영(아셀라) / 총무위원장 박선희(젬마) / 

    감사 정운주(마티아), 배장환(바르나바)

후반기(2003. 2.~ 2004. 1.)―멀고도 가까운 공소와 함께

2004년에는 전년도에 실시한 공소 사목 지원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공소 자료 및 실태 조사를 완료하여 교구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고, 운영 강화를 위홰 11개 위원회로 조직을 강화했다. 평신도 회보도 분기 1회로 

내실을 추구하였다. 평협 임원들의 단합을 위해 성지순례 및 등산 활동을 실시하였고, 교구 성지 및 사회 복지시설 

환경 미화를 실시하여 꽃길 조성과 가로수와 편의시설 확충 및 보수작업을 실시하는 등 행동하는 평협이 되었다. 

또 교구장 사목교서 실천 운동과 한국평협의 ‘똑바로 운동’ 실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전국 평협과 통일된 상장례 

예식을 적극 보급하였다.

※ 지도신부 박상용(아우구스티노) / 운영부회장 유재국(가브리엘), 지구부회장 이병두(에드몬드), 

    단체부회장 정명식(루카), 여성부회장 신문자(루치아) / 총무위원장 박선희(젬마) / 

   감사 안승부(프란치스코), 한규원(요셉)

(17) 제25대(2004. 1.~2006. 1.) : 원규희(안토니오) 회장―내 이웃과 하나 되어!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된 원규희 회장단은 우선 전년도에 실시한 공소 사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교구장 사목교서 실천을 위해 소공동체 활성화와 이웃 사랑과 주 5일 근무에 따른 평신도들의 의식변화와 사목 대

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교구 평신도 회보를 통한 교리교육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세태에 신앙인으로 지켜야 할 덕

목을 강조하였다. 평협 임원들의 단합을 위하여 화합 활동을 실시하였고, 교구 청소년국에서 실시한 교구 자전거 

순례 대행진에 적극 지원 및 협조하였으며, 지학순(다니엘) 장학회 회원 모집과 기금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장학생 

선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전국 평협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였

고, 교우 선종 시 통일된 ‘상장례 예식’을 사용하도록 신연도 교육과 보급에 노력하였다. 

※ 지도신부 박상용(아우구스티노) / 운영부회장 박덕구(안토니오), 단체부회장 김동훈(프란치스코), 

    여성부회장 송영순(클라라) / 총무부장 원은향(리디아) / 감사 이병두(에드몬드), 김영호(바오로)

(18) 제26대(2006. 1.~2008. 1.) : 윤봉옥(요셉) 회장―나는 누구인가?

제26대 회장으로 선출된 윤봉옥 회장단은 교구장 사목지침의 적극 추진과 평신도 사도직의 정체성 확립을 주

요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교구 사목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①교구장 사목지침 적

극 추진, ②교구 주요 행사 적극 협조, ③소공동체 활성화를, 또한 평신도 사도직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①본당 

및 지구 단위 평신도 교육 강화, ②제단체의 전문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③각종 단체의 활발한 활동 전개(신

심, 활동, 연구, 교리 등), ④전국 평신도 사도직 심포지엄, 세미나, 간담회 참여를, 또 교구 행사 지원을 위해서는 ①

각 지구 체육대회를 포함한 각종 행사 지원, ②사회 복지시설 행사 참여 및 지원, ③지학순(다니엘) 장학회 및 여의

도 장학회의 장학금 운영 등을 목표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전국 평협과 함께 추진하였던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운동’과 통일된 ‘상장례 예식’도 온

전히 정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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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사제 박상용(아우구스티노) / 부회장 김선구(바오로), 송영순(클라라) / 총무부장 김정숙(안토니아) / 

   감사 김성남(야고보), 이원술(파비아노)

(19) 제27대(2008. 2.~2010. 1.) : 이병두(에드몬드) 회장―내실 있는 평협

제27대 이병두 회장은 교구평협 회장이 처음으로 원주지구가 아닌 타 지구에서 선출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병두 회장단은 ‘내실 있는 평협’을 중점 사업으로 정하고 평협을 평협답게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지구 순회 간담

회를 연중 실시하여 교구장 사목지침의 적극 추진과 평신도 사도직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임원과 지구 회장단과의 

세미나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평신도 소명을 교우들에게 역설하였다. 평신도들의 의식 변화와 교리 교

육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하였다. 임원 연수와 피정으로 단합과 화합

의 장을 만들고, 역대 회장단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여 임원들이 역대 평협 회장들과의 대화를 통해 당시의 역경을 

헤쳐 나온 담화를 경청함으로써 평협의 역할을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지학순(다니엘) 장학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회원 모집과 기금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다. 2008년에는 원주교구를 위해 일생을 바쳐 희생한 김종태(

안드레아) 신부와 노세현(마티아) 신부의 선종은 많은 교구민들을 안타깝게 하였다.

※ 담당사제 김민규(요한) / 부회장 강호석(루치아노), 이재구(아우구스티노), 김혜선(젬마) / 

    사무국장 왕종석(노엘) / 감사 정명식(루카), 이재영(비오)

(20) 제28대(2010. 1.~2012. 1.) : 이병두(에드몬드) 회장―아! 이 땅의 순교자들이여~

제27대에 이어 연임된 이병두 회장단은 전국적으로 일어난 ‘하느님의 종 순교자 124위와 증거자 최양업(토마스) 

신부 시복시성’(이하 ‘124위 시복시성’) 운동에 전념하였다. 먼저 평협 임원 피정을 시작으로 제단체장 및 교구 본당 

회장들을 대상으로 ‘124위 시복시성’ 기도 운동의 당위성과 기도 방향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어 배론성지에

서 시행된 순교자 현양대회 중에 ‘124위 시복시성’ 운동 선포식을 실시하여 기도운동이 원주교구에 불붙기 시작하

였다. 횡성지구 평협은 ‘124위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례를 횡성 풍수원성당에서 시작하여 횡성성당, 원주감

영, 원동성당, 용소막성당을 거쳐 제천 배론성지까지 약 80km를 4주간에 걸쳐 실시하였고 이에 원주지구 교우들

은 원주에서 합류하여 횡성지구 도보성지순례단을 응원하였다. 또한 한국평협에서 실시한 전국 성지순례에 참석

하였으며, 전국 순례단이 배론성지를 순례했을 때 교구평협에서 양업합창단을 초청 「아! 땀의 순교자 최양업 사제

여」를 공연하여 전 순례자의 호평을 받는 등 시복시성 기도운동의 모범교구로 칭송을 받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제

단체 지원과 교구 행사도 적극 지원하였으며, 지학순(다니엘) 장학회는 고등학생 12명과 대학생 29명을 선발하여 

2,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 담당사제 김민규(요한) / 부회장 강호석(루치아노), 이재구(아우구스티노), 김혜선(젬마) / 

   사무국장 박종섭(힐라리오) / 감사 정명식(루카), 이재영(비오)

(21) 제29대(2012. 2.~2014. 2.) : 강호석(루치아노) 회장―소리 없이 강한 평협!

제29대 회장으로 선임된 강호석 회장은 평협 운영 목표로 ‘소리 없이 강한 평협’을 추구하였다. 교구장 사목지침

인 2012년 선교의 해와 2013년 청소년의 해를 보내면서 우선 선교의 해를 맞이하여 각 본당과 단체에서 계획적이

고 체계적인 선교활동을 하도록 독려하였고, 청소년의 해를 보내면서 평협과 제단체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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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찾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고,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자 각종 청소년 행사를 적극 

지원하였다. 제단체 활동 지원과 교구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였고, 교구 내 복지시설 방문으로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지학순(다니엘) 장학회는 2년 동안 79명의 학생에게 4,100만원과 여의도 장학회에서 74명의 

학생에게 3,7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한편 2013년 12월 24일 모두가 성탄의 기쁨에 들떠 있을 때 정의 평

화를 위하여 평생을 바친 안승부(로베르토) 신부가 선종하고, 이어 이듬해 2월 18일 조규남(구니베르토) 신부의 선종

으로 교구 신자들은 큰 슬픔을 겪기도 하였다.

※ 담당사제 김민규(요한) / 부회장 엄윤호(보니파시오), 이재구(아우구스티노), 지연자(아녜스) / 

    사무국장 신동주(야고보) / 감사 정인재(스테파노)

(22) 제30대(2014. 2.~2016. 2.) : 강호석(루치아노) 회장―일어나 걸으시오!

교구 설정 50주년을 맞이하는 원주교구는 평협을 중심으로 교구 설정 50주년 희년 선포에 따른 준비와 시행에 

온힘을 경주하였다. 행사준비위원회 구성부터 모든 희년 관련 행사 진행사항을 일일이 점검하고 문제점들을 면밀

히 검토하면서 차질 없는 행사를 위해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과 봉사자들이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다.

2015년 5월 31일(일)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교구 설정 50주년 감사미사’를 봉헌하고 반세기 동안 가난하고 척박

한 땅에서 증거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끄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를 발판삼아 100년을 향

한 사랑의 발걸음을 내딛기로 다짐했다. 50주년 표어 ‘일어나 걸으시오’(사도 3,6)를 주제로 교구장 김지석 주교가 

주례하고 사제단이 공동 집전한 ‘교구 설정 50주년 감사미사’에서 교구민들은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고 믿음과 희

망, 사랑의 실천을 통해 ‘지역의 빛’이자 ‘기쁨의 공동체’가 되자고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 한편 교구는 5월 29일

~6월 2일 원주 치악예술관에서 50주년 기념사진 및 유물전을 열어 성황리에 마쳤고, 9월 12일에는 충북 제천 박

달재 자연휴양림에서 배론성지까지 7km 구간에서 50주년 기념 도보성지순례를 열어 희년을 마무리 지었다.

※ 담당사제 신우식(토마스) / 부회장 엄윤호(보니파시오), 이재구(아우구스티노), 지연자(아녜스) / 

    사무국장 신동주(야고보) / 감사 정인재(스테파노)

(23) 제31대(2016. 2.~2018. 2.) : 신동주(야고보) 회장―아쉬운 이별과 새로운 만남

2016년 5월 25일 25년간 원주교구장으로 교구와 교구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김지석(야고보) 주교가 은퇴하고 

조규만(바실리오) 주교가 원주교구 주교좌 원동성당에서 제3대 원주교구장에 착좌했다. 지난해 설립 50주년을 맞은 

원주교구는 이로써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복음화의 여정에 올랐다. 착좌미사·축하식·축하연으로 진행된 착좌

식에서 원동성당과 성당 마당을 가득 메운 1,500여 명의 성직자·수도자·평신도들은 조규만 주교의 착좌를 한마

음으로 축하하고, 새 교구장과 함께 사랑과 일치의 원주교구 공동체로 가꿔나갈 것을 다짐했다. 

평협 임원 및 제단체에서는 25년 만의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모든 행사를 대과 없이 치렀고, 또 한

국평협 설정 50주년을 맞아 대희년 선포에 따른 희년 행사준비 또한 무리 없이 준비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바쁜 한 

해를 보냈다.

※ 담당사제 신우식(토마스) / 수석부회장 엄윤호(보니파시오), 박종섭(힐라리오), 정재준(파비아노), 이상분(율리아나) / 

    사무국장 도호병(요셉) / 감사 이종학(바오로), 이재구(아우구스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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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32대(2018. 2.~현재) : 신동주(야고보) 회장―새로운 출발과 멋진 내일을 기약하며!

조규만 주교는 교구장 착좌 후 교구 내에 제대로 된 피정의 집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여 배론성지에 ‘은총의 성모 

마리아 기도학교’ 건립을 제시하였다. 평협 임원과 교구 내 평신도들도 교구민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자는 운동을 

펼치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모든 미사 전후와 각종 단체 모임 전후에 기도학교 건립 기도문 바치기 운

동과 1인 한 구좌 이상 가입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 평협에서는 한국평협 50년 희년을 맞이하

여 횡성지구 평신도 희년 신앙대회(6월 20일)와 영동지구 평신도 희년 한마음 대회(5월 27일)를 지원하면서 다가오

는 원주교구평협 설정 50년을 교구 평신도들과 함께 내실 있고 알차게 보내기 위하여 ‘교구 내 본당 순례’와 『원주

교구평협 50사』 편찬 등을 준비하고 있다.

※ 교구장 조규만(바실리오) 주교 / 담당사제 신동걸(바오로)·배도하(베네딕토) / 수석부회장 엄윤호(보니파시오), 

    박종섭(힐라리오), 정재준(파비아노), 송혜경(제르트루다) / 사무국장 도호병(요셉) / 

    감사 이종학(바오로), 이재구(아우구스티노)

2) 역대 지도신부 및 평협 회장

대수 재임 기간 지도신부 회장

초대 1969. 12. 17~1972. 1. 25 이영섭(프란치스코) 장화순(베드로)

2대 1972. 1. 26~1974. 2. 27
양대석(알로이시오) 장일순(요한)

3대 1974. 2. 28~1977. 3. 26

4~5대 1977. 3. 27~1979. 3. 16 김지석(야고보)

김용연(요한)6대 1979. 3. 17~1980. 3. 22
이흥근(마르코)

7~8대 1980. 3. 23~1982. 3.

9~10대 1982. 3.~1983. 12. 최기식(베네딕토) 김정하(요한)

11~13대 1983. 12.~1986. 1. 신현만(시몬)
박화용(바오로)

14~15대 1986. 1.~1988. 1.

이학근(베네딕토)16대 1988. 1.~1989. 2.
김인성(바오로)

17~18대 1989. 2.~1992. 2.

19대
1992. 2.~1993. 3. 박순신(프란치스코)

백주현(토마스)
1993. 4.~1994. 1.

김한기(시몬)20대 1994. 1.~ 1996. 3.
이계열(아우구스티노)

21대 1996. 3.~1998. 2.

22대
1998. 3.~1999. 2.

신현만(시몬)

정운주(마티아)
1999. 3.~2000. 2.

23대 2000. 3.~ 2002. 2. 김정하(요한)

24대
2002. 2.~ 2003. 2.

엄증관(토마스)
2003. 2.~ 2004. 1.

박상용(아우구스티노)25대 2004. 1.~2006. 1. 원규희(안토니오)

26대 2006. 1.~2008. 1. 윤봉옥(요셉)

27대 2008. 2.~2010. 1.

김민규(요한)
이병두(에드몬드)

28대 2010. 1.~2012. 1.

29대 2012. 2.~2014. 2.
강호석(루치아노)

30대 2014. 2.~2016. 2.
신우식(토마스)

31대 2016. 2.~2018. 2.
신동주(야고보)

32대 2018. 2.~현재 신동걸(바오로), 배도하(베네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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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과 전망

설립 당시 3개 본당 교우 13,390명과 한국인 신부 9명과 골롬반회 소속 신부 11명으로 출발한 원주교구는 현재 

7개 지구 53개 본당 37개 공소에 교우 77,422명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신부가 없는 방인 사제 120명으로 

구성된 교구로 발전하였다. 내년이면 50년을 맞이하는 원주교구평협은 3대 교구장인 조규만(바실리오) 주교와 더불

어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원주교구평협을 50년 동안 함께 묵묵히 지켜온 원주교구 교우들과 함께 새로운 내

일을 준비하면서 더 나은 교구를 꿈꾸어 본다.

또한 교구민들의 숙원사업인 ‘은총의 성모 마리아 기도학교’ 건립을 통해 원주교구는 전국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가르치며, 희망을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며, 성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의 생활을 실

천하여, 순교성인들의 얼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원주평협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교우들과 함께 

참 신앙과 참된 평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4. 교구 인준단체

원주 치명자의 모후 레지아, 꾸르실료, 그리스도 공동체 묵상회(M.B.W), 여성연합회,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원

주 지부, 가톨릭 농민회, 성령쇄신봉사회, 교정사목회, 교리교사연합회, 수도자연합회, 가톨릭 간호사회, M.E., 

공소사목협의회, 가톨릭 여교사회, 선택, 가톨릭 제약회, 가톨릭 원주사우회, 가톨릭 의사회, 가톨릭 미술가회, 가

톨릭 운전기사사도회, 시각장애선교회, 성우회, 노인사목연합회, 교구일일피정, 연령회연합회, 가톨릭법조인회,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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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1. 개  황

•소재지 :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내)

•Tel (031) 850-1447 / Fax (031) 850-1576

•설립 연월일 : 2013년 11월 12일

•대표자(회장) : 한효수(바오로)

•교구장 : 이기헌(베드로) 주교

•지도신부 : 이재화(안셀모)

•구성 : 8개 지구 / 83개 본당 / 19개 단체

2. 기수별 약사 및 주요활동

1) 교구평협 약사

의정부교구는 한국 천주교회의 제16번째 교구로 2004년 6월 24일 서울대교구에서 분가 신설되었다. 그 관할 구

역은 경기 북부 지역(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 연천군)이다.

초대 교구장 이한택(요셉) 주교는 6년의 재임기간 동안 특히 ‘찾아가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를 사목 모토로 삼아 

신생 교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의정부교구의 모든 구성원들은 모교구인 서울대교구 시절

에 축적된 역량을 이어가면서도 쇄신과 체질 개선을 위한 성찰과 실천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주사목’과 ‘민족화해’

를 주력 사목 분야로 선택하였다. 

그 뒤를 이어 2010년 5월 4일, 제2대 교구장으로 이기헌(베드로) 주교가 착좌하였다. 이기헌 주교는 ‘소공동체’

를 교구의 비전으로 삼아 교회의 근본사명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 후, 의정부교구는 기도와 말씀 선

포가 살아 있는 공동체,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는 공동체, 그리고 공동선을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그리하여 민족화해와 이주사목에 더하여 공동협력 사목, 직장경찰 사목, 사회복지법인, 수도회와의 연대 등 

하느님 나라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신생 교구의 잠재력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대교구에서 분가하여 교구가 안정되어 가는 2012년 12월부터 교구장 이기헌 주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교

구 사도직 단체를 중심으로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이하 ‘평단협’) 창립 준비위원회가 발족하여 2013년 11월 1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16개 사도직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강신모(프란치스코) 신부를 초대 지도신부로, 문호(토마

스) 초대 회장을 주축으로 의정부교구 평단협이 조직되었다. 이는 평단협 조직을 통해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교구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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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대 문호(토마스) 회장 : 2013. 11.~2015. 11.

서울대교구에서 분가하여 교구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각 본당의 사목협의회와 교구 사도직 단체들도 자리 잡아 

명실상부하게 신설 교구로서 면모를 갖추어 나아가게 되자, 제2대 교구장 이기헌(베드로) 주교는 선교 사목국장 강

신모(프란치스코) 신부에게 교구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2014년에 교구 평신도를 대표하는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이

하 ‘평협’)를 결성하는 것을 검토하게 하였다. 이 당시 각 본당 사목협의회를 중심으로 사목회장협의회를 결성하여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해체된 상태였으며, 교구 여성협의회도 결성을 준비하다가 못 하고 있는 실

정이었다.

이에 강신모 신부는 교구 사도직 단체를 중심으로 먼저 평단협을 결성하기로 하고, 교구 ‘복음화 사도회’ 정점길(

요한) 회장을 중심으로 몇몇 단체장들과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는 평단협을 결성하고 다음에 본당 사목회장협의회, 

여성연합회를 결성하여 전체를 통합하여 교구평협을 결성하는 계획의 일환이었다. 

2012년 12월부터 평단협 결성을 준비하여 가칭 ‘의정부교구 평단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사도직 단체 임

원들과 협의하며 현황을 파악하였다. 결과는 교구에서 인준 받은 단체가 16개, 인준을 준비하는 단체가 2개였다. 

교구 각 단체의 현황을 파악한 추진위원회는 2013년 6월부터 한국평협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의정부교구 평단협 

설립 취지를 설명하였다. 2013년 11월 12일 교구 16개 사도직 단체 대표 등 35명이 참석하여 의정부교구 평단협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회의 진행을 참관한 교구장 이기헌 주교가 회칙과 회장단(지도신부 강신모, 회장 문호, 부회장 이

종찬, 총무 민송주, 감사 한효수)을 인준함으로써 의정부교구 평단협이 탄생하게 되었다.

① 교구 설정 10주년 기념미사 및 심포지엄

교구 설정 10주년을 맞이하여 2014년 6월 24일 경기도 양주시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에서 ‘새로운 복음화

를 향한 새로운 열정’을 주제로 기념 미사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오후 2시에 봉헌한 기념미사는 시작과 끝에 

성가 「임하소서. 성령이여(Veni Creator)」를 부르며 성령의 열정이 교구와 함께하기를 기도하였으며, 참회예절 때 

사제·수도자·평신도 대표들이 참회의 묵상 글을 낭독하였다. 사제·수도자·평신도를 대상으로 각각 진행한 

「교구 설정 10주년 설문조사 보고서」도 미사 중에 봉헌하였다.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한 심포지엄에서는 김정용 신부(광주가톨릭대학교 교수)가 ‘복음의 기쁨에 비추어 본 의

정부교구 사목전망’, 이재화 신부가 ‘의정부교구 사목현실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김동희·강한수·조

현준·김준영 신부가 논평자로 참여하였다.

② 교구 설정 10주년 기념 및 평화통일 기원의 밤 행사

2014년 6월 28일 남북 화해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참회와 속죄의 성당에서 평단협 임원 및 꾸리아 간부 등 

5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의 참의미를 되새겨 보는 의정부교구 10주년 기념 및 평화통일 기원의 밤 행사를 가

졌다.

교구 내 본당 꾸리아에 지시했던 “새로운 복음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염원을 위한 54일 고리기도”(5월 5일~6

월 27일) 때 사용했던 촛불 행렬을 시작으로 진행했다. 교구장 이기헌 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파티마 발현을 언급

하며, “열 살도 되지 않은 히야친타, 프란치스코 그리고 루치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세우신 평화의 계획을 전

해 주시기 위한 뜻을 깊이 새기며.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을 더해 가고 있는 상황과 평화를 촉구하는 현실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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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며, 성모님의 군대 조직인 레지오 간부들이 남북한 지도자(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 바란다.”며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세워진 참회와 속죄의 성당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③ 교구 설정 10주년 기념 순교자 공경 신앙대회

2014년 10월 3일 의정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한국 천주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온 의정부교

구가 교구 설정 10주년을 기념해 그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세상 한가운데서 십자가를 굳건히 지고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부 순교자 공경을 위한 상황극과 토크콘서트에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정약종(아우구스티노) 

일가의 생애를 다룬 순교극이 선보여 큰 감동을 안겨줬다. 행사는 1급 시각장애인, 결혼이주 여성, 어린이 등 각

계각층을 대표하는 이들이 자신의 신앙체험을 나누는 토크콘서트로 이어지며 자신들의 신앙체험을 발표하는 자

리가 되어 더욱 뜻 깊은 신앙대회가 되었다.

④ 2015 제1차 한국 평협 상임위원회

2015년 4월 10~11일 파주 민족화해센터 피정의 집에서 의정부교구 주관으로 한국평협 상임위원회가 개최되

었다. 개막미사를 시작으로 의정부교구 교구장 이기헌(베드로) 주교의 특강과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별 그룹 토의

와 발표를 하였다. 이튿날 임진각 및 DMZ 내의 제2땅굴을 견학한 후 의정부교구 강신모 지도신부의 파견미사

로 마쳤다.

⑤ 의정부 꾸르실료 창립 10주년 교구 울뜨레야

2015년 10월 3일 고양시 어울림누리에서 교구 꾸르실료 창립 10주년 울뜨레야를 개최했다. 2005년 10월 3

일 한마음수련원에서 창립 울뜨레야를 시작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교구장 이기헌(베드

로) 주교를 비롯한 사제단(꾸르실료 대표담당 조병길 신부)과 교구 평단협 간부 및 각 사도직 단체장을 비롯하여 울

뜨레야 단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교구장 이기헌 주교는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불행과 위험은 극심한 소비주

의와 개인주의”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들의 탐욕스러운 마음과 피상적인 쾌락에 집착하

고 하느님과 이웃이 배제되는 삶은 고립되고 피폐한 정신을 낳게 하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묵주기도에 이어 1부 개회식, 2부 기념미사, 3부 운동회 순으로 약 5시간여에 걸쳐 다채롭

게 진행되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행사는 내빈과 기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개회선언과 대회사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다.

(2) 제2~3대 한효수(바오로) 회장 : 2015. 12.~현재

2015년 11월 14일 제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2대 회장에 한효수(바오로) 회장이 선출되었다.

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

2016년 3월 6일 참회와 속죄의 성당에서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위원장 이기헌 주교)와 정의평화위원회(위원

장 유흥식 주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개성과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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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가장 가까운 의정부교구 민화위(위원장 강주석 신부)와 정평위(위원장 상지종 신부)가 공동 주관하고 이기헌 

주교 주례, 유흥식 주교와 의정부교구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봉헌되었다. 주교회의 민화위 총무 이은형 신부가 

미사 중 낭독한 호소문에서 주교회의 민화위와 정평위는 “남북간 적대적 대응과 대규모 군사훈련 등은 한반도에

서 일촉즉발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고, 남북간 첨예한 갈등과 대립은 사드 배치 논란에서 보듯 신냉전 상

황과도 밀접히 연계된 문제임을 확인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호소문은 우선, 남과 북의 당국자들에게 끝을 모

르고 치닫는 대결 국면을 멈추고 평화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며, 최고의 안보는 항구적인 평화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6자 회담을 개최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

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진행하길 희망했다.

또한 우리 국민과 신앙인들에게는 소모적 이념 논쟁을 뒤로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속에서 다양성을 받아들이

며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평화의 길을 함께 찾아 나서자고 당부했다. 끝으로, 인도적 차원의 남북 교

류와 협력은 신앙인이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의무인 점을 상기하면서 기도로써 주님의 자비에 힘입어 함께 연

대하고 행동할 것을 권고했다.

이기헌 주교는 이날 미사 강론을 통해 “한국교회는 지난해 분단 70주년을 평화의 원년으로 삼기로 다짐했고, 

첫 주교단 방북에서 북한에 정기적 사제 파견을 논의하는 등 희망적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해가 바뀌고 짙은 분

쟁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오가 이성을 압도하는 순간에도 평화를 사랑한다면 상대방과

의 대화 노력을 포기할 수 없다.”며 “우리 교회는 대화와 용서와 인내의 가치를 기억하고 용감한 비폭력 수단으

로 현 상황을 대해야 한다.”고 했다.

② 병인박해 150주년 기념 의정부교구 ‘양주 순교성지’ 선포

2016년 5월 28일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에 위치한 양주 관아터에서 양주 순교성지 선포식을 거행했다. 이로

써 양주 관아터는 의정부교구 관내의 첫 순교성지로 공식 선포되었다. 

선포식에는 교구장 이기헌 주교와 총대리 한만옥(토마스) 신부를 비롯한 교구 사제단과 교구 평단협 간부, 교

구 순교자공경위원회 후원 회원 및 신자 200여 명이 참석, 교구의 첫 순교성지 선포를 함께 기뻐하면서 순교자 

현양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교구장 이기헌 주교는 “성지 선포식을 계기로 이곳에서 순교하신 분들의 삶과 믿음을 기리며, 그분들을 본받

는 현양 정신이 우리 의정부교구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양주 순교성지 담당 홍

승권(대건 안드레아, 순교자공경위원회 위원장) 신부는 “우리 교구에 치명터가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라면서 “이곳이 

우리 교구민이 굳건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 관아터의 순교성지 선포는 교구가 병인박해 순교자들 명단과 약전을 기록한 「치명일기」를 통해 양주에

서 순교자 5명이 순교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양주 관아 일대에 순교지 터로 추정되는 땅 3,766

㎡를 매입함으로써 이뤄졌다.

「치명일기」에 따르면 양주 치명터에서 병인년(1866년)에 네 명, 무진년(1868년)에 한 명이 순교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다. 순교자는 김윤오(요한)·권 마르타 부부, 김 마리아, 박 서방, 홍성원(아우구스티노)이다. 교구는 순교

성지 선포식을 시작으로 성지 성역화 사업과 순교자 연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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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정부교구 산하 가톨릭 동북아평화연구소 개소

의정부교구 산하 ‘가톨릭 동북아평화연구소’가 2016년 6월 1일 파주 민족화해센터 내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교구장 이기헌 주교의 사목방침에 따라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연구 활동에 주력하는 연구소 설립을 꾸준히 준비

해 왔고, 2015년 9월 ‘동북아평화연구소’(초대 소장 강주석 신부)를 설립하였다. 그 후 연구소가 나아갈 방향과 활동 

영역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였고, 2016년 6월 1일에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연구

소의 문을 열게 된 것이다. 강주석(베드로) 신부는 환영사에서 “교회는 평화를 위한 사도들의 선교를 통해서 시작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로마의 평화라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세상에서 참된 평화인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고 살아갔던 것이 사도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완성되지 못할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고 

세상 끝까지 그 평화를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선교사명”이라고 하였다. 강 신부는 또한 “저희 연구소는 ‘평화’

의 메신저가 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정세를 살피고, 평화 실현을 염원하는 모든 분에게 

동북아평화의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충직한 일에 전념하고자 합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④ 2016년 평단협 연수

2016년 6월 24일(금)~25일(토) 민족화해센터 피정의 집에서 ‘새로운 시대와 평신도 사도직운동’을 주제로 평

단협 간부 및 사도직 단체 간부들이 강신모 지도신부를 초빙하여 1박2일 연수를 하였다. 첫째 날은 ‘새로운 시

대와 평신도 사도직운동’에 대한 제1강의를 듣고 조별 나눔과 발표가 있었으며, 둘째 날에는 ‘평신도 사도직운동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제2강의와 조별 나눔과 발표를 통하여 단합된 마음으로 평신도 사도직

에 더욱 충실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⑤ 병인순교 150주년 기념 순교자 현양미사

2016년 9월 4일 의정부교구 마재성지에서 오후 1시 30분 마재성지와 다산 생태공원에서 ‘자비의 특별 희년 

및 병인순교 150주년 기념’ 순교자 현양미사 및 음악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제1부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

와 132위 시복 기원 미사 및 전대사 수여 미사, 제2부 순교자 공경 음악회 및 「정난주 마리아」 뮤지컬로 진행되

었다.

⑥ 병인박해 150주년 기념 하느님의 종 이벽과 132위 시복기원 교구 신앙대회

2016년 10월 23일 경기도 양주 순교성지 및 양주 별산대 놀이마당에서 교구 신앙대회를 거행하였다. 병인

순교 150주년을 기념하고 하느님의 종 이벽과 132위 시복을 기원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이날 신앙대회에는 500

여 명의 성직자·수도자들과 평신도들이 참가해 순교자들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참가자들

은 이날 다 함께 「103위 한국 순교 성인 호칭 기도」와 「124위 한국 순교 복자 호칭 기도」를 바치며 순교자들의 시

복을 기원했다. 이기헌 주교는 인사말에서 “신앙대회를 통해 교구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순교자들의 시복을 위해 

기도하자.”면서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을 모범으로 실천하는 삶은 천상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

라고 권고했다. 교구 순교자공경위원회 홍승권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포한 자비의 희년과 한국교회가 선

포한 병인순교 150주년이 11월 20일 막을 내린다.”면서 “남은 기간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순교자의 정신을 따

르기로 다짐하는 기회로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신앙대회는 제1부 병인 순교자들을 위한 오라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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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피의 절벽」 공연, 제2부 이기헌 주교와 교구 사제단이 집전한 시복기원 및 순교자 공경 미사로 진행되었다. 

식전 행사에서는 ‘양주 별산대’ 놀이 공연과 내빈들의 인사말, 축사 등이 이어졌다. 제1부 오라토리오 「피의 절

벽」은 서울대교구 이상철 신부(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교수)가 작곡, 10월 15일 절두산순교성지에서 ‘병인순교 

150주년 기념 절두산 순교자 하느님의 종 13위 시복 기원 음악회’를 통해 초연된 작품이다. 지휘는 정승희, 합창

은 가톨릭 솔로이스츠와 의정부교구 가톨릭 국악합창단이 맡았다.

⑦ 2017년 평단협 연수 및 ‘답게살겠습니다’ 선포식

2017년 3월 31일~4월 1일 파주 민족화해센터에서 의정부 평단협 산하 단체장 65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7년 

평단협 연수 및 ‘답게살겠습니다’ 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첫째 날, 이재화(안셀모) 신부는 ‘한국 천주교회의 사목 현실(2015년 인구조사 중심)’, ‘답게살겠습니다’ 운동의 의

미 강의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이기주의 만연, 금전만능 풍조와 극단적 대결, 양극화로 인한 불안, 불신, 불만

이 교회와 단체까지 파고드는 현실이다. 내 죄를 먼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단체의 정체성에 입각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하느님께서 그 단체에 주신 카리스마를 살려야 한다.”라고 강

조했다. 이어서 조별 토의(의정부교구의 ‘답게살겠습니다’) 후 나의 다짐(가정에서, 소속 단체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을 

나누어준 설문지에 적어낸 참석 단체장들은 “나의 모든 책임을 남의 탓으로, 혹은 주변의 잘못된 제도와 환경 탓

으로 돌리면서 책임을 회피해 왔음을 고백하고 참회한다.”고 밝혔다.

둘째 날, ‘의정부교구 사목방향(평단협 역할)’을 주제로 한 강의가 이어졌으며, 교구장 이기헌 주교와의 대화는 

각 단체장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이기헌 주교는 파견 미사 강론에서 “나와 다름(단체, 사회, 가정)을 존중

해 주는 단체장들이 되어 의정부교구의 일치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대표로 뽑힌 5명의 단체

장이 ‘답게살겠습니다’ 선언문을 한 항목씩을 선포한 후 이기헌 주교에게 제출하였다.

⑧ 의정부교구 레지오 마리애 도입 60주년 기념행사

2017년 5월 3일 의정부 주교좌 성당에서 레지오 마리애 도입 6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레지오 마리애 단원으

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되새겼다.

한효수(바오로) 단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한 행사는 특강(홍승권 신부), 연혁 보고, 경축 미사 등으로 진행되

었다. 교구장 이기헌 주교는 미사를 주례하고, 강론을 통해 레지오 마리애 단원들에게 평화를 위한 기도를 특별

히 당부하면서 “우리나라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 더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

황은 평화의 원리로 서로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꼽았다.”면서 “레지오 마리애 단원들도 서로를 존중하

고 다름을 인정하며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헌 주교는 미사 중에 정

정근(막달레나) 자매를 비롯한 단원 9명에게 모범상을 수여하였다. 40년 넘게 레지오 마리애 활동에 헌신한 공로

로 상을 받은 나정자(아가타, 85세) 자매는 “하느님과 성모님께 언제나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면서 “남들이 볼 땐 

가진 것 하나 없는 할머니겠지만, 지금 나는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말했다. 교구 레지오 마리애 단원들은 1년간 

전 단원이 기도와 선교 대상자, 냉담 교우 회두 등을 봉헌하기로 서약한 결과를 패에 담아 이기헌 주교에게 전달

했다. 의정부교구 레지오 마리애는 1957년 2월 의정부2동본당(현 주교좌 의정부본당) ‘근심하는 이의 위로’ 쁘레시

디움으로 시작했다. 2004년 서울대교구에서 의정부교구가 분가하면서 애덕의 모후 꼬미시움이 교구 애덕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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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레지아로 승격하였다. 2017년 3월 말 현재 애덕의 모후 레지아는 쁘레시디움 1,107개, 꾸리아 93개, 꼬미시

움 8개로 구성되어 있다. 성인 단원은 9,087명(여성 6,280명, 남성 2,807명)이며, 청년 단원 67명, 소년소녀 단원 

198명이다. 협조단원은 모두 1만 5,526명이다.

⑨ 교구 순교자공경회 창립식

2017년 9월 10일 교구 순교자공경위원회는 의정부 주교좌 성당에서 교구장 이기헌 주교의 주례로 ‘의정부교

구 순교자공경회’ 창립 기념 미사를 봉헌하고 창립식을 열었다. 교구 순교자공경회는 순교자를 기억하고 공경하

며, 순교자의 모범적 삶을 본받아 순교 신심을 함양하는 신심 단체다. 2014년 활동을 시작했고 2017년 3월 교구

장 인준을 받았다. 순교자공경회는 ①순교 신심 행사 진행, ②교회사와 순교록(순교약전) 학습, ③순교자에게 전

구를 비는 정기적 기도 모임, ④신앙의 길 등 성지순례, ⑤교구 성지 성역화를 위한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성지순례를 돕는 순례 안내서를 발간했으며, 후원회원을 위한 소식지 『순교』를 배포하고 있다. 현재 회원 

260여 명이 활동 중이다.

⑩ 2017년 이주민 축제

2017년 10월 29일 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주관으로 경기도 양주 한마음청소년수련원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2017 이주민 축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의정부교구 관할 지역 내 이주노동자, 난민 등 700여 명

이 참가해 명랑운동회, 장기자랑, 전통문화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교구 평단협과 사도직 단체인 경제인연합회에서 이주사목위원회에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⑪ 평신도 희년 기념 심포지엄

2018년 6월 23일 교구 신앙교육원에서 평단협 주관으로 ‘변화의 시대, 다시 깨어나는 평신도’를 주제로 한국 

천주교 ‘평신도 희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열어 평신도들의 삶을 성찰하고 교구의 사목 과제를 모색하였다.

‘복음의 기쁨으로 사는 평신도’를 주제로 발표한 박문수(프란치스코, 의정부교구 가톨릭평신도영성연구소장) 박사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 「복음의 기쁨」을 바탕으로, 평신도가 지닌 문제와 과제를 ①신앙의 낮은 우선순위, ②이

웃 없는 신앙생활, ③개인주의 영성, ④반지성주의, ⑤쇠퇴하는 가정 등 다섯 가지로 꼽았다. 박문수 박사는 신

앙의 동기는 점점 낮아지고, 현세 구복(求福)적 신앙과 세상의 평화에 무관심한 마음의 평화를 추구함으로써 복

음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언급하면서, “현대 그리스도인의 영성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의 이해와 관심에만 갇힌 고립된 정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최민호(마르코, 의정부교구 교회사연구소장) 

신부는 ‘마재 성가정을 중심으로-한국 천주교 평신도의 영성 : 자발성·성모신심·순교신심’을 발표하고, 한국 

평신도 영성의 뿌리를 정약종 일가의 삶에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재화(교구 선교사목

국장) 신부, 한효수(바오로, 교구 평단협) 회장, 김옥현(베드로, 본당 사목회장협의회) 회장, 송정미(보나, 여성총구역) 대

표, 성경화(체칠리아) 평신도 신학자 등이 패널로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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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대 평협 회장 및 지도신부

회장 영성 지도신부

대수 이름(세례명) 재임 기간 대수 이름(세례명) 재임 기간

초대 문  호(토마스) 2013.11.~2015.11. 초대 강신모(프란치스코) 2013.11.~2016.9.

2대
한효수(바오로) 2015.12.~현재 2대 이재화(안셀모) 2016.9.~현재

3대

3. 현실과 전망

요즘 신자들의 마음은 ‘고객의 마음’으로, 서비스를 받는 위치에 있는 것 같다. 봉사는 어려워하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싶어 한다. 그러나 교회가 평신도들에게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도 성찰해야 할 시점에 

온 것 같다. 80년대 전까지는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교회가 비대해지면서 세상이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세상 밖의 우리 사회는 경제 지상주의 논리에 의해 참 진리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생명경시 등 윤리적 문제

뿐만 아니라 실업·가정·환경·사회정의 문제가 산적해 있고, 교회는 교회의 관료화로 인해 공동체적 유대감이 

약화되고 신자들의 노령화와 청년 신자수 감소, 신자들의 고학력으로 인한 더 높은 수준의 요구 등 풀어야 할 과제

가 많다.

특히 우리 교구는 분단의 아픔을 몸소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교구로서 남북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한반

도 평화통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평화의 원천이신 주님께 기도하고 신자 공동체와 눈높이를 같이하며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교구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복음적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이웃과 세

상에 알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겠다.

4. 교구 인준단체

경제인연합회, 꾸르실료, 노인대학연합회, 복음화사도회,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성령쇄신봉사회, 성서백주

간, 애덕의 모후 레지아, 연령회연합회, 운전기사사도회, 축구단연합회,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M.E, 아버지학교, 

가톨릭국악합창단, 의정부평신도 체나콜로, 예수살이공동체, 가톨릭평신도 영성연구소, 순교자공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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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관구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1. 개  황

•소재지 : (4196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대구대교구청 내)

•Tel (053) 250-3057 / Fax (053) 250-3054

•설립 연월일 : 1967년 6월 25일

•대표자(회장) : 류해석(시몬)

•총재 :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부총재 : 총대리 장신호(요한 보스코) 보좌주교

•지도신부 : 조현권(스테파노)  

•구성 : 5개 대리구 / 162개 본당 / 1개 준본당 / 81개 단체

2. 기수별 약사 및 주요활동

1) 여명기

(1) 교구 설정 초기의 남방 천주교 명도회

1911년 대구교구 설정 당시에는 이미 1886년에 대구본당이 설정, 대구지방을 비롯한 경상남북도에 전교가 시작

되었다. 지방 교회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큰 본당으로 성장되어 총 신자수가 3,000명을 넘고 있었다. 교구 설정 당

시 새 교구의 주교좌 본당이며 조선남방교구의 중심지가 된 대구(현 계산 주교좌)본당의 열성적인 교우들은 주교를 

돕고 가톨릭액션(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사도직 단체를 만들고자 1910년 4월 ‘명도회(明道會)’를 조직했다. 회장에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국채보상운동 등으로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서상돈(아우구스티노)을 추대하였다. 

1911년 6월 11일 남방교구(대구대목구)가 발족하고 첫 감목(주교)으로 6월 26일 부임한 드망즈(안세화) 주교는 1912

년 6월 20일 교구적 평신도 조직체로 ‘조선남방천주교 명도회’를 설립하여 남방교구의 모든 신자들은 명도회 회원

이 되도록 하였다. 중앙조직부터 결성하고 이후 각 지방 교회에 그 지회를 두기로 하였으나 지방 교회의 지회 설치

를 이루지 못한 채 1919년 3·1운동이 있던 해부터 명도회의 회합은 일시 중단되었고, 이후 1920년 12월에 새롭게 

결성된 해성청년회(海星靑年會)가 1921년 10월 교구장 의향에 따라 명도회에 통합 보강되었으나 개화기의 격변 속

에서 그 활동이 지지부진하였다.

(2) 남방 천주교 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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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회가 보강된 후에도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자 1924년 7월 20일 윤창두·최정복 등 십수 명의 제안으로 명

도회의 발전적인 해체와 더불어 ‘남방천주교 청년회’를 창립하고 각 지방 교회에 그 지회를 두기로 하였다. 주교를 

총재로 추대하고 초대 회장에 최정복(1930년 7월 28일, 제2대 회장 이효상)이 선임되었다. 교회 내에서뿐 아니라 지방 

사회에서 각종 행사와 사업을 통하여 전교는 물론, 개화문화의 보급을 위한 전위대로 자처하게 되었다. 특히 해성(

海星)여자야학원 등 성인교육을 위한 사학 운영, 30인조 양악대(프랑스제 취주악기로 구성된 악대), 체육도장(테니스) 운

영, 교구 연합 체육대회 개최 등으로 천주교가 지방 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어, 전교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

명도회의 침체기를 벗어나 활성화된 남방천주교 청년회는 또 1927년 4월 1일 교회 내의 소식 보도와 의견교환 

및 보조일치를 목적으로 『천주교회보』(가톨릭신문의 전신)라는 청년회 기관지를 월간으로 창간하였다. 그 후 4년 동

안 그 운영과 성과를 지켜본 안 주교는 1931년 7월 7일 『천주교회보』를 대구교구의 공식기관지로 승격시켜 그 후

원회를 조직, 교구 내 모든 성직자에게 그 취지를 알리는 공한을 보내는 등으로 『천주교회보』가 크게 발전하게 하

였다. 1930년 8월 17일 남방천주교 청년회는 그 안에 소년부를 부설하고 그 해부터 3년 동안 해마다 전국 가톨릭 

소년소녀 작품 전람회를 개최하는 등 소년층의 지도와 후배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당시 대구교구는 이와 같은 청

년회의 활약으로 전교활동이 매우 활성화되었고, 지방 사회는 청년회의 사회적 문화 활동에 힘입어 개화문화의 보

급이 크게 증진되었다.

(3) 대구교구 가톨릭 청년연합회

조국이 해방되자 1948년 9월 19일 당시 경상남북도를 관할하고 있던 대구교구에서는 경상남북도를 통한 ‘대구

교구 가톨릭 청년연합회’를 결성하고 총재에 노기남 주교(서울교구장이면서 대구교구장 겸임), 초대 회장에 김하정, 부

회장에 최재복(경북)·김응주(경남)를 선임하였으나 규약 제정부터 의견이 대립되어 화합을 이루지 못했던 관계로 

4개월 동안 침체되어 있었다. 이듬해 1월 15일, 긴급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규약 개정과 임원개선을 단행하여 회장

에 최정봉, 부회장에 이효상·김응주(경남)를 선임하였다.

이 개편으로 활기를 되찾은 청년연합회는 당면사업으로 1933년 3월 18일에 전국 5개 교구장회의의 결의에 의해 

휴간되었던 『천주교회보』를 1949년 4월 1일부터 속간하기로 결의하고 사장에 최민순 신부, 주필에 이효상, 편집국

장에 윤광선을 선임하였다. 소식보도, 의견교환, 조국성화를 사시로 삼아 그 후 월간에서 주간으로, 『천주교회보』

에서 「가톨릭시보」로, 또 「가톨릭신문」으로 제호를 바꾸고 지면을 확장하면서 간행, 보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신문은 1951년 4월 15일 제88호까지 청년연합회에서 간행하고 제89호부터는 교구 기관지로서 교구에 그 경영

을 인계하였다.

또 1949년 3월 26일 교구장 최덕홍(요한) 주교와 연합회 본부 회장(대리 이효상)이 임석한 가운데 부산에서 대구교

구 가톨릭 청년연합회 경상남도 지회를 결성하고 초대 지회장에 김응주, 부지회장에 문두관·이효재를 선임하여 

연합회로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다음해 6·25전쟁이 일어나 본부와 지회 활동이 모두 마비되었으나 「가

톨릭시보」의 발간만은 그 와중에서도 특히 윤광선의 비상한 노력에 힘입어 지속되었다. 재정난으로 종이를 구하기 

어려워 결간하게 되면 다음에 합간호를 내기도 하고, 사옥이 없어 윤광선의 자택에서, 그 후 교구 사업체인 대건출

판사에 곁방살림을 차리고, 대구매일신문 사옥에 정착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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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 천주교 총연맹 대구교구 연맹

전국 가톨릭운동 협의회로서 1949년 8월 26일 중앙에 ‘대한천주교총연맹’이 결성된 이듬해인 1950년 2월 26일

에 그 산하단체로서 ‘천주교 대구교구 연맹’을 결성하고 각 지방 교회에 지방 교회 연맹을 결성키로 하였으나 4개

월 후에 6·25전쟁이 일어나 중앙연맹과 더불어 무산되었다. 휴전 후 다시 ‘대구교구 신자협의회’ 결성을 시도하

여 발기회까지 가졌으나 교구장(서정길 주교) 인준을 받지 못하여 유산되었다.

2) 설립 및 과도기

(1) 설립 배경

1965년 11월 18일 교황 바오로 6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부들과 함께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을 선포

하였다.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이 반포됨에 따라 세계의 모든 교회는 교령의 정신을 받들어 평신도 사도직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대구교구도 평신도들의 사도직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도하게 되어 교구 내에 평

신도 사도직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들 단체들은 각자 나름대로 친목과 영적수련, 봉사활동, 선교 

등을 목적으로 조직되어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었다. 단체 대표들의 결정에 의하여 1966년 1월 3일과 4일 2시간

여 씩 매일신문사 회의실에서 대구 시내 10개 가톨릭 단체들이 공동으로 공의회에 관한 강연회를 가졌다. 3일에는 

김수환 신부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의의’, 4일에는 서기호(루디) 신부가 ‘공의회의 제문서에 나타난 평신도 사

도직’에 관하여 강연하였다.

1967년 바티칸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평신도대회에 참가한 한국 대표단(인솔 황민성 주교, 단장 류홍렬, 부단장 이태

재)이 귀국하자 그 대회의 결의에 따라 그 해 7월 황 주교의 사목 교구인 대전에서 한국평신도사도직협의회 결성 

총회를 열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각 교구의 평신도 사도직 단체가 정비되기 전에 중앙조직부터 서둘렀던 탓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초대 총재에 대전교구장 황민성 주교, 회장에 서울의 류홍렬, 부회장에 대구의 이태재가 

선임되었다. 그 후 각 교구의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의 결성을 독려, 산하조직이 정비되기까지는 몇 해가 걸렸다. 그

러나 대구교구는 1967년에 조직된 액션단체협의회가 있어서 교구평협을 대신하게 되었다.

(2) 과도기(가톨릭 액션단체협의회 시기) : 1967. 6. 25~1982. 3. 27

1967년 6월 25일 가톨릭센터에서 서정길 대주교 임석 하에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협의 조정하고 상호 유대를 

강화하여 교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구대교구 가톨릭 액션단체협의회’가 창립되었다. (명칭은 평신도 

교령 4장 20절의 ‘가톨릭 액션’을 본따 액션단체협의회라고 했던 것이라고 초대 회장 임학권은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구교

구는 명칭은 다르지만 1967년부터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한국교회 내에서 제

일 먼저 평협을 조직한 교구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는 동남아에서도 처음이라고 기록된다.

이때까지는 중앙기구를 먼저 조직하고 지방기구 또는 산하기구를 조직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왔으나 이미 결성

되어 활동하고 있는 교구 단위의 여러 분야별·기능별 가톨릭 액션단체들을 규합하는 중앙협의체의 구성이 처음

으로 시작되었다. 그 하나가 ‘대구대교구 가톨릭 액션단체 협의회’였다. 결성 당시의 교구 공인 가입 단체는 14개 

단체(간호원회, 작은 꽃 교사회, 남자 중·고 교사회, 여자 중·고 교사회, K-3 공군 군인회, 육군 군인회, 레지오 마리애, J.O.C, 

미술가협회, 상지회, 음악가협회, 의사회, 학사회, 학생연합회)였다. 교구장 서정길 대주교를 총재로, 초대 회장에 임학

권이 선임되었으며, 산하 각 액션단체를 지도 육성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 그 후 산하의 단위 단체가 급속히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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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어 갔으나 이 연합체의 조직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활동에 별 어려움은 없었다고 

한다.

가톨릭 액션단체협의회는 1967년 7월 12일 혼기에 놓인 미혼 남녀 신자들의 혼인준비를 위한 ‘가나 강좌’를 상설

하여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성직자와 평신도로 강사진을 짜고 9월 10~16일 제1차 가나 강좌를 개설한 이

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다. 이 강좌가 개설되자 서정길 대주교는 직접 1주간의 강좌를 수강한 

뒤 본당신부들에게도 혼기의 남녀 신자들의 수강을 권장하고 그 수강자에게는 혼인성사를 위한 찰고를 면제할 것

을 지시하였다.

1973년에는 액션단체협의회를 교구평협으로 확대 개편하고 많은 활동을 하여 복음화운동과 교회발전에 크게 기

여하였다. 그동안 액션단체는 계속 늘어나서 50개가 되었다.

1981년 6월 6일 선목신학교(대구가톨릭대학의 전신) 교정에서 대구대교구 설정 70주년을 기념하는 교구 성체대회

를 가졌다. 이 대회는 당시의 교구 사목회의가 주관하였으나 그 실무에는 액션단체협의회의 관계 단체가 동원되

었다.

3) 발전기

(1)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시기 : 1982. 3. 28~1999. 11. 21

1967년 6월에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던 가톨릭 액션단체협의회는 초본당적인 교구 액션단체들의 협의체 조직이

었으므로 본당 대표의 참여가 없는 교구평협으로서는 한계가 있었으며 타교구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

래서 각 본당에 평협을 조직하도록 하여 각 본당마다 본당 평협을 조직하게 되었고, 1982년 3월 28일 기존 액션단

체협의회에 각 본당 대표를 보완하여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늦게나마 명실공히 교

구 평신도 사도직 활동기구가 정비되기에 이르렀으며, 교구장 서정길 대주교를 총재로 추대하고, 회장에 이태재가 

선임되었다.

교구평협은 한국 천주교 200주년인 1984년을 준비하는 일환으로 1982년 11월 16일에 대구대교구 사목회의 준

비위원회가 결성되자 3년에 걸쳐 13개 분야에 걸친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의 의안을 작성하여 1985년 11월 3일 제3

차 교구 사목회의 위원총회에 500여 면에 달하는 ‘사목회의 위원회 평신도 의안’을 교구장에게 제출하였다. 

1984년 5월 5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임석 하에 200주년 기념 대구대교구 청소년대회를 대구 종합운동장에

서 가졌다. 그 실무와 집행을 교구평협이 맡아 총무, 기획, 지휘, 통제, 전례, 의전, 동원, 경호, 안내, 섭외, 홍보, 

방송, 시설, 여성, 의무 등 각 분과로 나누어 차질 없이 수행하였다.

1985년 9월 15일에는 서정길 대주교 주교 성성 및 교구장 착좌 30주년 경축대회를 두류공원 운동장에서 거행

하였고, 1986년 7월 5일에는 이문희(바오로) 대주교의 제8대 교구장 착좌식을 성 김대건 기념관에서 거행했으며, 

1987년 4월 7일 서정길 대주교가 선종하자 그 장례식을 성 김대건 기념관에서 거행하고 성직자 묘지에 안치하

였다. 1987년 1월 21에는 대구에서 순교한 이윤일(요한) 성인의 유해를 경기도 미리내에서 대구로 이장하여 유해봉

안 및 순교 120주년 기념미사를 성모당에서 봉헌하였다. 대구대교구는 한국 천주교회 초창기 신앙선조들의 평신

도 활동을 본받아 교구 설정 초기부터 평신도의 활동이 왕성하였으며 그 전통이 오늘에 이어져 있다. 상례적 연중

활동은 물론 수시 평신도의 동원이 필요한 모든 활동은 교구평협이 맡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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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시기 : 1999. 11. 21~현재

1999년 11월 21일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로 재창립되었으며, 평신도 사도직 단체 활성화를 위해 

단체를 격려,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이는 교구 시노드(1997년 11월 30일~1999년 10월 10

일)를 마치면서 시행된 기구개편에서 교구 방침에 발맞춰 결성하게 된 것으로, 재창립총회에는 본당 평단협 회장

과 교구장 인준 단체장으로 구성되었다. 교구평협은 시노드 폐막 1주년과 2000년 대희년을 보내며, 115개 본당을 

대상으로 10월 25일~11월 15일 총 30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제1차 교구 시노드를 마친 지 어언 1년

을 맞이함에 있어 지난 1년간 화해와 용서, 참회와 쇄신의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고자 한 취지였다. 

2001년 9월 9일에는 대구평화방송이 주최하고 교구평협이 주관한, 교구 설정 90주년 및 대구 평화방송 개국 5

주년 기념 특별 공연인 성극 뮤지컬 「님이시여, 사랑이시여」가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전주교

구 뮤지컬 공연단이 출연하여 2회 공연을 가진 성극 「님이시여, 사랑이시여」는 신유박해 200주년 및 대구 순교자 

시복시성 추진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점에서 2,300여 명의 신자들이 관람함으로써 성황리에 치러냈던 교

구평협의 커다란 사업 중 하나였다. 

2004년 2월 16일 19시 30분 대구시민회관 대강당에서는,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1주기(2월 18일)를 맞아 교구평

협과 대구문화방송 공동 주최로 한 ‘대구지하철 참사 1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하늘나라에서 안식을!’이라는 주제

로 열린 이 추모제는 대구 가톨릭 음악인회·문인회·미술인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 문화예술인과 종교인들이 출

연해 대구지하철 참사로 희생된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에게 위안을 건네며 참된 사랑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2005년 5월 5일에는 교구평협 제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등반대회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팔공산 교육수련원에서 

최영수(요한) 보좌주교와 지도신부를 비롯한 130여 명의 제단체 회장단과 임원 부부가 참가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2010년 10월 2일 교구 설정 100주년 기념 도보성지순례(성가요양원~한티성지)가, 이듬해 9월 24일에는 시복시성을 

위한 교구 도보성지순례가 진목정에서 실시되었다. 

2014년 8월에는 시복경축 문화예술제가 성대히 개최되었는데 20~24일 교육원에서 사진전·문인회·미술전

이, 22~24일은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에서 전례꽃꽂이 전시회가, 23일에는 대구시민회관에서 대음악회가, 30일

에는 교구청 교육원 앞에서 소음악회가 개최되었다. 

2015년 2월 7일부터 매월 첫 토요일 평단협 회장단 주도로 무료 급식시설인 ‘요셉의 집’에서 배식·설거지·청

소 등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9월 19일에는 도보성지순례 및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선포식을 조환길 대주교, 하

성호 총대리, 박석재 사무처장, 박영일 담당사제 외 14명, 이호성 교구 총회장 외 평신도 총 1,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티성지 순교자 묘역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2016년 5월 22일 개최된 교구 100주년 기념 범어대성전 봉헌식에 참석했고, 9월 23~24일에는 ‘한티 가는 길’ 

도보순례(가실성당~한티성지, 45.6km)에 박영일 담당사제 외 34명의 신청자와 마라톤동호회 봉사자 6명이 종주하

였으며, 24일의 도보성지순례 및 병인순교 150주년 기념 미사에는 조환길 대주교, 장신호 보좌주교 외 평신도 

총 1,700여 명이 참석하였다. 11월에는 매년 발행하는 『대구평신도』를 통권 제29호부터 발간부수를 2,500부에서 

10,000부로 확대 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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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대 총재 및 지도신부

구분 재임 기간 이름(세례명)

총재
(교구장)

1967. 6.~1986. 7 서정길(요한) 대주교

1967~1986. 7 서정길(요한) 대주교

1986. 7.~2007. 3. 이문희(바오로) 대주교 

2001. 2. 27~2009. 8. 18 최영수(요한) 대주교

2009. 8. 18~현재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부총재
(총대리·보좌주교)

1994. 4. 8~2001. 2. 23 서정덕(알렉산델) 주교

2016. 7. 13~현재 장신호(요한 보스코) 주교

지도신부

1967~1969 김영환(베네딕토)

1969~1971 이문희(바오로)

1971~1976 박병원(필립보)

1976~1978 박창수(요한)

1978~1981 최시동(요한)

1981~1987 김경식(보니파시오)

1981~1987 김경식(보니파시오)

1987. 1.~1990. 3. 이종흥(그리산도), 이용호(가브리엘)

1990. 3.~1991. 4. 이종흥(그리산도), 최휘인(바오로)

1991. 4.~1994. 8. 서정덕(알렉산델), 천광성(바오로)

1994. 9.~1995. 2. 최시동(요한), 이용길(요한)

1995. 2.~1996. 8. 최시동(요한), 김충(프란치스코 하비에르)

1996. 8.~1998. 9. 최시동(요한), 이용호(가브리엘), 김율석(마태오)

1998. 9.~1999. 3. 최현철(파비아노), 조환길(타대오)

1999. 3.~1999. 9. 조환길(타대오)

1999. 9.~2002. 5. 이기수(비오)

2002. 5.~2002. 6. (임시) 조환길(타대오)

2002. 6.~2006. 2. 28 류승기(바오로)

2002. 11.~2005. (직장사도직 담당) 이상재(가스톨)

2006. 2. 28~2009. 9. 4 김율석(마태오)

2009. 9. 4~2012. 10. 4 김영호(알폰소)

2012. 10. 4~2017. 1. 박영일(바오로)

2017. 1.~2017. 8. 이경기(토마스 아퀴나스)

2017. 8.~2017. 10. 노광수(그레고리오)

2017. 10.~현재 조현권(스테파노)



148

 한국평협 50년사

5) 역대 회장

대수 회장 재임 기간

초대 임학권(바실리오) 1967~1969

2대 황기석(골룸바노) 1969~1971

3대 박의하 1971~1976

4대
임학권(바실리오)

1976~1978

5대 1978~1981

6대 김재근 1981~1982

7대 이태재(마티아) 1982. 3. 28~1987. 2. 28

8대
황기석(골롬바노)

1987. 3. 1~1988. 2. 21

9대 1988. 2. 21~1989. 2. 26

10대
임학권(바실리오)

1989. 2. 26~1990. 10. 27

11대 1990. 10. 27~1992. 10. 25

12대
손인호(프란치스코)

1992. 10. 25~1994. 10. 30 

13대 1994. 10. 30~1996. 11. 2

14대
최옥식(바오로)

1996. 11. 2~1998. 11. 1

15대 1998. 11. 1~1999. 11. 21

16대

마정웅(알폰소)

1999. 11. 21~2001. 10. 27

17대 2001. 10. 27~2002. 10. 27

18대 2002. 10. 27~2003. 11. 8

19대

이용기(요한 비안네)

2003. 11. 8~2004. 11. 6

20대 2004. 11. 6~2005. 11. 5

21대 2005. 11. 5~2006. 11. 28

22대 2006. 11. 28~2007. 11.

23대 이해도(안젤로) 2007. 12.~2009. 11.

24대
김종해(비오)

2009. 11.~2011. 10.

25대 2011. 10.~2013. 10.

26대 박해룡(아타나시오) 2013. 10.~2015. 10. 

27대 주진혁(베드로) 2015. 10.~2017. 10.

28대 류해석(시몬) 2017. 1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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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과 전망

1) 명칭 변경 및 본당 구조의 변화

지난 몇 차례 전국 사목국장 회의에서 각 교구 평단협의 문제가 집중 논의되었다. 2010년 추계 주교회의에서 

“평신도사도직협의회”(평협)를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평단협)로 명칭 개정을 결정한 후 각 교구마다 명칭 변경

에 따른 많은 혼란이 있어 왔다.

200주년 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53~54항에 따르면 본당은 “사목회”와 “평신도사도직협의회”를 본당 사목구의 

두 기둥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목회는 본당의 제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고, 평협은 그 결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집행기구 또는 활동기구였다. 이전에는 명실공히 평협이 본당 사목구의 실제적인 사목활동의 중심 추 역

할을 했었고, 평협 회장이 본당 평신도들을 대표하는 본당 회장 역할을 맡았었다.

그러나 명칭 변경에 따라 평협의 위상이 바뀌게 되었다. 평협은 평신도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기구에서 사도

직 활동을 하고 있는 평신도들로 구성된 각 단체들의 협의체라는 위상을 가지게 되었고, 본당 사목구의 사목활동

의 중심은 평단협이 아니라 ‘사목평의회’가 되었다. 평단협은 일개 위원회나 일개 분과로 사목평의회에 속하게 되

었다. 그리고 본당 차원에서 단체들의 협의체는 필요성이 있지만, 이 협의체가 교구 차원으로 연결되어야 할 필요

성과 실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2) 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의 현실

이런 변화는 본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구도 마찬가지다.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교구평협)가 “교구 평신도

사도직단체협의회”(교구 평단협)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본당과 교구 사이에 여러 가지 혼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본당이 평협 단위로 움직이고 있고, 교구도 교구평협이 중심이 되어 움직일 때는 본당과 교구 사이에 일원화된 

체계로 인해 본당과 교구가 별 무리 없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본당은 사목평의회 중심으로 구조

와 조직이 개편되었고, 본당 평신도들을 대표할 수 있는 역할은 평단협 회장이 아니라 사목평의회 부의장(총회장)

이 맡고 있다. 그러나 교구는 평협이 평단협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위상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평협이 하

던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면이 있다.

교구 차원의 기구는 현재 “천주교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이다. 이 협의회의 구성원은 현실적으로 

교구 인준 사도직 단체뿐이다. 따라서 그동안 교구 평신도들의 대표성을 지녀왔던 기구가 아니라 교구에서 인준된 

단체들의 협의체 기능만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런 변화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교구 평신도들의 대표성에 관한 부

분은 교구 사목평의회의 평신도위원회 위원장인 교구 총회장이 맡게 되었다.

명칭 변경은 교구 평신도들의 대표성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활동 영역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구

성원이 교구 인준 사도직 단체들로만 국한되는데, 이럴 경우 활동 영역은 교구 사도직 단체들 상호간의 정보 교환 

역할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 사도직 단체들은 고유의 활동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때

문에 교구 평단협이 성격이 다른 각각의 단체들을 일괄적으로 동원하여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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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전망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교구평협이 교구 단체들의 단순한 정보 교환 역할을 넘어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에 실

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으로는 ①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연구 기능 강화, ②부분적인 평신도 교

육 담당, ③교구 사목평의회의 결정을 실행하는 부분으로 교구 사도직 단체들을 통한 부분적인 교구 행사 참여 등

일 것이다.

교구 단위의 모든 행사가 교구 사목평의회에서 논의되고, 그 결과가 대리구와 본당으로 빠르게 홍보되고 집행됨

으로써 교구 행사를 교구 평단협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구의 모든 대리구 및 본당과 평단협이 일정 부분 자기 

몫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평신도들로 구성된 사도직 단체들의 설립 목적은 교회 일이나 행사를 돕는 것이 목적이 아

니다. 평신도 사도직 단체는 그리스도의 사도직(예언직, 왕직, 사제직)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세상 속에서) 삶으로 세

상을 복음화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즉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 교회

를 증언하는 것이 평신도 사도직 단체들의 설립 목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교구평협은 교구 사목국과 함께 소

속된 각각의 사도직 단체들이 각자의 설립 목적을 구현함으로써 교구 발전과 나아가 교회 및 세상의 복음화에 기

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협의체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4) 교구 평신도위원회

2013년 9월 6일 대구대교구는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인준으로 교구 사목평의회 내에 평신도 위원회가 신

설되었고(천대교 제2013-137호 참조), 천대교 제2013-159호 공문에 의해 교구 총회장(평신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

한 후보자 추천을 받아 교구 총회장과 각 대리구별 총회장 5명, 교구 평단협 회장, 여부회장, 여성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으로 평신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2013년 12월 7일 첫 사목평의회에 참석하여 첫 상견례 후 12

월 18일 첫 회의를 가졌다. 초대 총회장에 이호성(아우구스티노)이 선임되었으며 2015년 11월 연임되었다. 2017년 

11월 제3기 총회장으로 이동구(마티아)가 선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4. 교구 인준단체

신심단체

C.L.C, M.B.W.대구공동체추진봉사회, M.E., 가르멜재속회, 꾸르실료, 레지오 마리애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

뚜스,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바뇌의 성모기도회, 성령쇄신봉사회, 성모기사회, 재속 프란치스코회, 지속적인 성

체조배회, 푸른군대

직장

㈜코오롱인더스트리, 가톨릭신우회(샛별회), 경북교육청 가톨릭신우회, 경북지방우정청 가톨릭신우회, 대구광역

시 가톨릭신우회, 대구시광역시 교육청신우회, 대구은행 가톨릭신우회, 대구지방국세청 가톨릭신우회, 미8군 선

교성모회, 영남의료원 신우회, 전력인 신심회, 포스코 교우회, 한국조폐공사 성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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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단체

가톨릭 간호사회, 가톨릭 경제인회, 가톨릭 교수회, 가톨릭 기술사회, 가톨릭 미용인회, 가톨릭 방송인회, 가톨

릭 법조인회, 가톨릭 수의사회, 가톨릭 약사회, 가톨릭 언론인회, 가톨릭 의사회, 가톨릭 학술원, 운전기사사도회, 

한의사 신우회

동호회

가톨릭 남성합창단, 가톨릭 마라톤동호회, 가톨릭 문인회, 가톨릭 미술인회, 가톨릭 배드민턴연합회, 가톨릭 사

진가회, 가톨릭 여성합창단, 가톨릭 음악인협회, 가톨릭 차인회, 가톨릭 체육인회, 가톨릭필 하모닉오케스트라, 

고려수지 신우회, 국악예술연합회, 생활성가협회, 선교게이트볼동호회, 아마추어무선사회(대구마르코니회), 요셉발

건강회, 전례꽃꽂이연구회, 전례미술연구회, 전례생활연구회

학생교사단체

스카우트, 유아교육 사도직협의회, 중등교원 사도직협의회, 초등교원 사도직협의회, 대구틴스타

기타

가두선교단, 공소후원회, 관덕정 순교자현양사업후원회, 교정사목봉사회, 군종후원회, 노동장년회, 노동청년회, 

미바회, 민족화해후원회, 성모당, 청각장애인, 선교회전례봉사회,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성지안내봉사회, 시

각장애인선교회, 원로사제후원회, 한중천주교친선협회, 해외선교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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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 개  황

•소재지 : (483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27번길 39 (교구청 1층)

•Tel (051) 622-5588 / Fax (051) 622-5533

•설립 연월일 : 1958년 5월 30일(신자 협의회)

                   1975년 4월 26일(평신도사도직협의회 재발족)

•대표자(회장) : 도용희(토마스 아퀴나스)

•총재 주교 : 손삼석(요셉) 주교(교구장 서리)

•담당사제 : 이장환(마르티노)

•구성 : 14개 지구 / 124개 본당 / 1개 준본당 / 43개 단체

2. 기수별 약사 및 주요활동

1) 교구평협 약사

(1) 여명기 : 1957~1970년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한국전쟁으로 나라 안은 황폐화되고 국민들은 실의와 도탄에 허덕이고 있었고, 한국 

천주교회도 커다란 시련을 겪고 있었다. 그 와중에서도 한국교회는 교회 본연의 활동을 계속하여 민족 재기의 발

판을 마련하고자 하느님의 자비적 사랑을 펼쳐 나갔다.

더욱이 부산지역 교회는 피난 교회의 중심지가 되어 내외적인 면에서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 휴전 후에도 교세는 

크게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1954년에 들어서면서 부산교구(당시 경남교구) 설립 안이 구체화되어 ‘경남 감목대리구’ 

설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당시 대구교구장이었던 최덕홍(요한) 주교는 대구교구 관할이던 부산과 경상남도 

지역을 독립시켜 부산교구를 신설함으로써 이 지역에 교회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954년 6월 18

일 이 지역을 관할할 감목대리구를 설정하고 초대 감목대리로 서정길(요한) 신부를 임명하고 부산진(현 범일) 본당

에 주재토록 하였다.

그 뒤 부산교구 설립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1957년 1월 21일 부산교구가 설립되고 같은 해 2월 3일 부산교

구 초대 교구장으로 최재선(요한) 신부가 피선되어, 5월 30일 주교로 성성되었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이하 ‘부산평협’)는 부산교구 설정 이듬해인 1958년 5월 30일 부산교구 초대 교구장 

최재선 주교 성성 1주년을 맞아 신자들의 협의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부산시 가톨릭 신자 협의회’(이하 ‘협의회’)

를 결성한 것이 모태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협의회는 교구장의 자문과 교회 발전의 제반사항을 협의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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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결성되었으며, 구성원은 교구 내 각 본당 대표를 선정하여 이루어졌다. 중앙·부산진·초량·대신동(현 서

대신)본당의 대표는 각 5명, 나머지 본당과 교구장이 지명하는 기관의 대표는 각 1명으로 되어 있었다. 협의회 결

성 첫 사업으로 9월 28일 교구 제1차 성체대회를 주관하여 성대히 치렀다.

1958년 당시 교구 산하 사도직 단체는 교구 설정 1년 전에 창단한 레지오 마리애(1956년 1월 3일)와 9월 26일 설

립된 가톨릭대학생연합회가 사도직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 뒤 많은 신자들이 교구 발전을 위한 관심을 갖

게 되어 1960년 5월 교구장 최재선 주교는 영성적인 격려와 지도로 지성인회를 조직하여 교구 발전을 꾀하게 되

었다. 지성인회는 김남수 신부(전 수원교구장)를 지도신부로 하여 의사·약사·간호사·교사·실업인·법조인·언

론인, 이렇게 7개 분과위원회를 두었고, 이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할 사무국을 설치하였다.

총회는 연 1회, 분과위원회는 격월제로 데레사여자고등학교 교실(8개 사용)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회의를 개최

하였으며, 지도신부는 모든 분과에 참석하는 열성을 보였다. 이 모임이 오늘날 분야별 교구적 사도직 단체 태동의 

효시다.

특히, 한미 합동 성체대회, 지성인의 밤, 교리 경시대회 등 제반 행사를 통해 교구적 사도직 단체와 유대를 이루

어 나갔다. 이 결과 교구적 사도직 단체가 설립되기 시작하여 1961년 10월 27일 고등학생연합회, 1963년 10월 27

일 가톨릭 노동청년회, 1965년 3월 1일 농아선교회, 1967년 9월 10일 빈체시오회, 1968년 2월 26일 의사회가 설

립되고 6월 6일 꾸르실료가 시작되었다.

1968년 최재선 주교의 요청에 따라 교구 내 본당의 사목회와 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운영체제를 사목회로 일원화

하는 작업을 하여 재가를 받음으로써 오늘날의 본당 사목협의회를 발족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2) 창설기 : 1971~1980년

1970년대에 들어서서도 초기에는 신자 협의회가 그대로 존속되었으며, 교구 성직자와 평신도 대표와 함께 피정

을 하기도 하였다. 그 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따라 평신도 사도직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

청에 따라 신자 협의회를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74년 12월 

21일 ‘천주교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구성을 위한 부산교구평협 회칙 기초위원을 위촉하고 부산교구평협 창

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준비위원은 신자 협의회 남규일(테오도로) 회장을 비롯한 임원 전원을 선임하였다. 

이렇게 제정된 부산교구평협 회칙(제23조 부칙 2조)은 1975년 4월 16일 부산교구 사제 전체 회의에서 인준을 받고 

4월 26일 부산교구평협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장에는 강준모(갈디노)가 선출되었고, 총재에는 교구장 이갑수

(가브리엘) 주교, 지도신부에 이영식(히지노) 신부가 추대되어 ‘부산 가톨릭 신자 협의회’는 발전적으로 해체를 하고 

‘천주교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로 공식 출범하였다.

부산평협은 평신도 사도직 활동에 관한 촉진과 평신도 사도직 단체 육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 기구 및 본당 협

의체와 유대를 강화하며, 복음 전파와 성화를 위한 도덕·종교·사회문제를 연구하고 계발하여 교구 사목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 시기에도 교구적 사도직 단체 설립은 이어져 주일학교 교사연합회·여성연합회(1974년), 청년연합회·중등교

사회(1975년), 교수회(1979년), 간호사회·법조인회·성령봉사회·약사회(1980년)가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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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장기 : 1981~1990년

세상과 더불어 사는 교회로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년 10월 11일~1965년 12월 8일)는 한

국 교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교회의 사회 참여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목 방문은 한국사회의 복음화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으며, 종교와 

이념을 달리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에게 내재된 종교심을 불러

일으켜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하였다.

부산교구평협은 방만한 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본당, 단체에서 얻어진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유대를 강화

하여 교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역 회의를 신설하고, 회칙에 명시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사도직의 공동 활동

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의 회원들을 받들어주고 사도직에 맞도록 그들을 양성하며, 그들의 사도직 활동을 정리하고 

통제함으로써 개인이 각자 활동하는 것보다 훨씬 풍부한 성과를 거두었다.

사회의 산업화와 정보화는 교회 단체에도 새로운 면모를 보이도록 요구하였고, 교구 내의 선교 단체도 자연스럽

게 직능별로 전문성을 띠면서 속속 설립되었다. 매리지 엔카운터(1981년), 합창단·세라클럽(1982년), 초등교사회·

미술인협회·철도 가톨릭회(1983년), 등대회·신문 출판인회·맹인선교회(1984년), 건축사회·치과의사회·빛 미

용인회(1985년), 한전 가톨릭회·운전기사회(1987년), 문인협회·사진작가협회(1988년), 그레고리오 합창단·콜핑협

회(1989년) 등으로 교구 사도직 단체는 32개로 늘어났다.

(4) 발전기 : 1991~2000년

발전기는 빠르게 성장해 온 조직을 정비하며 안으로 다지는 시기였다. 먼저, 본당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 교회 공

동체의 대형화를 지양하고 지역 모임 활성화에 주력하였다.

이 모임(회칙 제2장 12~13조)은 교회의 기본 단위체라 할 수 있는 소공동체의 결속된 기구이다. 본당 단위, 나아가 

지역 단위 40여 개의 크고 작은 교구적 사도직 단체는 교회 발전의 기본 요체이며, 기본 핵인 것이다. 이 모임을 

통해 영성생활의 참 맛을 느끼게 하여 복음 포기, 영성 생활의 이탈자를 껴안는 세상 안에서의 성성으로 엮어 나가

는 밑거름이 되게 하였다. 

1997년 ‘성자의 해’와 1998년 ‘성령의 해’에 이어 세 번째이자 대희년 마지막 해인 1999년에는 시야를 넓혀 그리

스도의 전망,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전망 안에서 사물을 보고자 ‘성부의 해’를 마련하였다. 이에 부산교구평협

에서는 평신도들의 성화, 선교, 사회 복음화 사업에 주력하였다.

이 시기에도 교구적 사도직 단체의 구체화는 이어져 지체장애인 선교회·신협인회(1992년), 여성 그레고리오 합

창단·실업인회(1993년), 국악인회·미바회(1994년), 체우회·연령회연합회(1996년), 꽃꽂이 연구회(1997년)가 설립

되었다. 

이 시기에 평협 산하 135개 회원 단체(91개 본당, 44개 교구적 사도직 단체)는 주어진 여건에 맞추어 교회의 성장과 

사회의 성화에 기여하였다.

(5) 도약기 : 2001~2006년

새 천년 대희년을 맞아 부산교구는 교회의 도약의 기반을 토대로 신자들의 성화에 기여하고자 복음적 삶의 바탕

으로서의 주일미사, 신앙교육, 복음적 구역 반공동체 운동을 펼쳐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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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실천하는 교구평협이 되고자 ‘똑바로 운동’을 통하여 도덕성 회복 실천 선언문을 선포하였다. 각 신자

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똑바로 하여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자’는 취지였다. 

모든 공동체의 기초는 가정임을 제시하고 가정 공동체의 복음화는 교회와 사회의 복음화로 이어지는 초석이기

에 특별히 ‘가정 공동체 복음’에 주력하여 교회의 신비를 실현하는 가정,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 섬김의 공동체인 

가정, 나눔의 공동체인 가정, 말씀을 나누는 가정 공동체를 위해 특별 강연회를 총 14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또 독

거자 돌보기 사랑의 운동을 전개하여 ‘사랑의 안경나누기’와 ‘사랑방 노인잔치’를 열었다. 그리고 평신도 신앙학교

를 개설, 9기에 걸쳐 총 805명이 수료하였다.

소공동체를 통한 복음화를 위해 미래 사목의 대안으로서의 소공동체, 사목자들의 참된 지도자적인 모습에서부

터, 말씀과 함께 전개하여 본당의 말씀 나누기와 구역 반 활성화, 교우간의 친교에 기여하여 소공동체 구역, 반봉

사자로 3,000여 명의 신자가 소공동체 봉사자로 거듭났다.

이 시기에 까리따스 자원봉사대(2004년)가 창립하였다.

(6) 안정기 : 2007~2018년

부산교구 설정 50주년을 맞이하여 반세기 바탕 위에 복음화의 새 출발을 다짐하며 희년 정신을 되살리고자 반세

기를 성찰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내딛고 내적인 변화와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길을 걸어 나갔다.

복음으로 거듭나는 본당, 지속적인 소공동체 사목, 기다리는 선교에서 찾아가는 선교로 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사회정의와 평화의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하였고, 청소년 사목에서는 가르치는 사목에서 돌보는 사목으

로 전환하였다.

교구 설정 50주년 추진 기본 방침을 마련하고 부산교구 50년의 전통 속에 깃든 신앙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며 새

로운 교구 공동체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되도록 표어를 “반세기 바탕 위에 복음화 내가 먼저” “손길마다 복음정신 

일터마다 사랑실천” “가정을 행복하게 세상을 평화롭게”로 하고 50주년 주제는 “일어나 갑시다”로 정했다. 50주

년 로고와 기도문을 제정하고 전 신자들은 묵주기도 5억 단을 바쳤다. 50주년 기념행사는 청소년 도보순례(2007년 

8월 7~1일), 김범우 토마스를 소재로 한 기념 연극 「불씨」 공연, 순교신앙 사적지 안내 책자 발간, 순교신앙 사적지 

도보순례(2007년 5월 24~27일) 지구별 신앙 세미나(11차례) 등을 실시하였다.

복음화의 새 출발 3년째를 맞이하여 좋은 본당 가꾸기 일환으로 신심단체와 소공동체의 조화, 성경 나누기를 중

심으로 한 청년사목, 고령화 시대의 노인사목에 대한 관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냉담교우 초대, 감동적인 전

례 구현, 새 신자 초대 등을 통해 평신도의 영성을 강화시키는 데 힘썼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한 “본당 재탄생을 향한 새 복음화 5개년 계획”은 ‘신심운동 복음화’, ‘가정 복음화’, 

‘문화 복음화’, ‘기초 공동체 복음화’, ‘본당 복음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교회와 사회 안에서 평신도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다시금 돌아보고 현재의 우리 모습을 성찰하여 새 복음화 운동에 앞장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2008년 8월부터 실시한 제1차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례는 2014년 5월 제70차 순례로 끝을 맺었는데, 부

산 수영장대 성지에서 오륜대 순교자 성지까지 약 14km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월 토요일에 6년간 실시하였다. 

이 도보성지순례에 참가한 사제, 수녀, 평신도는 연인원 2만 명에 달한다. 이를 계기로 부산교구에서는 이정식(요

한)·양재현(마르티노) 두 복자가 탄생하는 기쁨을 가졌다. 부산교구평협에서는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례의 

전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 한 권의 책으로 편찬하여 한국 천주교회 사상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례의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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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가 되었다.

그 후 복자 이정식과 양재현을 기리는 시복 기념 학술 강연회가 2014년 6월 6일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

산가톨릭 신학대학 강당에서 개최되었고, 시복 감사미사가 2014년 9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성직

자, 수도자, 평신도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2014년 10월 25일부터 

2018년 8월까지 김범우(토마스) 시복을 위한 도보성지순례를 경남 삼랑진역에서 김범우 묘소까지 현재 42차에 걸

쳐 실시하고 있다. 

한국평협 50주년 희년을 맞아 2018년 2월 부산교구 내 본당 및 성지(127곳) 순례 책자를 발간하여 평신도들이 순

례하고 있다. 6월 16일에는 평신도 희년 기념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라는 주제로 “평신도 아카데미”를 부산

가톨릭 신학대학 대성전에서 개최하였고, 같은 해 7월 21일 한국평협 설립 50주년(부산교구평협 60주년) 기념 평신

도대회를 신자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천성당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현재 부산교구평협 산하 교구적 

단체(본당 124개, 단체 43개)는 안정된 여건에 따라 교회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2) 역대 회장

1958년 5월 30일 부산 가톨릭 신자협의회가 결성되었지만, 뚜렷한 활동이나 업적은 없고 그 당시 교구장의 지

시에 따라 본당 회장들이 서로 만나 의견을 주고받으며 교구장 사목에 협조한 것에 불과하였다. 1958년 5월 28

일에 개최된 한미 합동 성체대회 행사의 필요에 따라 준비사항과 각 본당 인원 점검을 위해 신자협의회를 구성하

였다. 이에 5월 30일 초대 회장에 최인수(바오로) 형제가 취임하였고, 그 후 세월이 흘러 부산교구에서는 평신도들

의 모임을 활성화하고자 1975년 2월 17일 제6대 회장에 남규일(테오도로)을 선임하고, 2월 21일 ‘부산교구평협’ 구

성을 위한 기초위원을 위촉하였다. 그리고 4월 9일 부산교구평협 회칙(안)을 작성, 심의 의결하여 4월 16일 교구 

사제 전체 회의에서 회칙을 인준을 받았으며, 4월 26일 회칙 제23조에 따라 ‘천주교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

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제7대 회장에 강준모(갈디노)를 임명하였다. 그러나 강 회장의 개인사정으로 5월 30일 회

장 직무대리로 장혁표(아타나시오)가 취임하였다. 1976년 5월 1일 제1차 정기총회에서 남규일(테오도로)을 제8대 회

장에 임명한 이래 2018년 2월 4일 제43차 정기총회에서 제40대 회장에 도용희(토마스 아퀴나스)가 연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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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이름(세례명) 재임 기간 대수 이름(세례명) 재임 기간

초대 최인수(바오로) 1958. 5. 30~ 21대 장혁표
(아타나시오)

1989. 6. 20~1990. 5. 25

2대 조평환(마태오) 22대 1990. 5. 26~1991. 5. 24

3대 곽도산(바오로) 23대

한재금(베드로)

1991. 5. 25~1992. 5. 22

4대 이기주(요한) 24대 1992. 5. 23~1993. 5. 22

5대 권종근(요한) 25대 1993. 5. 23~1994. 6. 28

6대
남규일
(테오도로)

1975. 2. 17~1975. 4. 25 26대 1994. 6. 29~1995. 7. 20

7대 강준모(갈디노) 1975. 4. 26~1975. 5. 29 27대 1995. 7. 21~1996. 7. 20

대리
장혁표
(아타나시오)

1975. 5. 30~1976. 4. 30 28대
안병희(모이세)

1996. 7. 21~1997. 5. 9

8대

남규일
(테오도로)

1976. 5. 1~1977. 7. 22 29대 1997. 5. 10~1999. 3. 6

9대 1977. 7. 23~1978. 7. 1 30대 이규정(스테파노) 1999. 3. 7~2001. 3. 10

10대 1978. 7. 2~1979. 3. 29 31대 이중길(에밀리오) 2001. 3. 11~2003. 3. 1

11대 1979. 3. 30~1980. 3. 27 32대

이정우(마르티노)

2003. 3. 2~2005. 3. 4

12대 1980. 3. 28~1981. 4. 3 33대 2005. 3. 5~2007. 3. 9

13대 1981. 4. 4~1982. 6. 11 34대 2007. 3. 10~2008. 3. 7

14대 1982. 6. 12~1983. 4. 26 35대 장춘길(바오로) 2008. 3. 8~2010. 3. 5

15대

강준모(갈디노)

1983. 4. 27~1984. 6. 21 36대 김해권(프란치스코) 2010. 3. 6~2012. 2. 3

16대 1984. 6. 22~1985. 5. 10 37대 하창식
(프란치스코)

2012. 2. 4~2014. 2. 7 

17대 1985. 5. 11~1986. 5. 9 38대 2014. 2. 8~2016. 1. 30

18대 1986. 5. 10~1987. 4. 24 39대

도용희
(토마스 아퀴나스)

2016. 1. 31~2018. 2. 3

19대 1987. 4. 25~1988. 5. 6 40대 2018. 2. 4~현재

20대
장혁표
(아타나시오)

1988. 5. 7~1989. 6. 19

3) 주요활동

(1) 평신도 사도직 신앙학교

1995년 4월 22일 교구에서 설립한 ‘평신도 사도직 신앙학교’는 신자들의 계속적이고 성숙된 신앙생활 심화에 도

움을 주며, 봉사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하였다. 부산교구평협에서는 이 학교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회원 모두가 입

교하는 것은 물론 일반 신자들도 입교하도록 주선하였다. 또한 학교의 운영비를 부산교구평협에서 지원하였으며 

2008년 12월 제14기를 마지막으로 평신도 1,299여명이 수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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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구 설정 40주년 기념행사

1997년은 교구 설정 40주년을 맞는 해였다. 2000년 대희년을 의미하는 ‘참된 평화와 자유’의 정신을 되살려 먼

저 우리 자신의 기쁨 속에서 복음화를 위한 그리스도적 사명을 자각하도록 하였다. 부산교구평협에서는 ‘새 하늘 

새 땅을 향하여’(이사 65,17)를 주제로 한 기념 신앙대회, 기념 학술 심포지엄 등 축제에 사안별로 적극 협조하였다.

(3) 부산교구평협 주최 심포지엄

부산교구평협에서는 21세기를 맞아 이 시대의 올바른 가치관의 구현을 위해 종교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닫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1989년 7월 10일 ‘교도권과 교회 단체의 사회 참여’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졌고, 1997년 11월 22일에는 교

구 설정 40주년 기념 범종교 심포지엄을 ‘21세기 종교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1998년 11월 7일 

‘교회 발전과 평신도’라는 주제로, 1990년 10월 9일 ‘평신도 사도직의 역할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2000년 11월 18일에는 정하권(플로리아노) 묜시뇰과 성염(요한 보스코) 교수를 초빙하여 ‘새 세기를 맞이하는 신앙인

의 자세’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2003년에는 가정 복음화를 위한 특별 강연회를 14회에 걸쳐 교구 지

구별로 개최하였고, 2018년 6월 16일 평신도 희년 “평신도 아카데미”를 ‘당신들도 포도밭을 가시오’라는 주제로 개

최하였다.

(4) 『부산평협』 회지 발간

평신도들의 신앙을 고취시키고 매체를 통하여 부산교구평협을 홍보하고자 『부산평협』 회지를 1998년 3월 7일 

창간하였다. 편집 내용은 회장 발간사, 교구장 격려사, 교구장 사목교서, 특집, 단체 탐방, 자랑스런 신앙인 소개, 

원로사제 탐방, 성지순례기, 평신도 문원 등으로 꾸며지고 있다. 이 회지는 연 1회 발간하며, 크라운판으로 200페

이지 분량으로 3,000부를 발간하여 각 본당, 단체, 각 기관 등으로 배포되고 있다. 2018년 1월 30일 제20호를 발

간하였다.

(5) 부산교구 설정 50주년 도보성지순례

2007년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부산교구 설정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도보성지순

례를 개최하였다. 도보순례 코스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 교구청을 출발하여 수영장대, 동래성당, 오륜대 순교자 기

념관, 울산 병영장대, 복산성당, 언양성당, 간월산, 죽림골, 배내골, 배태고개, 원동 어영마을, 감물청소년수련원, 

김범우 묘소, 부산 중앙성당으로 되돌아오는 코스였다. 

이 행사에 참가한 본당은 107개 본당에서 신청한 142명 전 코스 참가자를 비롯하여 구간 참가자 등 1천여 명에 

달하였다. 이들 참가자들은 80여km 구간을 하루 평균 7시간을 걸으며 도보성지순례를 이어가 선조 신앙인들의 

발자취를 함께 걸으면서 신자들 스스로 신앙심을 높이는 행사가 되었다.

(6)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례

부산지역의 순교자들인 김범우, 양재현, 이정식의 시복시성을 위하여 부산교구평협과 부산교회사연구소 공동으

로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례를 실시하였다. 2008년 8월부터 월 1회 도보성지순례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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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광안리 수영장대에 집합, 간단한 기도와 함께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를 드린 후, 

30명을 단위로 하여 묵주기도로 순례를 시작하였다. 

망미동 고가차도 밑을 지나 토곡을 거쳐 온천천을 따라가며 오륜대 순교자 기념관을 종착지로 정하였다. 그 후 

도보성지순례는 66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2014년 2월 7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하느님의 종 124위 시복을 결정하는 

교령을 발표하고, 3월 10일 한국천주교회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방문과 8월 16일 124위 시복식 집전을 발표하

였다. 이에 부산교구와 부산교구평협에서는 부산교구 소속인 이정식(요한)과 양재현(마르티노) 순교자들의 시복됨을 

교구민에게 알리고 지금까지 실시해 온 도보성지순례는 70차로 마감하였다. 제70차 마감 미사는 2014년 5월 24

일 오후 5시 오륜대 순교자 성지에서 신자 1,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집전되었다.

(7)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례 백서』 발간

부산교구평협은 2014년 2월, 7년여에 걸쳐 실시한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례를 총체적으로 기록하고자 백

서를 발간하였다. 이 백서는 1866년 병인박해로 순교한 이정식과 양재현 순교자 및 김범우 증거자 시복시성을 염

원하며 부산교구평협과 부산교회사연구소가 주관했던 도보성지순례 백서이다. 이 도보성지순례에는 2008년 8월

부터 2014년 5월까지 7년간 2만여 명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참여하였다. 이러한 교구민의 피와 땀, 그리고 

기도가 열매를 맺어 2014년 8월 16일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한 시복식을 통해 부산교구평협 소속 

이정식과 양재현 두 분의 순교자가 복자품에 오르는 경사를 맞았다. 이에 따라 순례 7년여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

하면서 선조 신앙인들의 순교정신을 본받아 평신도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자기 신앙의 절대적인 고백이 순교

였음을 일깨어주기 위함이 백서의 발간 목적이었다.

백서에는 순교자 이정식과 양재현의 천주교 수용과 순교에 관한 사항 및 수십 년간의 시복청원 문건과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신학자들의 학술논문·순례 참가기·신앙체험기·미담사례·좌담·언론보도문 등이 수록

되었고, 부록에는 성지순례 참가자 명단, 개근수상자 명단 등을 실었다. 

이 백서는 크라운판으로 총 412페이지 달하며, 한국 천주교에서 최초로 발간하는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

례 백서로서 한국 천주교 교회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8) 복자 이정식(요한)과 양재현(마르티노) 시복 감사미사

2014년 9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정식과 양재

현 시복 감사미사가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교구장 황철수(바오로) 주교의 주례로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마태 11,29)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된 이 시복 감사미사에서는 연합성가대의 순교자 찬가와 

축하연주가 울려 퍼졌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율동, 하창식(프란치스코) 부산교구평협 회장의 『시복시성을 위한 도

보성지순례 백서』 봉헌 등 무용과 음악, 연주가 돋보였다. 2부에서는 감사미사를 드린 후 두 분의 복자 탄생을 하

느님께 감사드렸다.

(9)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례(삼랑진역~김범우 묘소)

부산교구평협에서는 김범우(토마스) 순교자의 시복을 위해 도보성지순례를 계속 추진하도록 결정하였다. 2014년 

11월 29일, 12월 20일, 2015년 1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도보성지순례 코스를 정하고 2015년 6월 27일(토)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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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작하여 2018년 8월 25일 현재 42차를 실시하였다.

이 도보성지순례는 오전 8시경 부산역에서 기차로 삼랑진역에 도착하여 집결, 오전 9시부터 출발해서 김범우 묘

소까지 도보순례를 한다. 김범우 묘소 입구에서부터 ‘십자가의 길’을 드리고 김범우 묘소를 참배한 후, 동굴성당에

서 미사 봉헌, 점심식사를 마치고 난 후 오후 2시에 다시 삼랑진역으로 도보순례하여 부산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꾸며졌다. 이 도보순례는 김범우 순교자가 시복이 될 때까지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10) 부산교구 본당 및 교구 내 성지순례

부산교구는 2017년 말에 교구설정 60주년 기념 기획사업의 하나로 ‘교구 내 본당 및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이

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본당순례』 책자를 발간 보급하였다. 매년 부산교구평협 정기총회 때에 완주

자에 대해 교구장 주교의 인증서와 함께 부산교구평협에서 준비한 기념물을 수여함으로써 완주자를 격려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구장은 2018년 ‘믿음의 해’는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히브 12,2) 예수 그리스도께 새롭

게 돌아서라는 초대에 응답하는 해로 정하고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

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세상을 헤쳐 나아가기를 권고했기에 그에 부응하는 활동을 

부산교구평협에서는 교구 내 본당 및 성지순례를 계획하여 실천 중에 있다.

(11) 한국평협 설립 50주년(부산교구평협 60주년) 기념 평신도대회

부산교구평협은 한국평협 50주년 대희년을 맞아 교구 본당 및 성지 127곳을 선정한 뒤 순례 책자를 2018년 2월 

28일 발간하고, 신자들이 솔선하여 순례하도록 하였다.

2018년 7월 21일 오전 10시 남천성당에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황철수 교구장

의 주례로 기념미사와 평신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주제는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요한 15,16)였으

며, 도용희(토마스 아퀴나스) 부산교구평협 회장의 부산교구 평신도대회 재결의문의 선서가 있었다.

3. 현실과 전망

1) 현실

부산교구평협의 60주년 전통과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수많은 봉사자와 평신도들의 열

성과 뜨거운 신앙심으로 이루어낸 뿌리 깊은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산교구평협의 조직과 체계는 

어느 교구에서 따라올 수 없는 조직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 본당과 각 단체와 함께 공존하며 부산교구평협 회장

의 지휘 아래 움직이는 조직망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의 우수성은 대회나 그 어떤 행사를 기획하였을 때 단결과 역동적인 힘을 쉽게 발휘할 수 있다. 그 

예로서 부산교구평협이 기획한 시복시성을 위한 성지도보순례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순례는 7년여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속되었고 끝내는 이정식(요한), 양재현(마르티노) 두 분의 순교자를 복자로 탄생시켰다. 

그리고 김범우(토마스) 증거자의 시복을 위해 2차로 4년여 간을 경남 삼랑진에서 도보성지순례를 계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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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시복시성 위한 도보성지순례 백서』를 한국 천주교회 사상 처음으로 발간한 그 저

력이 부산교구평협의 현 모습이다. 

어려운 면이 있다면 날로 늘어나고 있는 냉담교우를 위해 여러 가지 방책을 세우고 냉담률을 줄이기 위해 애쓰

고 있다는 점이다.

2) 전망

부산교구평협은 앞으로 평신도들의 신앙심 고취에 더욱 주력할 것이다. 선조 신앙인들과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

심을 본받아 자신의 성화를 위한 교육에 힘쓸 것이다. 근본적인 미사 참례를 통해 믿음을 증진하는 공동체를 만들

어가는 데 헌신하고, 냉담교우를 다시 교회 품으로 인도하여 믿음을 회복하는 데 특별한 강구책을 동원할 것이다. 

모든 사업에서 겉보다는 속을 더욱 중요시하며 평신도들이 진정 바라는 신앙적 상담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소

통의 창을 마련할 것이다. 부산교구평협을 개선할 미래를 향한 연구소와 연구위원을 선정, 운영하여 미래의 부산

교구평협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할 것이다.

4. 교구 인준단체

교구 연합회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노인대학연합회, 여성연합회, 연도회연합회, 평신도선교사회, 본당사무직원연합회

교육단체

꾸르실료, 매리지 엔카운터(M.E.), 성요셉 아버지학교 봉사단, 성모 어머니학교 봉사단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애, 성령쇄신봉사회,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마리아 사업회(포콜라레)

후원단체

광안장대골 순교성지개발 후원회, 군종후원회, 미바회,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콜핑협회

직능단체

 가톨릭선교마라톤회, 가톨릭 간호사회, 가톨릭 경제인회, 가톨릭 교수회, 가톨릭 문인협회, 가톨릭 미술인회, 

가톨릭 서예인회, 부산가톨릭음악인협회, 부산교통공사 가톨릭 성지회, 가톨릭 세무인회, 가톨릭 사진가협회, 

가톨릭 상인연합회, 가톨릭 선교축구연합회, 성경회, 가톨릭 신협인회, 가톨릭 운전기사사도회, 부산가톨릭 의

사회, 가톨릭 전례꽃꽂이 연구회, 가톨릭 건축사회, 가톨릭 국악실내악단, 가톨릭 등대회, 가톨릭 법조인회, 가

톨릭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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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 개  황

•소재지 : (28541)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61번길 16(북문로 3가, 가톨릭청소년센터내)

•설립 연월일 : 1977년 1월 16일

•대표자(회장) : 길병석(베드로)

•교구장 : 장봉훈(가브리엘) 주교

•지도신부 : 서철(바오로)

•구성 : 9개 지구 / 78개 본당 / 42개 단체

2. 기수별 약사 및 주요활동

1) 교구평협 약사

(1) 초대~제3대 : 교구평협의 창설기

1978년 교구 설정 20주년 행사를 앞둔 1977년 1월 16일 교구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전국평협 임원진의 협조 아

래 연수회(1월 15~16일)를 갖고,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원래 1968년 11월 교구에

서 설립한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있었는데, 회장만을 임명한 상태로 유명무실하게 내려오다가 정식 협의회로 재

구성되면서 창립총회를 갖게 된 것이다. 창립총회를 통해 이종국(베드로)이 청주평협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교구평

협이 창립된 배경에는 교구 사제양성 후원회원과 꾸르실리스따들의 활동이 있었으며, 이들 가운데 평협 임원진으

로 참여한 이들이 많았다. 이때 교구평협에서는 평신도 재교육 활동, 교회 출판물 보급 운동, 시복시성 운동에 노

력하면서 교구 설정 20주년 행사를 준비하였다.

1984년 5월 3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으로 시작된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행사에 청주교구의 평신도도 

전국의 신자들과 함께 하였으며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그리고 200주년 행사가 모두 끝난 뒤인 1984년 10월 3일, 

정진석 주교의 집전 아래 200주년 기념 성당으로 신축된 사창동성당의 봉헌식을 가졌다. 사창동성당은 방인 사제

가 지은 첫 번째 성당이다.

특별한 활동 없이 수년간 동면하였던 청주평협은 1985년도에 부장제를 도입하였고, 제1회 본당별 성가 경연대

회를 개최하였다. 김병철(베네딕토) 신부가 1985년 9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회장에 정만영(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부

회장에 박종구(베드로)·반필환(시몬), 감사에 오국진(바오로)을 선출하였고, 회칙 일부 개정을 회장단에 위임하고 새

로운 마음으로 평신도사도직을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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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대 : 교구 평신도 단체의 태동기

1980년대에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의 설립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로, 1987년 1월 23일에는 젊은 신자들

의 교회 활동과 신앙생활을 돕는다는 목적 아래 대표 신자들이 선발되어 서울 선택(Choice) 제37회 주말 프로그램

에 파견되었다. 그 결과 같은 해 4월 3일에는 가톨릭회관에서 청주교구 제1차 선택 주말 프로그램이 실시되면서 

‘청주교구 선택’이 설립되었다.(지도신부 : 이한구 신부, 회장 : 고경호(베드로 푸리에)·남미애(크리스티나) 부부.) 직능별 

단체로는 1987년 5월 가톨릭 약사회, 6월 충주 운전기사 사도회, 9월 청주 운전기사 사도회, 11월 가톨릭 교수회

가 설립되었다. 한편 1985년에 교구 내 본당 신자들의 친목도모와 평신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개최되

었던 제1회 본당별 성가대회는 1986년 10월 27일에 개최된 제2회 대회 때부터 그 이름이 ‘찬미 예수님의 날’로 개

칭되었다.(제2회 찬미 예수님의 날은 내덕동 성당에서 개최되었다.)

(3) 제5대 : 교구평협 대 사회 전교의 시작

이 시기의 교구평협은 각종 회의를 통하여 계층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구 내 각 본당과 단체간의 유대를 긴밀

히 하는 데 주력함은 물론 평신도 주일 강론 원고 제작·배부와 공소 지도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신앙 활동에 도

움을 주었다.

올림픽이 열리던 해인 1988년 5월 15일에는 성모성년 전국대회 및 청주교구 설립 30주년 기념 신앙대회를 교구

평협에서 주관하여 청주 역사상 유례가 없이 많은 인원인 약 80,000명을 동원하였으면서도 질서와 청결, 친절이

라는 모범을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보이는 교회로서 대사회적 전교를 하는 데 큰 몫을 하였다.

(4) 제6대 : 신자 재교육, 교리신학원

1990년대는 1980년대에 비해 교회의 중요한 기념행사가 적었고, 대사회적 활동도 정의·인권 운동에서 도시 빈

민운동, 사회복지 활동으로 변모하는 상황이었다. 청주교구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청주교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강조된 신자 재교육 운동을 위해 교구에서 가장 먼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은 ‘교리 신학원’ 개설과 

운영이었다. 그 결과 1990년 10월 11일에는 사창동성당의 소성당에서 신학원이 개설되고, 그 책임자로 사창동 본

당 주임 김광혁 신부가 임명되었다. 당시 교구에서는 신학원 개설의 목적과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수도

자나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신앙인들이 신앙의 깊이를 더해 가기 위해서는 그 한 가지 방법이 공부를 계속하는 길입니다. 공부, 특히 신

학(교리) 공부는 신앙의 내용을 더욱 밝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며, 신앙은 신학(교리)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

도록 조명해 줍니다. …[중략] 본 신학원 개설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리신학원의 제1회 입학생들은 2년 과정을 마치고 1992년 12월 3일 졸업파견 미사를 봉헌하였다.

(5) 제7~8대 : 선교 도약의 해와 성서 읽기

교구에서는 1992년도부터 적극적인 선교 활동 및 복음화 사업, 가정 공동체와 반·구역 모임을 바탕으로 하는 

소공동체 운동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성서 공부를 통한 가정 공동체의 활성화와 신자 재교육을 장려하고, 반장 연

수를 통한 신자 재교육 활동도 병행해 나갔다. 이를 위해 교구장 정진석 주교는 1992년도의 사목 지표를 ‘선교 도

약의 해’로 정하고 교구민 10% 신자화 지향, 10만 신자 목표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93년도에는 ‘말씀으로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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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는 사목교서를 통해 교구 전 신자가 성서 공부에 노력하고자 당부하였다. 이어 1994년에는 ‘말씀을 우리 가정

에’라는 사목 지표 아래 가정 공동체의 성화와 함께 사순 시기 ‘마르코 복음 쓰기 운동’을 비롯하여 가정 안에서의 

성서 공부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교구장의 사목 방향은 1995년에도 그대로 이어져 ‘가정은 첫 교회’라는 목표 아래 성서읽기의 생활화와 

기도 생활을 바탕으로 한 가정 교회 꾸미기 운동, 성서 갖기와 성서읽기·쓰기 운동, 반·구역 모임 참여를 통한 

소공동체 운동, 생명·인권존중 운동과 자연사랑 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1995년도에는 정진석 주교 서품 25주

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예비신자 봉헌 운동 및 교구 신자 10만 명 운동’이 전개되었다.

(6) 제9~10대 : 교구평협의 중흥기Ⅰ

1997년은 평협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해로 생명 수호 운동, 환경 살리기,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등 다양한 활동

들이 평협 주관 아래 실행되었으며, 이는 평협의 활성화는 물론 그 위상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특히 11월 

9일에 열린 창립 20주년 연수회 때 평협에서는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청주교구 본부’ 설립을 결정하고, 11월 30

일 이를 창립하였다.

교구 설정 40주년을 맞이한 1998년에는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표어 아래 교구민 전체가 일치를 이룬 해였다. 

이를 기해 평협에서는 1998년 1월 26일의 정기총회를 통해 ‘3000운동 전개’(북한 동포 돕기 위한 3,000원 봉헌 운동)를 

결정하였고,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①한끼 단식, ②담배나 커피 절제하기, ③하루 100원 절약 운동 등을 전개

하였다. 그 결과 1999년 4월과 5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초대 청주교구장 파디(야고보) 주교의 최초 사목지였던 평

안북도 의주·신의주 지역에 밀가루 20톤을 지원할 수 있었다. 이에 앞서 평협에서는 1998년 6월 20~21일 본당 

회장 및 교구 활동 단체장을 대상으로 교구 40주년 특별 연수를 1박2일로 실시하였고, 같은 해 9월 6일에는 교구 

40주년을 맞이하여 제1회 평신도 도보성지순례를 연풍성지에서 실시하였다. 1999년 3월 7일에는 소식지 『청주교

구평협』 창간호를 발간했으며, 같은 해 11월 7일에는 제2차 평신도 도보성지순례를 배티성지에서 실시하였다.

(7) 제11대~12대 : 교구평협의 중흥기Ⅱ

이 시기의 청주평협은 대희년을 맞이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교구 사목지침에 따라 성서 통독 및 새

날 새 삶 운동, 3000운동을 전개하였으며 2000년 7월 26일에는 제1회 교구장배 어르신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

였다. 2000년 10월 29일에는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평신도대회에서 「토마 안중근 의사」 연극을 실연하여 갈

채를 받았다. 2001년 2월 21~22일에는 교구 내 공소 회장단 연수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3월 29일부터 6월 14일

까지 교구의 선교 1만 명 운동을 위해 ‘예비신자 교리 봉사자 교육’을 실시했으며(가톨릭회관), 4월 22일에는 ‘주교 

성인 복사단’을 창단하여 교구 전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4월 27~28일에는 전국 평협 상

임위원회를 주관했으며(교구 연수원), 2003년 5월 18~25일에는 ‘북한 식량 지원을 위한 연제식 신부 작품전’을 주

관하고(예술의 전당 전시실), 그 수익금 4,330만원을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에 전달하였다. 

•현양비 건립

2000년도에 평협 임원 몇 명이 개인적으로 전주까지 가서 전주 가톨릭 예술단의 국악 뮤지컬 「님이시여 사랑이

시여」의 공연을 관람하고, 임원회의 때 초청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협의를 거쳐 공연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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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전주 가톨릭 예술단과 상담을 거쳐 2001년 9월 2일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2회 공연을 실시하

였다. 공연에서 얻어지는 수입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협의 끝에 2001년은 신유박해 200주년이 되는 해이니 

후원금을 포함한 수입금으로 교구에 순교자 현양비를 세우면 좋겠다는 지도신부의 제의에 따라 공연 수입금 전액 

3,700만원을 순교자 현양비 건립기금으로 교구장 장봉훈 주교에게 전달하였다. 

이 기금으로 교구는 2002년 5월 17일에 충주 중앙공원에, 5월 18일에는 청주 중앙공원에 순교자 현양비를 건립

하였다. 그리하여 9월 13일에 충주 순교자 현양비의 제막 및 축복식을 거행하였고, 9월 26일에는 청주 순교자 현

양비의 제막 및 축복식을 거행하였다.

•전국 가정대회 행사

대희년인 2000년에는 10월 14~15일 양일간 ‘전국 가정대회’가 꽃동네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를 위해 청주교

구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세부 실천사항에 있어서는 교구평협과 여성연합회의 협조를 구하였다. 대회를 위해 

교구평협과 여성연합회 임원들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다. 쌀쌀한 날씨에도 교통 안내를 비롯

하여 야간 행사 동안 이루어지는 묵주의 기도 주송을 비롯하여 대회장 관리 및 대회 진행 사회와 다짐문까지 맡아 

낭독하였다. 대회 기간 중에는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10여 명의 주교들과 5,000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

데 태아동산의 축성식도 가졌다. 

태아동산은 우리나라에서 매일 엄마의 뱃속에서 살해되어 버려지는 4천여 태아들의 불쌍한 넋을 기리고 유산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이 회개와 보속의 기도를 봉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워졌다. 더 이상 낙태되어 버려지는 

태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모자 보건법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

교구장 장봉훈 주교는 2000년 3월 14일 청주 가톨릭회관 3층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모자보건법은 “합법

적인 태아 살인법”이며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이 법의 폐지를 위해 성명서 발표와 함께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

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청주교구가 주축으로 모자보건법 폐지 100만인 서명운동이 전개되었다. 교구평협과 여성

연합회 임원들은 전국 대도시를 다니며 서명을 받았다. 

청주를 비롯하여 대전과 서울, 멀리는 부산까지 가서 서명을 받아왔다. 124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2000년 11월 

20일 사무처장 송열섭 신부와 평협 회장 외 3명이 국회의사당을 방문, 제16대 국회 가톨릭 신도 의원회(다산회)를 

찾아 11월 월례미사에 참례하고 신자 의원(이회창, 김종호, 박관용 등)을 접견하고 모자보건법 폐지에 관한 서면 접수

를 하였다. 국회에 청원서가 2000년 12월 27일에 제출되었으나 국회는 2002년 12월 4일 폐지 불가라는 통보를 

해왔다. 현재까지도 모자보건법은 유효한 법으로 존재하고 있다.

(8) 제13대 : 교구 쇄신을 위한 교구평협

2004년 6월 26일 교구장 장봉훈(가브리엘) 주교는 서품 5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내덕동 주교좌 성당에서 봉

헌된 ‘청주교구 설정 50주년 추진 선포 미사’를 주례한 후 교구장 특별 교서 「우러름 받는 교회 공동체」를 발표하

였다. 교구 설정 50주년을 4년 앞둔 시점에서 봉헌된 이날의 선포 미사에는 교구 사제단과 수도자 연합회, 평협 

회장단 등 7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미사 후 <교구 설정 50주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다짐>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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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하고, 세 가지 실천 비전과 방안을 위해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교구 시노드에 참여할 것을 다짐하였다. 장봉훈 

주교는 위의 특별 교서를 통해, 교구 전 신자들과 함께 교구 쇄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복

음화’를 이룩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4년 후에 맞이할 교구 설정 50주년의 주요 사목 목표로 ‘교구 복

음화율 15%, 신자 20만’을 제시하였다.

이에 장봉훈 주교는 2005년 3월 29일에 교구 ‘시노드 준비위원회’,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50주년 사무

처’ 등으로 구성된 교구 50주년 위원회를 발표하였고, 평신도에서는 20여 명의 위원이 함께 하게 되었다. 2005년 

7월 9일에는 교구평협 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 단체 사이의 정보교환과 친목도모에 힘쓰기도 하였다.

 

(9) 제14대 : 시노드와 청주교구 사명 선언문

2006년 3월 28일 시노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사무국, 연구위원회, 포커스 그룹(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3개 그

룹), 지구·본당 준비위원회, 행정지원단 위원들이 임명되어 교구 시노드는 준비 단계를 지나 본 회의를 위한 본격

적인 준비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준비 단계에 들어선 3월부터는 시노드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열린 마

당’을 시작하였다.

1~3차 열린마당이 차례로 진행되는 가운데 시노드 준비위원회에서는 6월 29~30일 시노드 위원들이 참석한 가

운데 워크숍을 가졌으며,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듣는 시노드의 전 과정을 마치게 되었다. 그 결과 2006년 10

월 22일에는 마침내 ‘선교·청소년·가정’이 시노드 의제로 선정되고, 교구장 장봉훈 주교는 시노드 일반 규범(1

부), 준비 단계(2부), 본 회의 단계(3부)를 각각 규정한 109개 조의 「청주교구 시노드 지침서」를 승인하였다. 그런 다

음 2006년 12월 3일 “하느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면서 시노드 준비위원회에서 제안한 교구 사명 선언문을 교구민 

전체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전제 아래 <청주교구 사명 선언문>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웃으로, 세계로’

우리는 자신과 가정에서부터

말씀과 성체 중심의 삶을 살며

가장 작은 이를 섬기고

이웃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를 이룬다. 

2006년 5월 18~19일에는 본당 성가단장 연수를 실시하여 교구 내 본당 성가대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2006년 6월 27일과 9월 2일에는 교구 설정 5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인 교구 시노드 제2~3차 열린 마당을 주관하

고(장소 : 교구 연수원), 9월 23일에는 주교 성인 복사단 착의식을 가졌다. 2006년 8월 18~20일에는 M.E. 주말 100

차 기념 가족모임(장소 : 엠마우스 피정의 집)을 가졌다. 2007년 2월 25~26일에는 교구평협 제30차 정기총회 및 연

수를 실시하였다.

(10) 제15~16대 : 교구 50주년 ‘주님과 함께 이웃으로, 세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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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은 친교 중심의 나눔 공동체의 해이자 시노드 폐막의 해요, 교구 설정 50주년이 되는 희년의 해였다. 청

주평협은 2008년 4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는 교구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감곡성당의 매괴 성모님을 모시고 

각 본당 순회 고리 기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교구평협 임원들을 주축으로 공소 사도회를 창립하여 2008년 4월 20

일 괴산 고마리 공소에서 사랑 나눔 잔치를 실시하였다.

2008년 6월 23일에는 청주교구 설정 50주년 감사 및 시노드 폐막 미사가 ‘감사와 나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라는 표어 아래 청주 실내체육관에서 6,500여 명의 평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봉헌되었다. 이날 미사에서 교구장 장

봉훈 주교는 시노드 최종 문헌을 담은 시노드 후속 교구장 사목교서 「주님과 함께 이웃으로, 세계로」를 반포함으로

써 쇄신과 도약을 기약하는 친교와 나눔의 공동체를 구현해 나갈 것을 선언하였다. 

성 바오로 탄생 2,000주년 해인 2008년에 특별 성년 전대사 지정 성당으로 내덕동 주교좌·옥천·연수동 3개 

성당을, 성지로는 감곡 매괴 순례지성당·연풍·배티 등 3개 성지를 특별 성년 전대사 지정 성당과 성지로 발표하

였다. 2008년 10월 3일, 지난 반세기 동안 교구 발전의 중심이 되었던 교구청이 북문로 청사에서 14만 교구민의 

정성으로 지어진 사천동의 새 청사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2011년 11월 26일 옛 교구청 자리에 가톨릭 청소년센터

가 지어지고 축복식이 있었다.

2009년 7월 10~11일에는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에서 한국평협 상임위원회를 청주평협 주관으로 실시하였고, 다

음해 7월 4일에는 청주평협과 대전평협의 제1회 단합대회를 청주교구 주관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0년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평신도대회에 교구 평신도 대표 3명을 선발하여 참가하였다

(11) 제17대 : 신앙의 해

2011년 10월 11일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하는 자의교서(自意敎書, 라틴어 Motu proprio. 교황이 자신의 권위에 의거하

여 교회 내의 특별하고 긴급한 요구에 응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작성하여 발표한 교황 문서를 말한다.) 「믿음의 문」(Porta Fidei)을 

발표하며 ‘신앙의 해’를 선포하였다. 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이며, 『가톨릭교회 교리서』 반포 20주

년인 2012년 10월 11일 시작하여 2013년 11월 24일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막을 내렸다. 신앙의 해는 과도한 과학

적 사고방식과 개인주의로 인해 신앙의 중요성과 의미를 상실해 가는 있는 현대의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려는 자구적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신앙쇄신운동이다. 이에 청주교구는 말씀과 성체 중심으로 

신앙 심화 방안으로 ‘이웃으로 향하는 신앙 공동체의 해’ 구현, ‘불평 안 하기 운동’을 평신도운동으로 전개, 신앙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 등에 초점을 둔 신앙의 해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2012년 10월 11일 제94차 감곡 성

체 현양대회에서 신앙의 해 개막미사를 통해 ‘말씀과 성체 중심’의 신앙의 해를 선포하였다. 이에 청주평협은 우선 

‘이웃으로 향하는 신앙 공동체의 해’라는 2013년 사목교서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교구 단체장 회의를 소

집하여 실천적인 방안을 논의·공유하며 노력하였다. 

청주평협은 스스로 피정을 열어 신앙의 해에 대한 자기 검증적 체험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으며, 신앙의 해 기념 

교리 경시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신자들이 행복하게 교류하는 가운데 신앙의 해를 체험하게 하였고, 가까운 대전교

구와 교류하여 서로 1년에 한 번 대전교구평협 임원을 초청하여 체육행사를 개최하였다. 제17대 교구 평헙은 ‘신앙

의 해’를 주요 실전 과제로 삼고 조광호 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임원들이 신앙의 해의 바쁜 일정들을 성공적으로 마

무리하며 임기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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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18대 :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2014년 8월 16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청주교구를 방문하여 꽃동네 영성원에서 151명의 한국 평신도사도직 지도

자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교황은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

지는 않다.”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모든 사람이 저마다 품위 있게 일용할 양식을 얻고 자기 가정을 돌보는 기

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였다.

(13) 제19~20대 : 153운동과 ‘답게삽시다’

현재 교구평협에서는 행사 위주보다는 평신도 신심교육과 선교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

로 ‘153실천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하느님을 삶의 현장에서 첫 자리에 모시고 하루 1장 성경읽기와 교회와 가정 가난한 이웃을 위해 묵주기도 5단 

받치기 하루 3번 주위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인사하기의 신심 더하기 실천운동이다.

2017년 5월 28일 청주읍성 성지 순교터와 신앙 증거터 4곳에 기념 표석과 평지 표석으로 바닥 동판을 각각 설

치했다. 성지 표지석을 설치한 곳은 청주의 순교지인 ‘옛 청주 진영터’, ‘청주읍성 북문 밖 장대’, ‘청주장터’와 신앙 

증거터인 ‘청주옥’이다. 그동안 이곳 청주읍성 성지가 위치한 중앙공원에는 2002년 9월 26일 축복식을 한 청주중

앙공원의 순교 현양비만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제 많은 신자들이 순교터와 증거터를 방문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됨

으로써 명실상부한 ‘순교 성지’로 거듭나게 되었다.

2017년 4월 29일 복자 오반지(吳盤池) 바오로의 묘소 이장 미사와 유해 안장 예식이 배티성지에서 있었다. 복자 

오반지 바오로는 “나는 천주교인이오. 만 번을 죽더라도 예수그리스도를 배반 할 수 없소.”라는 말을 남기고 순교

하였는데, 진천군 백곡면 사석의 남의 땅에 매장되어 잘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교구는 복자 오반지 바오로의 

묘를 배티성지 내로 옮겨 새롭게 조성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공경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중독’의 고통에 빠진 이

들이 특별히 기도할 수 있게 하였다.

2017년부터 ‘하느님 말씀 축제’가 한국평협의 ‘답게삽시다’ 운동의 일환으로 개최되고 있다. 하느님 말씀 축제는 

교구 공동체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고자 기획한 잔치이다. 제1회 행사에는 ‘가까이 계신 예수님, 즐거운 

성경’을 주제로 500여 명의 교구 신자가 함께 했다. 말씀 풀이 시간, 사생대회 등으로 꾸려졌고 성경 필사본 전시

회와 다양한 체험 행사가 함께 열렸다. 2018년도 역시 하느님 말씀 축제가 개최되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성경필

사본 전시는 신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12필사본이 교구 내 13개 본당에서 순회전시를 하기도 하였다.

이 행사는 2016년까지 지난 17년 동안 개최되어 왔던 어르신 게이트볼 대회를 참석자수가 적어 더 이상 개최하

지 못하고 2017년부터 한국평협의 ‘답게삽시다’의 일환으로 ‘153실천운동’과 함께 개최되고 있다. 2018년도 역시 

하느님 말씀 축제도 성황리에 마쳤다.

2016년 8월 12일 청주교구는 보은읍 속리산면 구병리에 위치한 ‘멍에목’ 교우촌을 성지로 지정했다. 이곳 멍에

목 성지는 2014년 8월 시복된 복자 박경화(바오로)·박사의(안드레아) 부자의 거주지이자 체포된 곳이며, 가경자 최

양업 신부가 방문했던 멍에목 교우촌 자리이다. 또한 1868년 박해 때 순교한 충청도 공주 출신 복자 김종륜(루카)

도 한때 보은 멍에목 교우촌에 피신했고, 순교자 안 루카와 여 요한, 최조이 부부, 여규신, 최운흥 등 5위도 멍에

목 교우촌에서 체포되어 순교했으며 현재 시복을 추진 중인 최용운(암브로시오)도 멍에목 교우촌의 회장을 지내고, 

1867년 청주에서 순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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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구평협은 이곳 멍에목이 성지가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18년 9월 29일 제20회 평신도 도보 성지순례를 

개최하여 약 2,000명의 신자들과 함께 뜻 깊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2) 역대 평협 회장 및 지도신부

회장 지도신부

대수 이름(세례명) 재임 기간 대수 이름(세례명) 재임 기간

초대

이종국(베드로) 1977~1985년 초대 김병철(베네딕토) 1980년~1987년 4월2대

3대

4대

4대
정만영(F. 하비에르) 1986~1987년 2대 이한구(라우렌시오) 1987년 5월~1988년 2월

5대 최동식(베드로) 1988~1989년 3대 김홍렬(시몬) 1988년 2월~1991년 8월

6대 강희찬(아우구스티노) 1990~1991년 4대 박효철(베네딕토) 1991년 8월~1993년 6월

7대
박종구(베드로) 1992~1995년

5대 김원택(F. 하비에르) 1993년 8월~1995년 6월

8대

6대 송열섭(가시미로) 1995년 6월~2002년 6월9대
양천진(에드워드) 1996~1999년

10대

11대
경한석(아우구스티노) 2000~2003년 7대 강희성(펠릭스) 2002년 6월~2005년 1월

12대

13대 변광수(암브로시오) 2004~2005년
8대 최광조(프란치스코) 2005년 1월~2007년 12월

14대 정영근(라우렌시오) 2006~2007년

15대
정업택(히지노) 2008~2011년 9대 손병익(루카) 2008년 1월~2011년 10월

16대

17대 조광호(베르나르도) 2012~2013년

10대 서철(바오로) 2011년 12월~현재
18대 곽승호(프란치스코) 2014~2015년

19대
길병석(베드로) 2016년~현재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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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과 전망

청주교구는 하느님의 큰 축복을 받은 알차고 내실 있는 교구로 성장하고 있으며 신앙 선조들의 순교정신을 올곧

게 이어받아 실천하고 있다. 일찍이 시노드를 시행하여, 3차 중장기 계획을 완수하고 그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

행하여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은총 많이 받는 교구로 거듭나고 있다.

청주교구는 ‘주님과 함께 이웃으로 세계로’라는 교구장의 사목방침에 따라 2018년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구 공동체의 해로 정하고 5대 실천지표를 만들어 실천하고 있다. 첫째, 비전 2050운동과 11운동으로 비전 2050

운동은 예비신자와 미사 참례자 50% 증가와 냉담교우 50% 감소로 2020년 20만 교구 공동체를 구현하겠다는 의

지의 운동이다. 11운동은 그 실천과제로 신자 1인당 새 양, 잃은 양 1인 찾기 운동이다. 둘째, 온 세상에 복음을 전

하는 선교 사목, 셋째,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청소년 사목, 넷째,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가정 사목, 마지막으

로 다섯째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구 공동체로 실천지표를 만들었다.

평협도 말씀과 성체 중심의 활동을 지향하고 하느님을 우리 생활에 첫자리에 모시고 하루 1장 성경읽기 교회와 

가정, 가난한 이웃을 위해 묵주기고 5단 받치기, 하루 3번 이웃에게 고맙습니다의 153실천과 평신도 교육 및 선교 

활성 지원 등 신심 더하기 운동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청주교구에 있어서 지난 50년은 커다란 변화의 시기였다. 교구가 설정된 1950년대 말의 한국 사회는 경제적인 

빈곤과 민주주의가 자리 잡지 못한 경제적·정치적 혼란의 상태에 있었다. 이 시기의 청주교구는 메리놀 외방선교

회 신부님들과 지역 교우들의 신앙의 영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토양을 다질 수 있었다. 이러한 토양 

위에 청주교구는 새로운 50주년, 즉 100주년을 향한 여정에 힘찬 첫발을 내딛고 있으며, 이 여정의 첫 이정표로서 

2020년을 내다보며 ‘비전 2050을 공유’하였다. ‘교구 비전 2050’이란 2020년 20만 교구민, 100개 본당 시대를 맞

이하기 위하여 교회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데에 있는데, 이는 단순히 양적인 성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분명 

교구의 쇄신과 도약을 향한 새로운 초대요, 사회와 세계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자는 초대이다.

4. 교구 인준단체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간호사회, 경제인회, 교리교사연합회, 교수회, 구세주의 모친 레지아, 꾸르실료, 농민회, 

농아선교협의회, 대건회, 대학생연합회, 미술가회, 믿음과 빛,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사진가회, 사회교정사목, 

선택, 성령쇄신봉사회, 성서사도직, 안젤루스도미니 어린이합창단, 가브리엘 합창단, 오르간아카데미, 수녀연합

회, 시각장애인선교회, 아버지학교, 약사회, 외방선교후원회, 언론인회, 여성연합회, M.B.W., M.E. 청주협의회, 

운전기사사도회(청주), 운전기사사도회(충주), 의사회,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프란치스코 형제회, P.E.T., 호스피

스, 군종후원회, 경찰인회, 해외선교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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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 개  황

•소재지 : (5172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가톨릭문화원 5층)

•Tel (055) 249-7114 / Fax (055) 249-7093

•설립 연월일 : 1969년 3월 13일

•대표자(회장) : 한일문(하상 바오로)

•교구장 : 배기현(콘스탄틴) 주교

•담당사제 : 박창균(시메온)

•구성 : 4개 지구 / 13개 지역 / 72개 본당 / 50개 단체

2. 기수별 약사 및 주요활동

1) 교구평협 약사

마산교구는 1966년 2월 15일 탄생했다. 초대 교구장 김수환(스테파노) 주교를 중심으로 22개의 본당이 ‘마산교구’

의 이름으로 척박한 서부경남의 땅에 희망의 빛을 비추게 되었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이하 ‘마산평협’)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1969년 3월 13일에 설립되어 평신도 사도직운동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49년의 역사를 

맞는다. 마산평협은 2018년 ‘한국 평신도의 희년’을 살고 2019년 3월 13일에 평신도 사도직운동 50주년의 은총을 

자랑하게 된다.

①  마산교구에 ‘빛이 생겨라’,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평신도사도직은 탄생하게 되었다. 또한 신앙의 빛으로 마산

교구가 탄생되었고,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의 역사도 시작되었다.

②  마산평협은 25대에 걸쳐 50년의 전통을 이어왔다. 역대 회장들은 평신도사도직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의 직

분에 충실한 종들이었다.

③  마산평협 50년사를 인생으로 비유하여 탄생부터 청소년기까지를 소년기(초대~제8대 회장, 16년), 청년기(제

9~17대 회장, 19년), 장년기(제18대~현재 회장, 14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마산교구는 2017년 현재 72개 

본당에 179,428명의 평신도와 171명의 사제단, 단체는 마산평협을 중심으로 50개(신심단체협의회, 사도직단체협

의회, 후원단체협의회)가 있다. 따라서 마산평협은 본당과 교구 단체와 서로 소통하고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이상

적인 조직 구성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자랑한다. 

④  50년 평신도의 역사를 인생으로 보면 지천명(知天命)이라 하여 ‘하늘의 뜻을 안다’고 했다. 지천명의 마산평협

은 이제는 하느님의 뜻을 어렴풋이 안다. 따라서 하느님의 고귀한 뜻을 가슴에 품고 사도직운동을 실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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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w-새로운 평신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다짐한다.

2) 주요 활동

(1) 소년기 : 초대~제8대 회장(16년)

유아기에는 말도 배우고 행동도 배워야 하듯 초기의 마산평협은 교회에 봉사하는 의무만으로도 아주 바빴다. 교

구가 빠른 성장을 하면서 당연히 평신도사도직은 점점 교회의 주인공이 되어 갔다. 초기의 선배들은 사제 영명축

일, 교구와 본당 행사 참석, 본당 설립 등과 같은 활동이 중심이 되었고 이런 순수한 평신도의 사명이 50년의 밑거

름이 되었을 것이다. 소년기의 평협인들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하느님의 말씀처럼 

살았다.

① 초대(1969. 3. 13~1970. 3. 4) : 이말병(아우구스티노) 회장―빛이 생기다

초대 회장의 재임 기간은 1년으로 짧았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다. 1969년 3월 5일 교구 사목협의회에서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창립 준비를 승인하고 3월 1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초대 회장으로 이말병을 선출하고 회

칙을 제정하여 대망의 ‘마산평협’이 탄생하였다. 교구는 가난했지만 마산평협은 가난한 날의 행복을 짜릿하게 맛

보았다. 자매 교구인 오스트리아 그라츠교구의 도움으로 가톨릭문화원을 교구청으로 이용하였고, 가톨릭문화원 

관리자였던 이말병 형제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한 것이다. 1969년은 마산교구에 평신도사도직의 빛이 탄생한 은

총의 해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② 제2~4대(1970. 3. 5~1977. 8. 25) : 김태수(라자로) 회장―밭을 일구다

1970년 1월 29일 제2대 담당사제로 주교좌 남성동본당의 주임이며 가톨릭문화원장인 정하권(플로리아노) 신

부가 부임하게 되고, 곧이어 3월 5일 첫 정기총회에서 김태수(라자로) 회장을 선출하였다. 김태수 회장은 사도직

의 열정 때문인지 교구 사정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마산평협을 위하여 7년 5개월 동안 희생과 봉사로서 척박

하기만 한 평신도 사도직운동의 밭을 갈고 일구어냈다.

교구 설정 10주년 기념대회(1976년 10월 17일)를 개최했다. 마산평협 회장단을 비롯한 위원들과 각 본당 평협

회장단의 땀과 노력들이 어우러져 교구 설정 10주년을 행복한 축제로 승화시켰다.

③ 제5~6대(1977. 8. 26~1981. 2. 28) : 박재석(바오로) 회장―씨를 뿌리다

교구 설정 10주년 특별행사로 교구장배 중·고등학교 웅변대회(1977년 8월 26일)를 개최했다. 교회 환경과 평

신도사도직의 발전을 위해 1977년 9월 16일 회칙을 개정했다.

④ 제7~8대(1981. 3. 1~1985. 11, 30) : 김도천(안드레아) 회장―물을 주다

한국교회는 1981년 3월 1일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마산평협 회장과 각 본당의 평협 

회장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후 마산평협은 교구 지침에 따라 1982년에 제1지구(10월 31일), 제2지구(10월 24일), 

제3지구(10월 3일) 지구별 신앙대회를 개최하는 데 힘을 모았다. 

지구별 신앙대회를 마치고 ‘마산교구 신앙대회’(1983년 10월 16일)를 개최했다. 1983년은 1984년 교황 요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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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 2세의 한국 방문과 한국의 103위 성인의 탄생으로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높았던 해였다. 때문에 교구 신앙

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평신도 활동의 폭을 넓혀갔다.

(2) 청년기 : 제9~17대 회장(19년)

청년기는 인생에서 신체와 정신의 발달이 가장 왕성한 시기로 성인이 되는 때이다. 이 시기에 평신도운동의 틀

이 만들어지고 사도직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교구 평신도운동의 유산이 되었다. 당시 교회활동에 참여하는 평

신도의 평균 연령도 청년층이 주류였기에 사도직 활동은 힘이 넘쳐나고 혈기가 왕성했다. 청년기의 마산교구는 18

개 본당이 더 설립되어 50개의 본당으로 성장했다.

① 제9대(1985. 12. 1~1987. 11. 21) : 홍일부(바실리오) 회장―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재임 중 세 번째로 평협 회칙 개정을 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회장이나 담당사제가 바뀔 때마다 회칙을 개정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며 실제로 이후 회칙은 자주 바뀌게 되었다.

1988년 제44차 세계성체대회가 한국에서 열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두 번째로 한국을 방문했다. 마산교

구는 성체대회를 준비하면서 1987년 진주지구(9월 6일)와 마산지구(9월 9일)에서 지구별 성체대회를 개최하고, 마

산평협은 적극 지원과 홍보 등으로 평신도의 역할을 다했다.

② 제10~11대(1987. 11. 22~1991. 12. 31) : 심병직(파스칼) 회장―교구 설정 25주년이 되다

거제지구에서 윤봉문(요셉) 순교자의 ‘순교 100주년 신앙대회’(1988년 5월 23일)를 개최했다. 초대 교구장이던 

김수환 추기경과 함께 마산평협과 거제지역의 평신도가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참여하여 이 신앙대회는 2014년 

윤봉문(요셉) 순교자의 복자 탄생을 예고하게 되었다.

제3대 교구장 박정일(미카엘) 주교 착좌식(1989년 10월 10일)이 장병화(요셉) 주교의 이임식과 함께 성지여고에

서 개최되었다. 전체적인 기획과 준비는 교구에서 준비하고, 봉사와 지원은 마산평협에서 담당하여 본당의 협조

와 함께 착좌식과 이임식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다.

교구 설정 25주년 기념대회(1991년 10월 6일)가 평협의 적극적인 협조로 마산 공설운동장에서 사제단과 신자 2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거행되었다.

③ 제12~13대(1992. 1. 1~1996. 1. 7) : 손춘수(베드로) 회장―선교대상을 제정하다

한 해 동안 교회와 사회에서 땀을 흘려 봉사하는 평신도사도직의 모습을 담아 『마산평협』 창간호(1993년 2월 5

일)를 발간했다. 평협을 비롯한 교구 단체의 중요한 사업과 행사를 편집하여 편찬함으로써 평협인들에게 평신도 

사도직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다.

1993년 12월 27일 선교대상 운영규정에 대한 인준을 받고, 이듬해 정기총회에서 제1회 선교대상 시상식(1994

년 2월 6일)을 열었다. 한 해 동안 선교활동과 회두활동을 열심히 실천한 평신도를 선정하여 교구장 이름으로 상

패와 함께 포상금을 전달했다. 선교대상은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교구의 복음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

었다(제2회 1995년 2월 11일 / 제3회 1996년 1월 7일).

기억하고 싶은 사도직 활동 : ‘세계 레지오 창설 70주년 및 교구 도입 35주년 지역 복음화대회’(1992년 6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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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교구 성령대회(1993년 10월 24일, 1994년 5월 18일),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마산교구 본부 창립대회’(1995년 11

월 30일)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④ 제14~15대(1996. 1. 8~2000. 1. 8) : 김서곤(베네딕토) 회장―소공동체 운동이 시작되다

한국교회에서 소공동체 운동으로 사목적인 변화가 생기던 때, 마산평협은 소공동체운동 스티커를 제작(1996

년 1월 12일)하고 여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하였다. 본당에서는 사목자의 관심에 따라서 소공동체 교육을 실시

하고 교구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등 소공동체운동의 바람은 상당하였다. 

마산교구는 1997년을 ‘도덕성 회복의 해’로 살기로 했다. 마산평협은 스티커를 제작하여 도덕성 회복을 위한 

캠페인(1997년 1월 12일)에 적극 동참했다. 지구별 특별 강연회도 준비하여 마산지구(6월 16일)와 진주지구(6월 23

일)에서 개최하였으며 ‘도덕성 회복운동을 위한 표어와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자들에게 시상(1997년 8월 

18일)하기도 하였다.

2000년 대희년을 준비하는 사도직 활동 : 교회는 2000년 대희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노력

했다. 때문에 국가나 교구 단위로 다양한 행사와 준비로 분주한 시기였다. 평협은 1998년부터 지구별로 ‘대희년 

준비를 위한 특별 강연회’(마산 9월 22일 / 창원 9월 24일 / 진주 10월 20일 / 통영 10월 22일)를 개최하여 대희년의 삶을 

실천하는 데 앞장섰다.

기억하고 싶은 사도직 활동 : 1999년 1월 24일 정기총회에서는 제6회 선교대상 시상식과 함께 사랑실천 체

험수기 입상자 시상식을 열었다. 또한 교구장 박정일(미카엘) 주교의 고희연(1996년 12월 24일)을 준비하고, 교구

에서 관리하는 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1999년 12월 7일)했으며, 『마산평협』 제4호(1996년 1월 15일)를 발간하

였다.

⑤ 제16~17대(2000. 1. 9~2004. 2. 7) : 김 철(베네딕토) 회장―대희년을 사는 평신도

2000년 대희년의 주요사업이 제자리 찾기와 선교(지역 복음화)여서 본당 회장과 단체장을 대상으로 ‘은총의 

대희년을 실천하는 회장단 연수회’(2000년 11월 4~5일)를 지리산 자연학습원에서 개최했다. 2000년 초에는 마산

과 창원(1월 19~20일), 진주(2월 23~25일), 통영(2월 26~27일)지구에서 복음화를 위한 선교 연수를 개최하여 ‘교구 

동시 선교운동’으로 선교의 필요성을 확산시켰다.

전국 단위 행사가 유난히 많았던 2000년 대희년에는 ‘민족화해와 일치의 전국대회’(6월 24일, 철원/90명)와 ‘전

국 생명과 환경 신앙대회’(9월 24일, 문경/88명), ‘전국 평신도대회’(10월 29일, 서울/45명)에 본당 회장과 단체장 등

이 참석했다. 마산교구 푸른군대(파티마의 세계사도직)에서 주최한 전국대회(2003년 10월 10일, 마산 실내체육관/4,500

명)를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001년 1월 8일 제4대 마산교구장 안명옥(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 서품식(창원 실내체육관)에 이어 2002년 11

월 11일 교구장 착좌식(성지여고)을 가졌다. 교구에서 행사를 기획하여 준비했고, 평신도의 전문성을 살려 성공적

인 서품식과 착좌식이 되도록 평협에서 적극 지원하였다.

2003년 교구 사목지침인 ‘농어촌 선교의 해’를 맞이하여 마산평협은 특별행사를 준비했다. 진주 경상대학교 

운동장에서 ‘공소 신자와의 만남의 날’(11월 16일)을 준비하여 700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했다. 신명나는 축제 한마

당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사목적인 교류와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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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고 싶은 사도직 활동 : 『마산평협』(제7~9호)을 발행하고 제6차 회칙 개정(2000년 2월 22일)에 이어 임기 동

안 세 번의 회칙 개정을 했다. 매년 선교대상과 함께 다양한 캠페인(선교대상 표어 공모, 선교수기 공모 등)의 시상식을 

준비하였다. 교구 내 복지시설 방문(2001년 12월 20일) 및 태풍 ‘매미’의 수재민에게 수재의연금을 전달(2003년 9월)

하여 이웃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었다.

(3) 장년기 : 제18대~현재 회장(14년)

장년기는 한창 혈기왕성하고 활동이 활발하여 원숙미가 넘치는 완성형의 시기이며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다. 

장년기의 마산평협은 관리형에서 활동형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주도적인 사도직 활동을 전개하고자 

했다. 조직 개편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회의를 개발하고 현실에 맞는 사도직 활동을 고민하고 개척하려고 노

력하였다. 정기 회의로는 회장단 회의(월 1회), 상임위원회의(분기별), 평협위원회의(분기별), 자문위원회의(연 1회), 

정기총회(연 1회)가 있으며 ‘회장·단체장 연수’와 ‘영성 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본당 회장단과 사목위원, 교구 단

체장과 위원, 교구평협위원 등 200~1,500명의 평협인이 참여하는 ‘교구 평신도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사

제직·예언직·왕직의 평신도사도직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였다. 교구에서는 마산평협에 많은 기회를 주어 평신도 

사도직운동을 실천하도록 사목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① 제18~19대(2004. 2. 8~2008. 1. 26) : 박용기(필립보) 회장―불혹(不惑)의 축제를 지내다

2006년 교구 설정 40주년을 맞아 마산평협은 특별사업으로 복음화운동과 내적 쇄신운동을 추진하였다. 이

때부터 평협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평신도 사도직운동을 전면에서 실천하게 되었다. 은총의 교구 설정 40주

년 경축 대미사(2006년 10월 29일, 마산 종합운동장)는 김수환 추기경, 오스트리아 그라츠교구장을 비롯한 사절단과 

한국 주교단 등 3만여 명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봉헌했다.

‘WJC-32X’(with Jesus Christ)운동은 마산평협이 2004년부터 추진한 신앙 쇄신운동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와 함께 3년 동안 2배로 교세를 확장하는 도전적인 비전1030 프로젝트’로 새 교우와 쉬는 교우 찾기, 성경 읽고 

쓰기의 3대 실천운동을 사는 것이었다. 또한 쇄신운동(교회 제도 쇄신)과 기도운동(9시에 기도합시다), 기념사업(교육

관 건립)을 교구와 마산평협이 함께 추진하였다. 복음화운동의 사업예산(1억원)은 온전히 마산평협에서 자체적으

로 마련하였으며, 비록 2배의 성장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지역 복음화를 위한 평신도의 열정을 보여준 위

대한 사건으로 남았다.

평협은 마산 올림픽회관(2005년 11월 6일)에서 500명의 본당 회장단과 교구 단체 간부와 평협위원들이 함께하

여 ‘교구 평신도대회’의 막을 올렸다. 이번 ‘교구 평신도대회’는 교구 설정 40주년을 위한 마산평협의 비전1030 

‘WJC-32X’ 복음화운동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교구에서는 성체 현양대회를 지구별로 개최하기로 하고 마산평협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창원지구

(2005년 9월 25일, 창원 실내체육관)를 시작으로 통영지구(9월 25일, 거제 실내체육관), 마산지구(10월 23일, 마산 실내체

육관), 진주지구(10월 30일, 경상대학교)에서 지구별로 개최되었다.

교구 설정 40주년을 기념하고 평신도운동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다짐으로 마산 무학산에서 등반대회

(2006년 4월 22일/500명)와 체육대회(6월 3일, 마산대학/1,000명)를 열고 평신도 상호간의 일치와 화합의 장을 만들

었다. 또한 여성협의회의 여성대회(2006년 7월 3일, MBC홀)와 마산 레지아의 교구 레지오 탄생 50주년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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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와 행사들로 2006년은 평신도의 힘을 보여주는 볼거리가 풍성하게 넘치는 평신도의 시대를 살았다.

기억하고 싶은 사도직 활동 : 마산교구의 자랑인 가톨릭교육관 기공식(2006년 9월 14일)에서 평신도의 희망을 

보여주었고,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대규모의 경제인회를 창립(2005년 6월 11일)했다. 용잠성당(2005년 10월 8일)과 

명서동성당 증축(2008년 10월 22일), 반송성당(2005년 12월 17일), 진동성당(2006년 1월 24일), 하동성당(2006년 5월 4

일) 등 성전 봉헌식이 계속되었다. 

② 제20~21대(2008. 1. 27~2012. 2. 3) : 강신근(안드레아) 회장―경사롭다~ 하늘가는 길

교구의 숙원사업이자 평신도의 소망을 담은 마산 가톨릭교육관 완공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 2008년 

6월 14일 영광스러운 봉헌식으로 세상에 그 신비를 드러냈다. 안명옥 주교는 가톨릭교육관을 ‘하늘가는 길’이라

고 하였다. 마산평협은 오케스트라 연주회와 본당별 음악축제로 잔치를 준비했고, 교구에서는 성화 전시회와 꽃

꽂이 전시회 등으로 또 다른 축제를 준비하였다. 

2006년 교구 설정 40주년을 맞아 추진했던 복음화운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평협에서는 기획 

프로그램으로 복음화 아카데미(2009년 9~10월)를 진주지구(신안성당), 창원지구(사파성당), 마산지구(양덕성당)에서 

개최하여 800명 정도의 평신도가 참여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진주에서 정찬문(안토니오) 순교자 심포지엄(김수업 교수)이 있었다. 이후 평협은 교구 내 시복 대상으로 ‘순교

자 영성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했다. 거제지구에서 윤봉문(요셉) 순교자(2010년 12월 4일, 거제 청소년수련관), 창원

지구에서 신석복(마르코) 순교자(2011년 9월 25일, 명례성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후 명례성지에서는 매년 다

양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다만 마산지구 구한선(타대오) 순교자의 심포지엄은 사목적인 사정

으로 개최하지를 못해 아쉬웠다.

‘제2회 교구 평신도대회’를 개최했다(2008년 11월 8일, 마산체육관/1,500명). 2005년의 제1회 대회보다 규모를 확

대하여 본당 사목위원과 교구 단체위원 그리고 교구평협인 전체를 대상으로 영성 특강과 이벤트와 축제 형식으

로 준비하여 평신도의 힘을 느끼게 했다. 이 대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으로 평신도의 소명의식과 사명감

을 고취시킬 수 있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

연례행사로서 참다운 영성과 깨달음을 주기 위해 좋은 책 읽기 운동을 ‘책 읽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로 

기획하였다. 독후감 쓰기 공모전도 함께 실시하여 신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교구와 본당에서 책 읽는 풍경 속에

서 그리스도와 만나는 노력을 매년(2008년 6월, 2009년, 2010년, 2011년) 하였다. 

기억하고 싶은 사도직 활동 : ‘선교대상’을 시대적 용어와 변화에 맞추어 ‘복음화대상’으로 명칭을 바꾸어 매

년 정기총회에서 시상(2010년 1월 2~30일)하기로 했다. 영성특강(2008년 7~8월/지구별)과 영성피정(2009년 3월 

14~15일, 마산교육관), 회장단·교구 단체장의 연수(2010년 10월 2일/70명)를 실천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사를 봉헌했던 진해 웅천왜성(1592년 임진왜란 중 스페인 세스페데스 신부가 일본군의 군종신부로 사목한 곳)에서 매년 

산상미사를 봉헌하였다(2009년 11월 7일/350명, 2010년 11월 13일/300명).

③ 제22대(2012. 2. 4~2014. 2. 14) : 김황성(바오로) 회장―아름다운 전통을 만들다

제22대 총회장은 임기 시작(2012년 2월 4일)과 함께 단임을 천명하고, 아름다운 결단(2014년 2월 14일)을 실천하

여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신의 한수를 두었다. 이후 마산평협의 착한 임기(2년)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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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적인 큰 행사가 없는 대신에 평협인들에게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심어주려고 노력했던 시기이다. 특히 시

복시성을 위한 기도와 노력을 아낌없이 봉헌했던 소중한 시기였다. 마산교구는 타 교구에 비해 유명한 성지가 

없기에 다른 교구로 성지순례를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다. 마산평협은 일상 중에 우리 교구의 순교자를 

찾고, 성지를 개발하고 도보순례를 생활화하는 데 앞장섰다. 윤봉문(요셉) 순교자 성지(2013년 4월 20일), 구한선(

타대오) 순교자 성지 도보순례(2013년 5월 11일)와 강성삼 신부 심포지엄(2012년 9월 8일), 진해웅천 산상미사(2012년 

10월, 2013년 11월) 등을 실천하였다. 또한 시복시성추진위의 실무팀을 자체적으로 구성(2012년 7월 20일)하고 교구 

순교자의 복자 탄생을 위한 마중물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마산평협의 쇄신운동에 주력했다. M방송사에는 “만나면 좋은 친구~”라는 방송사 로고가 있다. 로고처럼 마

산평협은 교구 단체와 본당의 평신도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구 평협과 성당을 순회하였다. 진주지구 평협(사

목회) 방문(2012년 3월 31일), 마산지구 평협(사목회) 방문(2012년 6월 18일). 창원지구 평협(사목회) 방문과 거제지구 

평협(사목회)을 방문하였으며 교구 단체장 연석회의(2012년 8월 17일)를 개최하여 단체와 마산평협의 화합과 소통

을 자랑했다. 또한 본당 회장단과 단체장, 교구평협인 연수(2012년 4월 29일, 2013년 3월 7일, 2013년 8월 23일)를 임

기 중 3번이나 실시하고 농어촌 선교회(2012년 10월 8일)와 마산 레지아의 승격 25주년 대회(2013년 3월 1일)에 협

조했다. 송년 평협인의 밤(2012년 12월, 2013년 12월)과 자문위원(역대 회장)을 초대(2013년 5월 16일)하여 친교를 나

누기도 하였다. 마산평협의 자랑인 좋은 책 읽기 운동을 계속 펼치고 ‘책 읽는 그리스도인’ 독후감쓰기 공모전 시

상(2012년 11월, 2013년)과 복음화대상 시상(2013년 1월, 2014년 1월)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제3회 ‘교구 평신

도대회’(2012년 11월 18일, 성지여고 강당/400명)를 교구장 안명옥 주교와 함께 평신도사도직의 올바른 실천을 다짐

하며 화합의 축제를 즐겼다. 이번 평신도대회의 절정은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평협인들이 함께 떼창으로 

부르고, 말춤을 추는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모두가 행복했다.

한국평협 상임위원회의(2013년 4월 26~27일/65명)를 가톨릭교육관에서 개최하여 순례 일정으로 낙동강 자전

거 길을 따라 하이킹으로 명례성지에 도착하는 특별 이벤트를 기획하였다.

기억하고 싶은 사도직 활동 : 원로(은퇴) 사제 공식 방문(2012년 5월, 2013년 5월)을 비롯하여 별도로 원로 사제 

한 분 한 분을 찾아뵙는 사랑을 아끼지 않았다. 함양본당 100주년 행사(2012년 3월 24일, 2013년 5월 11일), 사천본

당 50주년(2012년 6월 10일), 합천본당 80주년(2012년 10월 28일) 때 성당을 방문하여 축하했다.

④ 제23대(2014. 2. 15~2016. 1. 29) : 김덕곤(요한) 회장―순교 복자 탄생의 영광을 보다

마산교구에도 순교 복자가 탄생하고, 순교성지를 자랑하게 되었다. ‘순교 영성’은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중심 

어젠다라고 할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124위를 복자로 선포하였다. 남쪽 

끝 성지가 척박한 마산교구에도 드디어 신석복(마르코), 박대식(빅토리노), 구한선(타대오), 정찬문(안토니오), 윤봉

문(요셉) 순교자가 복자의 반열에 올랐다.

마산평협은 2014년 9월 20일 창원시 용지공원에서 안명옥 주교를 비롯한 교구 사제단과 7,000명의 신자들

이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내빈 등과 함께 ‘마산교구 순교 복자 5위 탄생 경축대회’를 지역 복음화를 위한 선포식

의 의미로 지역사회에 선포하였다. 준비위원회를 구성(2014년 7월 15일)하고 매주 집행위원회를 개최했으며, 홍보

를 위해 진주지구(2014년 7월 25일)를 시작으로 거제지구(7월 30일), 창원지구(8월 1일), 마산지구(8월 5일)를 순회하

며 설명회를 가졌다. 순교 복자 사진전과 복자 탄생 축제 등의 부속 행사도 준비하였으며, 경축대회 후 『순교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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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탄생 5위 경축대회 백서』를 발간하여 보존 자료도 남겼다.

한국평협에서 제안하고 7대 종단이 함께하는 범국민운동 ‘답게 살겠습니다’ 출범식(2015년 4월 23일)을 시작으

로, 마산평협은 평신도 사도직운동으로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오래전(2008년)부터 ‘평신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는 목표로 매년 정기총회 때마다 <평신도 선언(우리의 다짐)>에서 ‘평신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를 

합창하며 봉헌했으니 마산평협은 어쩌면 ‘답게 살겠습니다’의 선구자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지역 내 다른 종교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합천 해인사와 교류하기로 하고 첫 방문(2014년 6월 16일)을 하

였고, 두 번째 방문(2015년 5월 23일)으로 나눔과 교류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가톨릭 신

자 당선자들과의 만남’(2014년 7월 8일)을 준비하여 지역사회에서 평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된 신앙생활로 봉

사하겠다는 소감을 듣고 상호 도움이 되기로 했다.

기억하고 싶은 사도직 활동 : 정기총회와 복음화대상 시상(2014년 2월 15일, 2015년 1월 31일), 회장 단체장 연수

(2014년 4월, 2015년 4월, 2015년 11월), 책 읽는 그리스도인(2014년 1월), 제5회 명례성지 심포지엄(2015년 9월 19일), 

영성 특강(2015년 10월 2일), 교구 합창단 정기 연주회(2015년 10월 10일), 진해 웅천왜성 산상미사(2015년 10월 31일), 

송년 평협(2014년 12월, 2015년 12월), 교구청 사제단과 만남(2014년 11월 23일), 은퇴 사제 초청(2015년 6월 19일), 전

국 연도 보존대회(2015년 5월 9일), 서울평협의 마산교구 순례 안내(2015년 5월 15~16일)와 교구 여성협의회 생명 

대행진(2015년 5월 17일)에 동참하는 열정을 보였다.

⑤ 제24대(2016. 1. 30~2018. 1. 27) : 안상덕(다니엘) 회장―50주년 지천명(知天命)의 축복

바쁜 사람을 빗대어 일복이 많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제24대 마산평협은 교구 설정 50주년으로 큰 사업과 

행사를 수행하는 축복을 받았다. 마산교구는 평신도 사도직운동의 다양한 역할을 통해서 ‘평신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교구평협에 많은 기회를 주었다.

안명옥 주교의 은퇴로, 제5대 교구장 배기현(콘스탄틴) 주교가 탄생하여 주교 서품 및 착좌식(2016년 6월 8일)을 

교구 사제단과 평협이 함께 준비하였다. 교구에서는 마산평협에 많은 역할을 주었고, 평협은 교구의 뜻을 따르

며 평협인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소박하지만 웅장하고 거룩한 축제의 형식으로 기획하여 성공적으로 마쳤다. 특

별히 교구의 허락을 받고 각 교구평협 회장단 30여 명을 초대하여 환대하고 친교를 나누었던 행복한 순간이 기

억에 남는다. 

교구에서는 교구 설정 50주년 기념 대미사(2016년 10월 30일, 진주 종합체육관/8,500명)와 특별행사를 마산평협

에서 준비하도록 했다. 대미사의 연출을 위해 매주 회의를 하고, 분석하고, 교구 단체와 본당의 협조를 위하여 

아름다운 소통을 수없이 나눴다. 축제의 음악회를 열고, 사회복지 부스와 순교 복자 부스를 만들었으며,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기획과 진행으로 임무를 완수했다. 평협은 깜짝 이벤트로 8,500명의 교우들에게 우리농 살리기 운

동본부의 쌀로 만든 떡을 선물하였다.

2016년 평협은 무척이나 바쁘고 분주했다. 본당 회장과 단체장 도보 연수(4월 23일)로 50주년을 시작하여, 교

구 사절단으로 오스트리아 그라츠교구를 방문(6월 9~10일)을 했고, 10월에는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내방한 그

라츠교구 사절단과의 축제(10월 27일)를 준비했다. 특별기획으로 지구별 유섬이 특별 강연회(4회)와 교구 단체별

로 준비한 특별행사들이 많았다. 순교자 현양 칸타타(10월 8일), 미술인회, 전례꽃꽂이 전시회(10월 15일), 연도대

회(11월 26일), 교구 울뜨레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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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평협은 평신도주일(2016년 11월 13일)을 맞아 교구 내 전 신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축하의 떡 나누기’ 이벤트로 평신도주일을 축하하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교구 설정 50주년 기념 특별기획 「창작 뮤지컬 순교자의 딸 유섬이」를 제작하고 대박이 났다. 2017년은 50주

년의 대미를 장식하는 창작 뮤지컬의 제작과 공연으로 살았다. 50주년 기념미사(2016년 10월 30일)를 마친 뒤 11

월 30일부터 본격적인 공연제작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극단 ‘마산’을 선정하고, 극작가(국민성)를 섭외하고, 뮤지컬 

배우들을 캐스팅하기 위한 공개 오디션(2017년 4월)을 서울에서 개최했다. 6월부터 서울 대학로에서 연습실을 임

대하여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갔다. 출연진과 평협인들은 전주 초남이 성지에서 거제 유섬이 묘소까지 1박2일 동

안 유배길 순례를 겸한 제작 발표회(2017년 8월 11~12일)를 갖고 성공적인 공연을 약속했다. 드디어 서울공연(10월 

20~23일, 4회 공연, 마포아트센터/2,300명)을 감동적으로 마치고 진주지구(10월 28일, 경남문화예술회관/1,400명), 거제

지구(11월 2일, 거제문화예술회관/1,300명), 창원지구(11월 5일, 성산아트홀/1,600명), 마산지구(11월 11일, 2회 공연, 3·15

아트홀/2,000명)에서 무려 8,600명이 관람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 미처 관람하지 못한 아우성으로 저녁 앙

코르 공연까지 했다. 3억여 원의 제작비를 조성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사랑펀드를 운영하는 등 땀을 흘려 준

비하여 마음이 뿌듯하다. 또한 뮤지컬을 무대에 올리기까지 서울~마산을 수없이 왕래하고 공연 준비상황과 전

체적인 연출 구성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며 완벽하게 준비하여 감동과 보람이 남달랐다. 2018년에도 전주공연

(2회)과 서울공연(4회), 마산공연(2회)이 준비되어 감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해외공연도 기획중이다. 

기억하고 싶은 사도직 활동 : 김용백(요한) 신부 선종(2016년 3월 13일)과 조재영(안드레아) 신부 선종(2016년 4월 

15일) 봉사, 정기총회와 복음화대상 시상식(2016년 1월 30일, 2017년 2월 11일, 웨딩그랜덤), 본당 회장·교구 단체장 

도보순례 연수회(2016년 4월 23일), 신임 회장·교구 단체장 워크숍(217년 3월 16일), 교구평협인 워크숍(2017년 4월 

28~29일), 영성 특강(2017년 6월 24일), 창작 뮤지컬 제작 설명회(지구별 4회), 한국 평신도의 희년 선포(2017년 11월 

19일), 진해 웅천왜성 산상미사(2016년 11월), 교구 사제서품식 지원, 대산성당 40주년과 구한선(타대오) 복자 성지 

조성 기공식(2016년 5월 7일), 신안동성당 25주년(2016년 10월 1일), 칠원성당 봉헌식(2016년 12월 17일), 은퇴 사제 

방문(2017년 5월 15일), 덕산동본당 25주년(2017년 6월 6일), 월남동본당 60주년 (2017년 6월 18일), 생명 콘서트(2017

년 7월 1일), 옥봉동성당 소성당 축성식(2017년 11월 25일), 교구장과 함께하는 송년 사은회(2016년 12월, 2017년 12월)

로 새해를 약속했다.

⑥ 제25대(2018. 1. 28~현재) : 한일문(하상 바오로) 회장―Renew 평신도의 희년

정기총회 및 제9회 복음화대상 시상식(2018년 1월 27일, 웨딩그랜덤/233명)에서는 교구장 주교의 파견미사와 담

당사제로 부임한 총대리 박창균(시메온) 신부가 함께했다. 이 총회에서 제25대 회장으로 한일문(하상 바오로) 형제

를 선출하고 한국 평신도의 희년을 새롭게 살아가기로 다짐하였다.

2018년 4월 1~2일 담당사제와 회장단이 엠마오를 겸하여 마원성지와 수안보온천에서 워크숍으로 친교를 나

누었고, 4월 21일 평협위원 워크숍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과 평신도 교령을 공부하였다. 이 공부는 

평신도 사명을 온전히 실천하겠다는 진정성의 무장이었다. 

교구 설정 50주년 사업으로 새 교구청 이전을 위한 회의와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평협에서는 3명의 위원이 

교구청 이전 추진위원회(2018년 5월 11일과 17일)에 참석하여 새 교구청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계획을 수립하였다.

평협은 2018년 평신도 희년을 ‘순교자의 딸 유섬이’의 삶으로 살기로 했다. 평신도인 유섬이의 삶은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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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하고 아름답고 힘이 넘친다. 제25대에서도 전주(2018년 10월 27일/2회)와 서울(10월 18~20일/4회) 공연을 마치

고, 마산공연(11월 17일/2회)은 교구장의 사목교서 정신을 실천하고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지역복음화를 위하

여 교구내 전 예비자들을 초청하였다. 창작 뮤지컬 「순교자의 딸 유섬이」 공연을 위한 회장단과 공연 관련자 회

의에서 극단과 공연계약서를 작성하여 교환(2018년 8월 8일, 교구청 2층 회의실)하고 2018년에도 배우들과 연출팀, 

그리고 마산평협 총회장단과 관계자는 전주 초남이성지에서 거제 유섬이 묘역까지 ‘유섬이의 유배길’ 순례에 참

여하고, 8월 18일 배우들을 격려하였다.

기억하고 싶은 사도직 활동 : (故) 김덕신(요셉) 신부의 선종(2018년 3월 2일)으로 장례 봉사, 제25대 평협인에

게 교구장님의 임명장 수여식(2018년 2월 23일, 교구청/36명)으로 소명을 시작, 박정일(미카엘) 주교 회경축(사제서품 

60주년)과 박호철 신부 은경축(2018년 3월 29일) 축하, 어버이날을 맞아 교구장 주교와 담당사제, 회장단과 자문위

원의 오찬(2018년 5월 8일/12명), 전주교구 제18회 요안 루갈다제에 참석(2018년 5월 26일, 전주 치명자산)하여 축하, 

한국평협 창립 50주년 감사미사 참석(2018년 7월 21일, 대전교구 대흥동성당/7명).

3) 역대 회장

대수 이름(세례명) 재임 기간 대수 이름(세례명) 재임 기간

초대 이말병(아우구스티노) 1969. 3. 13~1970. 3. 4 14대
김서곤(베네딕토) 1996. 1. 8~2000. 1. 8

2대

김태수(라자로) 1970. 3. 5~1977. 8. 25

15대

3대 16대
김철(베네딕토) 2000. 1. 9~2004. 2. 7

4대 17대

5대
박재석(바오로) 1977. 8. 26~1981. 2. 28

18대
박용기(필립보) 2004. 2. 8~2008. 1. 26

6대 19대

7대
김도천(안드레아) 1981. 3. 1~1985. 11. 30

20대
강신근(안드레아) 2008. 1. 27~2012. 2. 3

8대 21대

9대 홍일부(바실리오) 1985. 12. 1~1987. 11. 21 22대 김황성(바오로) 2012. 2. 4~2014. 2. 14

10대
심병직(파스칼) 1987. 11. 22~1991. 12. 31

23대 김덕곤(요한) 2014. 2. 15~2016. 1. 29

11대 24대 안상덕(다니엘) 2016. 1. 30~2018. 1. 27

12대
손춘수(베드로) 1992. 1. 1~1996. 1. 7 25대 한일문(하상 바오로) 2018. 1. 28~현재

1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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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과 전망

1) 현실 : 교회 문제는 평신도사도직의 문제이며, 사회 문제도 평신도사도직의 문제이다

①  신앙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한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자기중심적으로 바뀌고 있다. 가족의 소중함이나 이웃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며 ‘나’ 혼자

라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으며 물질만능주의는 세상을 정복하고 신앙을 경시하게 만든다.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

운 선(善)보다는 개인주의적 욕구로 사회의 악(惡)을 선호하는 세상은 “악화(惡貨)는 양화(良貨)를 구축한다”(그레셤

의 법칙)고 했듯이 지금의 세상은 악화의 현상으로 가득하고 양화가 몰락하는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세상

은 신앙을 바라지도 않고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않는 현실이다.

②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갈수록 선교는 어려워지고 있는 신자들도 쉬는 교우로 이탈하는 교회 현실에서 안주하고 있는 평신도의 모습

을 본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음은 우리 평신도사도직의 통계이다. 옛날에는 어린이가 주로 복사를 섰

지만 지금은 여성과 노인들까지 복사를 한다. 좋은 뜻으로 보면 모든 이에게 은총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사실

은 복사할 똘똘한 어린이가 없기 때문이다. 평신도의 일꾼은 늘 부족하고 세대교체도 되지 않으며 늘 품앗이 하

듯이 돌아가면서 한다.

③  교회의 노령화가 두렵다.

무거운 물건을 들려면 허리의 힘이 좋아야 하는데 큰일이다. 우리 사회에도, 교회에도 허리가 없다. 본당에

는 여성과 노인이 주류이고 60대를 청년이라고 부른다. 생활환경이 좋아지고 의료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것은 좋으나 교회에는 어린이부터 청년 그리고 장년들은 감소하고 여성과 노인들만 증가하는 

것은 교회가 위기라는 표징이 된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위기를 두려워하지를 않고 극복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가 않는 점이다. 이런 위험한 징후에 무감각한 것인지 좋은 대책이 있는 것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 

④  사제 중심의 사목환경은 편하지만 걱정이다.

아주 오래된 전통이기에 익숙하다. 평신도는 사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때문에 평신도는 ‘사회 속에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속에 사회인’의 신분으로서 속성상 사제의 사목을 거스

르는 일은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한다. 이러다 보니 생각이 다르거나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스스로 일을 내려놓

고 피하려고 한다. 때문에 교회는 좋은 일꾼들을 자주 놓친다. 참으로 안타깝다.

2) 전망 : 세상은 ‘평신도의 시대’로 대응하여야 하고, 오직 ‘평신도사도직이 답이다’

① 2013년 신앙의 해를 살면서 신앙의 해의 의미와 교회에 대하여 공부했다.

교회가 세상 위에 군림하며 세상을 이끌어왔다는 생각은 오류이며,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교회가 쇄신되도록 변화되어야 한다고 배웠다. 세상은 무섭게 변하고 있어 교회가 사회를 구원하기에는 

사회가 너무 오염되었다. 오로지 진정성 있는 새로운 평신도사도직이 답이다.

②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사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2018년 ‘평신도의 희년’은 아주 중요하다. 회의와 행사로만 끝나면 평신도의 미래는 절망적이다. 완전한 평신

도사도직을 위한 우수한 평신도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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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절로 늘지 않는다. 아주 많은 노력을 해야만 그들을 교회로 초대할 수가 있다. 따라서 진정성 있는 평신도 그

리스도인이 필요하고, 오로지 평신도사도직이 답이다.

③ ‘평신도의 시대’를 위하여 완전한 ‘평신도 그리스도인’의 양성이 희망이며 빛이다. 

그리스도의 사제직·예언직·왕직의 평신도사도직은 평신도에 의하여 완성된다. 우리는 완전한 평신도 그리

스도인의 양성을 위한 플랜이 필요하고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끼리 토의하고, 우리끼리 외치고, 우리

끼리 축하하는 관습은 심각한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든다. 그 사이에 세상은 저만큼 앞서 있고 교회는 훌륭한 일

꾼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게 되어가고 있다. 

평신도의 시대는 잘 준비된 ‘새로운 평신도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그들이 교회의 미래이고 평협의 희망이

며 빛이다. 2018년 한국 평신도사도직 50년의 정상에서 역동적이고 활기 넘치는 그들을 찾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는 멋진 선배가 되기를 다짐하여 본다.

4. 교구 인준단체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가톨릭 농민회, 교리교사연합회, 교구 여성협의회, 가톨릭 문인회, 정의평화위원회, 

레지오 마리애 마산레지아, 가톨릭 경제인회, 민족화해위원회, 꾸르실료, 가톨릭 간호사회,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가톨릭 미술인회, 사회복지시설협의회, 성령쇄신봉사회, 가톨릭 의사회, 농어촌복음화

위원회, 군종후원회, 가톨릭 교수회, 농어촌선교위원회,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가톨릭 법조인회, 생명위원회, 매

리지 엔카운터(M.E.), 가톨릭 매스컴위원회, 청년연합회, 교구 합창단, 가톨릭 약사회, 젊은이 청년 성령쇄신봉사

회, 까리따스봉사단, 가톨릭 농아선교회, 청년 선택, 구조봉사단, 가톨릭 노동장년회, 청년성서모임, 연령연합회, 

교정사목후원회, 비다누에바, 신앙대학 총동문회, 성소육성회, 청년 로고스,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선교후원회, 

대학생연합회, 재속 프란치스코회, 성요셉 아버지학교봉사회, 마리아사제운동(세나콜로), 전례꽃꽃이회, 운전기사 

사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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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 개  황

•소재지 : (36678) 경북 안동시 마지락길 77 (안기동)

•Tel (054) 858-3114-5 (교구청 사목국) / Fax (054) 856-6101 / 010-8598-0239(회장)

•설립 연월일 : 1977년 7월 1일

•대표자(회장) : 권혁기(바오로)

•교구장 : 권혁주(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지도신부 : 김정현(마태오)

•구성 : 6개 지구 / 41개 본당 / 21개 단체

2. 기수별 약사 및 주요활동

1) 교구평협 약사

1978년  사제성소후원회 활동 전개(194명의 회원에 연 240만원 회비 징수)

  인성회 활동

1979년  ‘오원춘사건’에 동참

1980년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칙 제정(성소후원회 세칙 포함)

1982년  1차 회칙 개정

1983년  성가경연대회, 신년 인사회, 성소후원회 담당자 교육(매년 계속 사업)

1985년  성소 장학금 제정

  교구장배 테니스대회 개최(본당 대항)

  신뢰 회복운동 전개

1986년  사제성소후원회 세칙 변경

1987년  2차 회칙 개정

1988년  세계성체대회 준비 및 교육

  한마음 한몸 운동 전개

  교권 수호를 위한 기도회 동참

  『한국 천주교 평협 20년사』 발간 협조

1989년  소년소녀 가장 돕기 운동 전개

1990년 9월 성가 및 농악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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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3월 성소후원회 담당자 교육

 10월 교구장배 테니스대회

1992년  3차 회칙 개정

1993년  한국순교 성인축일기념 발표회 개최

1994년  어린이 성가발표회

  전국 평협 상임위

1995년  4차 회칙 개정

  시국기도회 

  가톨릭 간호사협회 창립

1996년  순교자 현양대회

 10월 20일 여성연합회 발족

1997년  5차 회칙 개정

  선교분과연수

  북녘동포 돕기 성금모금 임시회의

  7월 20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 성금(4천만원) 전달

  한국순교성인현양기념발표회

1999년  2000년 대희년 맞이 준비 묵주기도 1억 단 봉헌 운동 

2000년   공명선거 실천운동 

2001년  여성연합회 해체

2004년  ‘똑바로’ 운동 표어 공모

  상장제례 연수회 개최

2005년  제1회 교구장배 게이트볼대회 개최

2006년  농촌체험 활동

2008년  충남 태안 기름유출사고 봉사활동

  운전기사 사도회 회원 모집

2010년  6차 회칙 개정

2011년  최양업(토마스) 신부 선종 150주년 맞이 도보순례

2012년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2014년  세월호 사고로 교구 친교의 날 행사 취소

2016년  전국 여성연합회 걷기운동 참가

 11월 18~19일 평협상임위원 피정

2017년  ‘답게살겠습니다’ 실천운동 

 2월 14일 여성연합회 재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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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협의 주요 활동

(1) 설립 목적 및 배경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이하 ‘안동평협’)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평신도에게 부여된 고유한 사명을 다

하기 위해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복음적 생활로 가정과 사회 안에서 사도직 활동을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실

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77년 여름 당시 교구장 두봉(레나도) 주교를 중심으로 사무처장 김욱

태(레오) 신부와 사목국장 정호경(루도비코) 신부, 각 지구 평신도 대표 5명, 교구 단체 대표 2명이 평신도의 당면 과

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모임이 필요함을 인식한 뒤 안동평협을 설립하기

로 결정하고 류증선(바오로)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77년 안동평협이 공식적으로 설립되기 이전에 한국평협 회의에 안동교구 대표를 파견한 사례가 있었지만 74년 

제7차 정기총회에 회장 김부근(아우구스티노), 부회장 이낙형(디오니시오), 지도신부 김재문(이냐시오)이 참여하였으나 

안동교구의 지속적이고 공식적인 평협으로 자리매김 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2) 외압에 의한 시련기

교구평협이 설립된 후 첫 사업으로 사제성소후원회를 발족시켜 평신도들이 사제성소에 관심을 갖도록 활동하여 

194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240여 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였다.

1979년 영양 씨감자 피해배상 요구사건인 세칭 ‘오원춘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교구 농민회 회원과 사제단을 

비롯한 교구 전체가 독재 권력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와 투쟁을 하는 데 교구평협도 함께 참여하였다. 그

로 인한 외압이 극심하여 시련을 겪었고, 그 뒤에도 제5공화국이라는 전두환 정권 때까지 사찰을 당하는 등의 시

련을 겪었다.

(3) 발전기

<회칙 제정과 개정>

1980년 제3대 류한상(베드로) 회장 때 평협 회칙을 제정하였고, 성소후원회 세칙도 마련하였다. 그 후 81년에 1

차 개정, 이어서 87년, 92년, 95년. 97년, 2010년에 걸쳐 6차 회칙 개정이 있었다.

<순교자 현양 발표회>

성가를 통한 신앙심을 견고히 하기 위해 1983년 9월에 시작한 본당 대항 ‘성가 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해 오다가 

경연대회를 발표회로 바꾸어 실시하였다. 1990년에 농악이 추가되었고, 1993년에는 ‘한국 순교성인 축일 기념 발

표회’로 바꾸면서 연극이 추가되었다. 1995년에 ‘순교자 현양 발표회’로 명명하고 합주·악기·중창·춤 등 다양한 

장르가 참가하여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바꾸면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신년 인사회>

1983년부터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다음날(주일이 아닌 날)에 교구장, 사제, 수도자들과 평신도 대표들

이 신년하례를 하며 새로 선출된 사목회장을 임명하고 단체장을 인준하는 신년 인사회를 평협이 개최해 오다가 

2006년부터 교구장 초청 신년 인사회로 격상되어 평협이 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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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 친교의 날>

1985년 교구민 화합의 일환으로 교구장배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여 몇 년 동안 실시하다가 형제들은 족구를, 자

매들은 피구 종목을 추가하여 ‘교구 친교의 날’로 정하고 매년 석가탄신일에 지구별로 돌아가며 주관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는 어른들을 위한 윷놀이, 2017년에는 지구 대항 줄다리기를 넣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교구민 단합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모금 운동>

1988년 세계성체대회 준비 교육 및 한마음 한몸 운동에 동참하여 소년소녀 가장 돕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1997

년에 북녘 동포 돕기 성금 모금을 하여 같은 해 7월 20일 제11대 권무영(비오) 회장이 성금 4천만 원을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에 전달하였다.

<교구 단체와 결합>

제10대 권무영 회장 시기에 교구 꾸르실료 봉사팀을 평협이 주도하여 조직하고 연수회를 앞두고 봉사팀이 지속

적으로 준비 모임을 열게 되었다. 이 모임이 활력을 만들어 이전까지 본당 사목회 중심의 협의회 성격의 평협이 교

구 단체도 끌어안는 조직으로 확장되었다. 이어서 제12대 오영창(토마스) 회장 때에는 교구 모임에서 하위 조직인 

지구 모임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상장제례의 통일>

상장제례의 통일을 위하여 본당마다 각각 다르게 바치고 있던 연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2000년 7월 하계 연수

와 2004년 7월 하계 연수에 김득수(프란치스코) 전국 연령회장을 초청하여 각 본당 연령부와 선종봉사부가 상장제

례 연수를 하였다. 또한 지구별 꼬미시움에서 연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교구가 일치된 가톨릭적 문상예절과 연

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르신 게이트볼대회> 

어르신들이 많은 교구라 2005년부터 매년 10월에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였다. 본당에서 나올 

수 있는 팀을 최대로 참가하게 하고, 자격 있는 심판 30여 명을 초청하여 모양새 있게 심판하였다. 점심·간식·

참가 기념품도 나누어드렸고, 교구장 주교·본당 신부·본당 신자들도 와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

<다문화 체육행사>

농촌 교구인 안동교구는 다문화가정이 많기에 교구 사목국과 함께 2011년 10월에는 KBS 안동방송국 운동장, 

2012년에는 안동 공설운동장에서 교구 내의 다문화가정이 함께하는 체육행사를 크게 개최하여 그들의 마음을 위

로하고 용기를 주었다.

<한국평협 운동과 결합>

제10대 권무영 회장 시기부터 한국평협과 결합이 공고해지면서 안동교구에서 한국평협 총회를 유치하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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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협에서는 열악한 안동평협을 지원하는 원조금도 보내고 있었다. 그 후 한국평협이 추진하였던 ‘내 탓이오’ 운동, 

‘똑바로’ 운동(2004년부터)에 함께 하였고, 2016년에는 ‘답게살겠습니다’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먼저 평협 상임위원 

연수에서 한국평협 권길중(바오로) 회장의 강의를 듣고, 2017년 2월 4일 ‘답게살겠습니다’ 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2017년 2월 14일에는 1996년 설립되어 2001년 해체되었던 여성연합회를 한국가톨릭여성연합회 구성 규정에 맞추

어 2017년 재발족하여 발대식을 가졌다.

<사목임원 연수 담당>

안동평협은 매년 1월 농은수련원에서 1박2일로 각 본당 사목임원 및 제단체장 연수를 실시하여 교구장의 사목

교서를 중심으로 강의와 분임토의 등을 하고 사목활동 지침을 실천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7월에는 1박2일로 하

계 연수를 하면서 각 본당의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새로운 방향정립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연 4회 상임위원회 개최, 연 1회 상임위원회 연수를 통해 평협 임원들의 개인 영성과 평협 발전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공소 교육 담당>

농촌 교구 특성상 공소가 많지만 공소 교우들이 교구의 각종 교육이나 피정에 참여할 기회가 적음을 안타깝게 

여겨 1967년부터 공소 현장 연수를 실시하였다. 연수에는 평협 사무국장 박영조(펠레리오), 권혁기(바오로), 오일창

(모이세) 형제가 봉사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평협 위상 정립을 위한 노력>

초창기 안동평협은 교구의 지도에 따라 수동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었는데, 제8대 이찬우(토마스) 회장을 기점으

로 평협의 위상에 대한 성찰이 시작되어 제10대 권무영 회장이 평협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제12대 오영창 회장 

시기에 본당까지 연결하는 실질적인 활동을 벌이고, 제14대 박영조 회장 시기에 절정을 이루었다. 안동교구평협의 

위상 적립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평신도 사명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박영조(펠

레리오) 회장의 공이 지대함은 안동교구는 물론이고 한국평협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당시 화두가 되었던 

‘동반사목’에 대하여 교구 사제단이 문제시하면서 위상 정립 움직임은 물밑으로 가라앉게 되었다. 

<교구 교육 담당>

2000년 대희년을 앞두고 각종 피정과 연수에 당시 평협이 앞장서게 되었다. 제12대 회장단은 본당을 순회하여 

교육의 기틀을 잡았고 박영조(펠레리오)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권혁기(바오로), 오일창(모이세), 이상훈(요나) 등 평신

도들이 사제 및 수도자들과 함께 피정 지도와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평신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생명환경 전국 신앙대회 개최>

2000년 대희년을 맞이하여 생명환경 전국 신앙대회가 점촌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전국 신앙대회가 안동

교구에서 열린 것은 안동 가농이 앞장선 생명운동의 결실이기도 하였다. 신앙대회는 교구가 주관한 행사였지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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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신자들을 모으고 행사를 꾸려내는 것은 안동평협이 담당하였다.

<시복시성 운동>

2011년 5월 최양업(토마스) 신부 선종 150주년을 맞아 평협 주관으로 선종지와 기도처를 왕복하는 도보순례를 실

시하여 여러 본당이 참여하였다. 교구 내 본당과 단체의 신자들이 함께 순례길에 나서 최양업 신부의 복음 선포 열

정에 대한 묵상을 하고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를 바쳤던 순례길은 교구 신자들이 하나 되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2011년 12월 정동진(프란치스코) 평협 회장은 한국평협이 주관한 행사에 각 교구 회장들과 함께 로마 교황청 시성성

과 평신도위원회를 방문하여 한국 평신도들이 활동한 시복시성을 위해 활동한 자료를 제출하고 순교자들과 최양

업(토마스) 신부의 시복시성을 요청하는 데 동참하였다.

(4)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활동

1999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교구 사제단 단식기도 때 평신도 결의문을 채택 발표해서 단식 사제들에게 힘이 

되는 활동을 하였다. 또 2000년에는 한국평협이 주관한 공명선거 실천운동 전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99년 평협 여름 총회와 연수회를 주왕산 국립공원에서 열면서 교구 정평위가 제안한 북녘동포 돕기 모금

운동이 평협 임시총회에서 결의되었다. 그 후 이 운동은 ‘한겨레 나눔운동’이라 이름하고 교구 본당과 신자들이 참

여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때 한겨레 나눔운동은 북한 옥수수 심기 운동에 참여하면서 교구 정평위가 

앞장서 통일 옥수수 밭을 만들기도 하고, 어느 본당에서는 신자들이 도토리를 주어 묵을 만들어 팔면서 모금에 참

여하였다. 한번은 안동교구 이름으로 북한에 비료 보내기를 하게 되어 선적 현장(여수)에 평협 회장(오영창)이 함께

하기도 하였다.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활동은 대개 평협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활동의 성격에 따라 평협 소속 단체나 지

역 교회가 전면에 나서고 평협이 지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졌다. 70년대 말 영양성당에서 시작하여 교구 전체로 

확산된 ‘오원춘 사건’은 교구를 넘어 정부와 종교의 갈등으로 번졌고, 당시 목성동 기도회는 교구민과 민주화 운

동 진영이 함께하는 기도회였다. 그리고 1985년 의성 다인의 작은 본당에서 벌인 ‘소몰이 시위’, 1988년 상주 신자 

670여 명이 참여한 광주 망월동 묘지 순례 등은 평협이 지원하고 본당 사목회가 중심이 되어 벌인 활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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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대 담당사제와 회장 및 현 임원 현황

(1) 역대 담당사제

대수 이름(세례명) 재임 기간 비  고

초대 정호경(루도비코) 1977년 7월 1일~1981년 1월 31일
사목국장

2대 조종률(베르나르도) 1981년 2월 1일~1986년 2월 4일

3대 김재문(이냐시오) 1986년 9월 1일~1987년 2월 28일
사무처장

4대 이춘우(프란치스코) 1987년 3월 1일~1990년 8월 31일

5대 조창래(빈첸시오) 1990년 9월 1일~1992년 8월 31일

사목국장

6대 권혁주(요한 크리소스토모) 1992년 9월 1일~1997년 6월 30일

7대 김영필(바오로) 1997년 7월 1일~2002년 6월 30일

8대 김학록(안셀모) 2002년 7월 1일~2006년 7월 13일

9대 안상기(미카엘) 2006년 7월 14일~2007년 1월 31일

10대 남정홍(스테파노) 2007년 2월 1일~2009년 1월 31일 사무처장

11대 안상기(미카엘) 2009년 2월 1일~2011년 9월 1일

사목국장12대 황재모(안셀모) 2011년 9월 2일~2016년 8월 31일

13대 김정현(마태오) 2016년 9월 1일~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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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대 회장

대수 이름(세례명) 재 임 기 간 본  당

초대 류증선(바오로) 1977년 7월 1일~1978년 12월 31일 목성동

2대 김무종(바르톨로메오) 1979년 1월 1일~1979년 12월 31일 목성동

3대 류한상(베드로) 1980년 1월 1일~1981년 12월 31일 목성동

4대
김대영(야고보)

1982년 1월 1일~1983년 12월 31일
휴천동

5대 1984년 1월 1일~1985년 12월 31일

6대 이재복(요셉) 1986년 9월 1일~1988년 8월 31일 서문동

7대 조기선(요한) 1988년 1월 1일~1989년 12월 31일 목성동

8대
이찬우(토마스)

1990년 1월 1일~1991년 12월 31일
계림동

9대 1992년 1월 1일~1993년 12월 31일

10대
권무영(비오)

1994년 1월 1일~1995년 12월 31일
용상동

11대 1996년 1월 1일~1997년 12월 31일

12대
오영창(토마스)

1998년 1월 1일~1999년 12월 31일
모전동

13대 2000년 1월 1일~2001년 12월 31일

14대
박영조(페렐리오)

2002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목성동

15대 2004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16대 강희용(마티아) 200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남성동

17대 김대환(노엘) 2008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의성

18대 정동진(프란치스코) 2010년 1월 1일~2011년 12월 31일 정상동

19대
이한양(그레고리오)

2012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목성동

20대 2014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21대
권혁기(바오로)

2016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휴천동

22대 2018년 1월 1일~현재

3. 현실과 전망

1) 현실

평협의 현실을 성찰하기 위해서는 평협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하게 된다. 안동평협은 지

난 50년 역사를 통하여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하나는 평협은 전체 하느님 백성의 소리를 듣고 모아

서 교회에 전하고, 그 소리를 하느님 백성의 신앙 운동으로 조직하고 추동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정체성이다. 다

른 하나는 교구가 신자들을 사목하면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평신도가 맡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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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조직이라는 정체성이다.

안동평협의 역사에서 보면 초창기부터 제7대(1989년)까지는 평협의 조직화가 중심이 되어 주어진 사업을 담당하

기에 힘든 상황이었다. 제8대(1990년)부터 자각이 시작되어 제15대(2004년)까지는 백성의 소리를 모으는 역할이 두

드러졌다. 제16대(2005년)에서 제20대(2015년)까지는 교구 설정 40주년 교구 신앙대회, 최양업 신부 선종 150주년 

기념 도보순례와 신앙대회 및 아시아 평신도대회와 순교복자 시복식 등 주어진 사업 수행에 충실하였다. 현 집행

부 제21대(2016년)에 이르러 새로운 성찰이 일어나면서 ‘백성의 소리 모으기’와 ‘주어진 사업 담당하기’ 사이의 통합

이 시도되고 있다.

한편 안동평협의 현실은 취약한 조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교회의 구성이 농촌 지역에 산재한 성당으로 되

어 있어서 구심력이 약하고, 가난한 교구와 본당 상황 때문에 평협의 재정이 빈약할 수밖에 없다. 또 본당들이 적

은 수의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 기회도 열악하여 평협을 꾸려갈 일꾼들을 구하기 어렵다. 이 열악한 상황 

내지 조건 때문에 평협 활동의 활성화는 크게 한계를 안고 있다.

2) 전망  

평협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평협이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모두 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백성의 소리 대변’과 ‘교회 활동의 실천자 역할’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반된 지향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정체성일 것이다. 이 통합이 그리스도 신앙의 성숙을 가져다주

는 과제로 여겨진다. 다만 구체적인 현실에서 수행되는 활동은 어느 한쪽 모습만 쉽게 눈에 띄는 어려움이 있다. 

관념적인 논의보다 실제 활동에서 다양한 차원으로 통합해 가야 할 것이다.

한편 안동평협이 처한 열악한 조건이 지속적으로 평협운동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다. 우리에게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을 떠올려 보면 안동교구는 열악한 상황이 아니라 교회의 원형에 접근하는 축복

받은 상황일 수 있다. 농촌에 위치한 교회는 신앙의 중심이 되는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는 좋은 조건이다. 

가난한 지역사회와 교회는 가난한 이들이 예수를 따르고 주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셨던 축복일 

수 있다. 적은 수의 신자들이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고 고등교육을 적게 받아서 일꾼이 부족한 열악한 조건은 

서로를 위하면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하다. 

이제 안동교구도 교구 설정 50주년(2019년)을 맞이하고 있다. 교구와 더불어 안동평협도 안동교구 사명 선언문

이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쁘고 떳떳하게” ‘우리는 이 터에서 열린 마음으로 소박하

게 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나누고 섬김으로써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4. 교구 인준단체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가톨릭농민회, 레지오 마리애, 꾸르실료, 부부일치(M.E.), 성령쇄신봉사회, 선택, 수녀연

합회, 정의평화위원회, 가톨릭 청년연합회, 가톨릭 교수회, 가톨릭 대학생연합회, 가톨릭 간호사회,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생명환경연대, 가톨릭 운전기사사도회, 가톨릭 의사회, 가톨릭 문인회, 가톨릭 미술가회, 가톨릭 여

성연합회, 향주삼덕 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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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관구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 개  황

•소재지 : (22321)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23(임동)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104호

•Tel (062) 236-3004 / Fax (062) 227-7123

•설립 연월일 : 1972년 2월 27일

•대표자(회장) : 신동열(리카르도)

•교구장 : 김희중(히지노) 대주교

•지도신부 : 김정용(베드로)

•구성 : 14개 지구 / 138개 본당 / 48개 단체

2. 기수별 약사 및 주요활동

1) 교구평협 약사

(1) 광주지목구의 설정

지목구는 포교 시에 적용되는 교구 제도이다. 1931년 3월 10일 대구교구에 속해 있는 전라도의 광주와 전주의 

두 지방을 하나의 감목대리구로 설정하였다. 이어서 1934년 5월 10일 장차 정식 교구설정을 위해 전주와 나누어

져 전남 감목대리구가 설정되고 감목대리에 맥폴린(McPolin, 林) 신부가 임명되었다. 광주지목구는 1937년 전주와 

함께 포교성의 관하에 지목구가 설정되었고, 신자 3,567명, 본당 9개, 공소 36개이며 방인사제 3명, 골롬반회 신

부 19명이었다. 초대 교구장에 맥폴린 신부가 임명되었으나 광주지목구의 전반적인 임무를 수행할 건물, 즉 교구

청을 갖추지 못하여 목포 산정동성당에 임시 교구청을 두어 전교에 노력하였다. 

(2) 광주대목구 설정과 평신도 사도직

1937년 설립된 광주지목구는 1957년 1월 21일 대목구로 승격되었다. 당시 광주지목구장 현 헤롤드(Harold 

Henry, 玄) 신부는 대목구 승격과 함께 광주대목구장으로 승진되어 5월 11일 미국 보스턴에서 주교 성성식을 가

졌다. 대목구 승격 전 평신도 사도직 활동 중 괄목할 만한 것은 레지오 마리애 도입이다. 헤리 로렌드(Harie 

Rowland) 신부의 건의와 현 주교의 수락으로 1953년 5월 31일 모란(T. Moran) 신부에 의해 목포 산정동본당에 ‘치

명자의 모후’, ‘평화의 모후’, 경동본당에 ‘죄인의 의탁’ 쁘레시디움(Pr.)이 창설되었다. 초기에는 아일랜드 더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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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칠리움(Con.) 직속 Pr.으로 직접 지시를 받았다. 1956년 8월 7일 광주 북동성당 산하 8개의 Pr.으로 ‘모든 성총

의 중재자’ 꾸리아(Cu.)가 설립되었으며, 12월 6일에는 ‘모든 성총의 중재자’ 꼬미시움(Co.)으로 승격되었다. 레지

오 마리애는 평신도 사도직으로 자기성화와 헌신적인 봉사활동 외에도 사제와 수도자의 손발이 되어 본당 사목의 

중추적 역할로 평신도 사도직을 다해 왔다. 1957년 5월 7일 세계 본부인 꼰칠리움(Con.)으로부터 한국 레지오 마

리애의 지도적 역할을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Co.에 의뢰한다는 승인서를 접수하였으며, 광주대목구 승격 후인 

1958년 7월 13일 한국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Se.)로 승격되었다. 한국 레지오 마리애는 도입된 지 5년 만에 

1만여 명의 단원으로 전국적인 조직을 완료하고 국가 평의회의 Se.를 운영하게 되었다. 평신도 사도직으로는 처음

으로 전국적인 조직과 함께 단원의 성화와 본당의 요구에 부응하여 교회의 사도직 활동을 돕는 평신도 사도직 단

체가 된 것이다.

(3) 광주대교구 승격과 평신도 사도직

1962년 3월 10일 교황 23세가 광주대목구를 광주대교구로 승격하여 한국 3대 교구의 하나가 되었으며, 현 주교

는 대주교로 승품되었다. 당시는 31개 본당에 신자수 61,961명이었고, 대주교 착좌식은 1962년 7월 4일 북동성당

에서 거행되었다. 착좌 후 현 대주교는 사제성소의 활성화에 노력했고 낙태유산 방지로 가정윤리를 확립하였으며, 

전례위원회를 조직하여 교회 전례 쇄신에 힘썼다. 사회사업으로 가톨릭학교 교육 강화와 노동사목에 깊은 관심

을 표명하였으며, 애덕의 권장과 성당 건립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사목협의회의 구성과 사목활동 및 전례·교

육·성소 등 각종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연구 검토하였다. 특히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연구위원회는 평신도 사도직

에 대한 성소의 사실에 입각하여 우리의 할 일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 특히 제3차 세계평신도대회(1967년 10

월 11~18일, 로마)를 앞둔 시점에서 교구의 관심과 함께 위원회의 활동은 매우 뜻 깊은 일이었다. 이 대회의 주제는 

‘인간 여정에 있어서의 천주의 백성(God’s People on Man’s)’이었다. 주교회의 추천을 받은 19명이 한국 대표단으로 

참가했는데, 광주 대표는 오병문(아우구스티노)이었다.

(4) 광주대교구 평신도 단체 조직

1968년 7월 23일 전국평협이 창립되었으며 광주대교구도 급성장하는 교세에 발맞추어 교회 내에서의 평신도 역

할이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1969년 5월 26일 현 대주교는 평신도들도 교구 내 각 신심·사도직 단체와 각 본당의 

신심 단체와의 유대 및 협력관계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인식하여 평신도 사도회 창립을 위한 예비모임을 갖고 조

직을 구성하였다. 이때 참석자는 광주 북동본당 주임 매 신부, 월산동본당 김 로마노 신부, 평신도 단체 차 가롤로 

지도신부, 남동본당 보좌 나 신부, 학생회 지도 박 마태오 신부, JOC 지도신부였고, 평신도는 곽봉수(요셉) 신우회

장, 세나뚜스, 합창단 대표, 학사회, J.O.C, 대학생회, 프란치스코회, 성 빈첸시오회 등 10여 개의 평신도 단체 대

표들이었다. 

이날 모임을 통해 평신도 단체 결성을 확정짓고 준비 작업을 하였다. 1969년 10월 2일 현 대주교는 각 본당 사

도회 조직을 권장하고, 아울러 교구 사도회 평의원 5명(곽봉수, 나백순, 이청운, 이순석, 이상래)을 선정했다. 이 평의원

회는 이상철(힐라리오) 신부와 차 가롤로 신부의 지도하에 사도회 회칙을 초안하여 인준을 받았다. 이듬해 1월 10일 

교구 사도회 평의원 5명을 10명으로 증원하고 사도연합회의 모체라 할 수 있는 교구 사도회의 회칙을 마련하여 현 

대주교의 인준을 받았다. 사도회 평의원은 곽봉수, 이청운, 나백순, 송태석, 정순석, 박 프란치스코, 이상래, 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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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였다. 평의원회 회장은 곽봉수, 지도신부는 이상철·차 가롤로·안도마·모 미카엘 신부였다. 1972년 2월 제6

대 교구장 한공렬(베드로) 대주교는 사도회연합회 조직을 위해 지도신부로 이상철·장지권(미카엘) 신부, 기초 준비

위원으로는 윤재원·이상래·이청운·추채환·이용재·이상근을 선정하여 회칙 보완 및 제반 조직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2월 27일 정식 인준을 받아 광주대교구 사도회연합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초대 총재에 한

공렬 대주교, 초대 부총재 겸 지도신부에 김정용(안토니오) 신부, 그리고 초대 회장에 이상래가 선출되어 광주대교

구 사도회연합회가 발족하게 되었다.

2) 주요활동

(1) 제1대 교구평협 출범으로 시작된 1970년대(제1~8대) 활동

1972년 2월 27일 광주사도회연합회 창립총회가 개최됨에 따라 각 지구별 사도회 결성을 준비하게 되었다. 제1

대 광주평협은 이상래(프란치스코) 초대 회장, 김정용(안토니오) 지도신부로 출범하여 초기부터 의욕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5월 11일 사도회 공문서 관리규정 및 사도회 발전을 위한 지역 세미나 개최 요강을 인준 받아 사도회 

발전을 위한 세미나와 함께 지역 사도회 결성을 준비하였다. 6월 4일 송정지역은 140명이 참석하여 세미나와 함

께 사도회 결성을 준비했고, 8월 24일 목포지역 223명, 10월 1일 해남지역 144명, 11월 2일 순천지역 212명이 참

석했으며, 12월 10일에는 광주지역 109명이 참석하여 세미나 및 지역 사도회 결성을 준비하였다. 평신도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사도회 발전을 위한 세미나와 지역 사도회 결성 모임에는 5차례에 걸쳐 828명이 참

가하였다. 평신도 사도회의 역할과 사도회의 발전을 위한 세미나와 피정이 지역별로 순회하며 실시되었는데, 목

포(1972년 9월 22일), 순천(10월 20일), 송정지역(11월 27일), 강진지역(11월 14일), 광주지역(11월 24일)에서 개최되었다. 

1973년 2월 18일 사도회연합회 제2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이상래 회장이 제2대 회장에 유임되고, 제2대 부총재 

겸 지도신부는 장옥석(루치오) 신부가 맡았다.

윤공희 대주교 은경축(1975년 5월 5일), 한국 순교복자 시복 30주년 경축행사(1975년 10월 9일)를 광주·목포·순

천지구별로 개최했고. 1976년에는 평신도 재교육을 위한 세미나와 연수회를 3차례에 걸쳐 연 13일간 실시하였다. 

1977년 10월 29일부터 본당 신부와 사도회장의 연석회의를 3차례 갖고 교구 제반 현황과 교구비 책정에 관한 협

의회를 개최하였다. 광주(10월 29일), 순천(11월 6일), 목포(11월 13일)는 지구 연석회의가 열렸고 평신도 자질향상을 

위한 세미나가 두 차례에 걸쳐 1박2일로 실시되었다. 1978년은 몇 가지 기억될 만한 실적을 남긴 해이기도 하다. 

교황 요한 바오로 6세 선종 추도 미사를 주관하였고, 처음으로 초중고생의 웅변대회를 개최하여 중앙대회에 참가, 

제1회 추기경기 쟁탈 전국대회에서 중등부 1위 고등부 1위의 영광을 차지했다. 인성회 조직을 위해 시내 본당 신부

와 사도회장이 연석회의를 가졌으며, 성소주일에도 신학생을 위한 연회를 가졌다. 평신도들의 전례 세미나를 개최

하여 미사 전례에 대한 재교육과 바른 미사 해설을 하도록 하였다.

가장 암울했던 시대, 유신통치의 억압과 독재 속에서도 사도회의 조직 정비를 확산시켜, 1979년에는 지역 사도

회 연합회 조직을 정비하여 목포지역(2월 18일), 여순지역(2월 28일), 광주지역(2월 25일), 강·해남지역(3월 1일)의 조

직을 완료하고, 그해 4월 광주지역 사도회 연합회를 개최하였다. 교구 사도회장단 묵상회를 2박3일간 명상의 집

에서 개최하여 사도회 회장단의 결속과 친교, 영성생활에 힘썼으며, 순교복자 현양대회 및 유물을 지산동성당에서 

전시하여 순교복자의 신심을 본받게 하였다. 두 번째 열린 전국 학생 웅변대회에서는 고등부 최고상의 영광을 차

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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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0년대(제9~18대) 활동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큰 비극으로 기록될 80년, 광주 유신독재의 종말과 함께 서서히 밝아오는 민주의 꿈을 

송두리째 짓밟은 1980년 5월의 광주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절망하는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 

상황에서 그저 망연자실할 뿐 간신히 명맥만 이어온 3~4년 동안은 5·18 광주민주항쟁 추모미사 정도가 고작이

었다. 사도회연합회보다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 활동이 주를 이루었고, 사도회연합회는 정평위를 지원하는 

정도였다. 1982년 사도회 임원 세미나 한 차례와 1983년 임동 주교좌성당 축성축하 행사가 고작이었으나, 1984년 

교황의 광주 방문에 앞서 갖게 되는 교구 신앙대회 준비로 다시 활기를 되찾고 조직 정비를 강화해 나아갔다.

1983년 ‘교구 공동체의 해’를 기념한 교구 신앙대회는 ‘화해와 일치,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광주 무등경

기장에서 성대히 치러졌다. 윤공희 대주교는 대회사를 통해 “신앙대회가 세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 희망, 사랑의 

삶과 그것들을 통한 일치를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임을 강조하고, “무엇보다 순교 선열들의 빛나는 업적을 기

리면서 한자리에 모인 거룩한 이 모임을 질서 있고 장엄하게 지내기 위해서 한없는 인내심과 너그러운 협동심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한국 천주교 20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의 한국 교회가 이 나라 이 겨레의 나아갈 길

을 비추어주는 진리와 양심의 횃불이 될 것을 강조하였다. 1984년 이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진 지 200년, 한국 복

음 선교 20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103위 성인 시성식에 앞서 찾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광주 방문, 교구 신앙

대회에서 한 성인 입교 예식미사의 봉헌은 절망과 분노 좌절에 빠져 있는 이곳 광주에 커다란 희망과 함께 은총과 

축복이었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행사이기도 했다. 1984년 5월 4일 교황이 광주를 먼저 방문하여 위로와 축

복을 전한 것은 많은 상징성을 갖는다. 신군부 독재와 폭압 속에서 80년 5월의 악몽 속에 아직 깨어나지 못한 이

곳 광주 시민에게 주는 위로와 축복이었으며, 군사독재에 대한 또 다른 저항이며, 하느님의 정의는 언제나 살아있

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민주의 땅, 자유의 땅 광주에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킴으로써 군사 독재정권의 부당함

을 알리는 무언의 항거이며, 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끝나지 않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였다. 

신군부의 독재정권 속에서도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하느님 나라의 정의를 외치는 신앙인의 모습 속에 많은 비

신자들이 천주교를 찾는 이 시대의 양심을 대변하는 종교로 인식되어 입교자 수가 급증했다. 1984년 한국 천주교 

200주년과 103위 시성식에 앞서 거행된 교구 신앙대회 및 성인 입교 예식 미사는 많은 참여와 협조 속에 성대히 

치러졌다. 수많은 인파가 운집한 무등경기장, 시가행진 및 교황 성하의 카퍼레이드는 천주교가 보편성과 공번된 

교회임을 입증했다. 가슴 조이고 숨죽이며 살던 광주시민이 목청껏 외친 ‘비바 파파’는 종교의 벽을 넘어선 민중

의 함성이었다. 행사 기간 동안 많은 평신도 단체의 눈부신 활동과 헌신, 일사불란한 움직임과 치밀한 계획 등 집

행부와 사제·평신도의 혼연일체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으나 몇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각 분야에서 동원

된 평신도 여러 단체의 조직적인 연결 고리 역할을 평신도 사도회연합회에서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점, 경호나 보

안상 이유로 행정 공안당국의 지나친 관여, 출입자 제한 및 통제 등이었으나 질서정연한 모습,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은 행사장 주변정리 등은 우리 신앙인의 바른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다. 

1984년 11월 28일 사도회연합회 임시총회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입각하여,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

을 위해 그리스도 왕국을 전 세계에 펴고 모든 신자들을 구원에 참여케 하며, 그들을 통해 전 세계를 그리스도에게

로 향하게 하는 신비체적인 활동인 사도직에 평신도도 성직자와 함께 부름을 받았기에 사도회연합회가 아닌 평신

도사도직협의회의 창립을 위한 회칙 개정을 하게 되었다. 이듬해 1월 5일 제14차 정기총회에서 ‘천주교 광주대교

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라는 공식 명칭으로 바꾸었다. 11월 2~3일 교구평협 임시총회와 평신도 지도자 연수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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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졌으며, 1986년 민주화를 위한 반독재 투쟁에 정평위와 함께 계속적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미

사에 동참하였다.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기 위한 직선제 개헌 투쟁의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1987년 4월 13일 

대통령 호헌조치 특별담화는 전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가장 먼저 광주대교구 정평위 사제단이 단식투쟁에 들

어갔다. 가톨릭센터에 마련된 교구 사제단 단식투쟁 장소에는 수많은 신자들이 동참하여 기도와 위로, 격려의 대

열이 끊이지 않았고, 광주평협도 여성연합회와 연대하여 전 신자의 동참을 적극 권장하였다. 금남로의 들끓는 함

성과 자욱한 최루탄 가스 속에 10여 일이 넘는 단식투쟁을 계속한 교구 사제단에 이어 여러 사회단체와 지식인,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동참하여 저항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졌다. 전투경찰과 대치한 애국학생들과, 민주

시민, 재야단체, 종교단체 등 전 국민의 저항에 밀려 군부 독재정치는 6·29선언이라는 특별담화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 선거를 공약하게 된 것이다. 1987년도 저물어가는 12월 유신 이후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뽑을 대통령 선거

를 앞두고 천주교에서는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단을 편성하여 각 투표장마다 감시 활동을 펼쳤으며, 자유로운 가운

데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선거가 되도록 힘썼다.

1988년 제17차 정기총회와 사목회 임원 세미나와 지도자 연수회를 가졌으며, 1989년 평신도 지도자 연수회에

는 통일문제, 평화방송 설립 문제, 교구 당면 문제에 대한 협의와 함께 광주 평화방송 설립에 적극 동참키로 결의

했다. 전국평협 정기총회 참석과 함께 전국 상임위원회와 회장단회의 참석, 『한국 천주교 평협 20년사』를 각 본당

에 발송하였으며, 현 시국에 대한 정평위와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결의사항을 적극 지지키로 결의하는 등 평협도 

천주교의 현실 참여에 적극 동참키로 하였다. 각 교구별 시국미사의 적극 참여 유도와 함께 세계성체대회 준비와 

행사에 참여하고 통일기원 미사 봉헌 및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단식장을 위로 방문하는 등 어두운 한 시대를 보낸 

분주한 한 해였다. 무엇보다도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기대할 수 없음을 인식하여 국민모금으로 「한겨레신문」 창간 

이후 광주대교구도 평화방송 설립 모금에 적극 동참하여 그 기반을 조성하였다.

(3) 1990년대(제19~25대) 활동

1990년 평협 사무실이 가톨릭센터에 개소되어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부산평협 회장단이 광주평협을 

방문하여 서로의 이해를 통해 영호남간의 대립과 갈등 해소에 노력하였고, 장애인 복지대회에 참석하여 격려하

였다. 1990년 추계 평 협연수회는 1991년도 교구 사목지침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현대 사회와 가치관(이종희 교

수 신부), 우루과이 라운드(UR)와 우리의 대응자세(전태갑 교수), 교구 사목 목표(김홍언 사목국장 신부) 강의가 있었다. 

1991년 연수회에서는 생명을 보전하는 공동체, 각 본당의 연간사업 및 문제점, 노동문제, 도농교류 등이 폭넓게 

다뤄져 교구평협의 활동 폭이 넓어졌고, 각 본당 회장단 및 교구 단체장 영성교육, 교구 사제단 시국을 위한 단식 

투쟁에 동참하였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11주기 추모미사에 참여토록 하였다.

1992년 전국평협 회장단과 지도신부가 광주를 방문하여 서로의 이해와 정보교환, 광주평협 현황 소개에 이어 각 

본당 분과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평신도 활동과 본당 분과업무에 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각 본당 사목협의회의 

활성화를 도왔다. 시대적 요청에 따라 공명선거 실현 시민운동에 참여하여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했고 ‘생명보

전하는 공동체’ 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1993년은 교구장 윤공희 대주교의 고희이며, 주교 성성 30주년 광주대

교구 주교착좌 20주년이 되는 해였다. 제단체와 연대하여 기념행사 추진을 도왔으며, 1994년 교구 내 신심·사도

직 단체장 간담회와 여성연합회 합창단 정기발표회, ‘도덕성 회복’과 ‘우리 농촌 살리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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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1995년 서울 명동성당에 처음으로 공권력이 투입되어 항의집회를 열었고, 교구평협의 위상정립과 평협의 역할

에 대한 연수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앞으로 해야 할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당 회장단과 단체장 연

석회의, 가톨릭국악회의 지원으로 불우이웃돕기 자선공연을 열어 7곳의 아동복지 시설에 수익금을 전달하였다. 

광주평협 25주년에 대한 준비와 자료집 발간에 대한 협의가 수차례 이루어졌고 교구평협 임원 활동을 활성화시켜 

평협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노력했다. 

1996년은 광주평협에 몇 가지 괄목할 만한 사업이 추진된 해였다. 교구 사목국에서 위임한 교구 내 제단체 현

황을 파악하고 단체별 활동계획서를 작성 배부하였으며, 교구 내 각 본당 사목협의회 및 제단체 인명록을 펴냈고, 

지역 평협의 활성화를 위해 목포지구를 제외하고 유명무실화된 지역 평협 조직을 재정비했다. 1996년 3월 1일 순

천지구 평협 결성을 시작으로 4월 13일 중남부지구, 5월 4일에는 여수지구를 조직 완료하고, 5월 13일에는 광주

지구 평협회의를 개최하였다. 평협의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고 평협의 위상정립을 위해 가톨릭센터 6층에 독립 사

무실을 마련했으며, 교구평협 25년사 자료정리와 편집 등 박차를 가해 출판을 준비하였다. 광주평협 25주년이 되

는 1997년은 광주대교구 희년(교구 설정 60주년)이 되는 해이며, 우리 고장에 그리스도 복음의 씨가 뿌려져 교회 공

동체가 형성된 선교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하다. 교구평협 설정 25주년을 맞이하여 25년사를 발간하

였으며, 1997년 2월 28일 교구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협 창립 25주년 및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5년사』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1998년 5월에는 2000년 대희년을 준비하는 ‘성령의 해’를 맞아 평신도 사도직의 방향을 모색하고 관심과 배려를 

추구하려는 취지에서 회지 『광주평협』 창간호를 펴냈다. 교구와 평협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평신도들의 다양한 

신앙체험을 담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기틀이 되었다고 평가되는 이 회지는 2017년 현재 제20호를 발행하였다. 

1999년에는 3월 20~21일 1박2일간 ‘99 춘계 평협 연수회 갖고 대희년 맞이 ‘새날 새삶’ 운동의 구체적 실천 방안

을 설정하였다. 나 자신부터 시작하여 가정과 사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이웃과 모두 함께 하는 세상을 이룩하자는 

목표를 세운 ‘새날 새삶’ 운동의 실천 방안은 ①나부터 새롭게, ②참된 가정 이루기, ③좋은 이웃되어주기, ④함께 

가요, 우리!라는 대주제와 개별 소주제에 대한 실천 내용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 실천키로 결의하였다. 

(4) 2000년대(제26~30대) 활동

2000년 3월 25~26일 광주 까리따스교육관에서 열린 춘계 연수회에서는 ‘대희년의 기쁨 함께 나누기’라는 주제

로 쉬는 교우 실태 및 회두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있었다. 60개 본당 129명, 9개 단체 22명 총 151명이 

참석한 연수회의 분단 토의와 발표 내용은 신앙생활의 즐거움, 경제적 중압감 해소, 사목회의 역할 강화, 사목자

와 수도자의 신자 접촉 기회 확대 등의 주제와 세부 내용으로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한 실천 방안을 공유하였다. 

2002년 한국평협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똑바로 운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똑바로 하여 도덕성을 회복하자는 

운동이었다. 교구평협은 여성산악인회와 함께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무등산 입구와 공용터미널에서 스티커와 홍

보물을 나눠주는 가두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하였다. 대림절을 맞아서는 전 신자들이 매일 성서를 묵상하고 자신

을 반성·회개하여 신앙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묵상집을 제작하고 교구 내 본당에 배포했다. 2003년 7월에는 상

장예식의 확산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하였고, 11월 위령성월에는 전국 통일의 상장예식을 확산 보급하고 창연도를 

통해 지역 복음화에 기여하고자 각 지구별 대표팀이 출전하는 제1회 교구 창연도대회를 개최하였다. 200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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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나주 무학당 순교지의 사적 근거와 사료를 정확히 밝혀 성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나주 무학당 성지개발 학술

회의’를 열었다. 2004년 12월 11일 ‘순교지 성지개발 학술회의’, 2005년 12월 4일 ‘교우촌 고찰 학술회의’ 등의 주

제로 세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아울러 시복시성 기도운동과 함께 2005년 5월 5일 나주초등학교에서 유치성(안

드레아) 순교자의 후손과 신자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교자 현양대회를 개최하여 나주에서 순교한 네 분의 

순교성인들의 얼을 되새기며 교구의 순교지와 사적지를 널리 알리고 성지개발의 의지를 다졌다. 2006년 6월에는 

세 번의 학술회의 자료를 엮어 『만 번을 죽어도 하느님을 믿겠습니다』를 발간, 순교자들의 대한 시복·시성의 증거

자료가 되었다. 2005~2006년에는 제1·2회 교구장기 지구별 대항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배구, 족구, 윷놀이, 피

구, 줄넘기, 줄다리기, 2인3각 계주, 이어달리기 계주 등을 통해 전 교구민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 

2007년 5월에는 교구 설정 70주년을 맞이하여 경축제 행사가 이루어졌다. 제1부 여는 마당과 제2부 경축미사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교구의 발자취를 담은 사진전, ‘아싸만세’ 생활실천운동 홍보, 외국인 민속공연, 추천도서

(70권) 홍보, 생명나눔운동 행사가 이루어졌다. 교구 설정 70주년을 맞아 우리 교구가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이 지

역에 하느님 나라의 표지가 되고, 우리가 신앙의 열정으로 이 지역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이 될 것을 다짐

하였다. 11월 2~3일에는 광주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에서 한국평협 제3차 상임위원회의가 전국 회장단 및 상임단

체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첫째 날은 개회미사를 시작으로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심포지엄을 

가졌고, 친교시간에는 광주대교구 여성위원회 임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전라도 음식들을 나누면서 서로간의 정을 

나누었다. 둘째 날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희생되신 분들의 묘역에 헌화하고 참배하였다. 2008년 ‘바오로 해’(사도 탄생 200주년 특별희년)을 맞이하여 성경필사

(사도행전, 바오로 서간) 운동을 전개하여 하느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묵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상작과 정성스레 필

사한 성경공책들이 전시되었는데, 어르신·수도자·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은 물론 특히 교도소 재소자들의 참여

가 많아 뜻 깊었다. 2009년에는 사도직 활성화의 해로 성경 경시대회를 열고 수상자들에게 시상했다.

(5) 2010년대(제31~35대) 활동

2010년에는 새로운 복음화를 실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 ‘2010 선교대회’를 열고 임동

성당에서 남동성당까지 홍보물을 나누어주며 가두선교를 했다. 5월 21일 사제의 해를 보내면서 사제에 대한 감사

의 마음을 담은 어울림 한마당 자리를 마련하였다. 9개 지구 평협은 각 지구별로 사제와 평신도가 함께 산행이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고, 교구평협은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운동장에서 특수사목을 담당하

는 교구 사제들을 초대하여 사제와 평신도가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보냈다. 2011년에는 선교사례 수기를 공모하는 

‘2011 선교대회’를 열었다. 이후 매년 평신도대회를 열어 세미나와 특강으로 평신도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금 되새

기는 시간들을 가졌다. 2012년 9월 순교자성월에는 노안성당에서 나주 순교자 기념성당까지 약 13km를 ‘주교님

과 함께 걷는 도보성지순례’를 실시하여 순교성인들의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들의 뜻을 본받아 영성심화를 

이루는 시간을 가졌다. 교구장과 함께 걸으며 더욱 가까이서 담소를 나누는 등 신자들의 기쁨은 배가되었다. 교구 

설정 75주년 및 대교구 승격 50주년 기념 ‘평신도의 날’ 행사가 10월 10일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염주 

종합체육관에서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평신도대회 세미나와 묵주기도의 밤, 파견미사 봉헌으로 진행되었다. 

교구 여성단체위원회는 2013년 3월 22~24일 교구청 대건연수관에서 전국 여성연합회 회장 10명이 모인 가운데 

한국 가톨릭 여성단체협의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9월 28일에는 1,100여 명이 ‘주교님과 함께 걷는 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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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순례’를 하였고, 함평 하상(문장)성당에서 영광 순교자 기념성당까지 약 17km를 걸으며 순교자의 삶과 우리의 

삶을 묵상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2014년 4월 16일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

호가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급변침을 하며 침몰하였다. 이에 광주대교구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고통 

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는 뜻으로 진도 팽목항과 실내체육관에서 매일 미사를 봉헌하였다. 교구 내 본당별로 많

은 신자들이 참석해 기도와 미사를 이어갔고, 가톨릭 상장례봉사자회 회원들은 팽목항에서 희생자 시신 수습 봉사

를 하였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 2분과 가족은 “세월호를 잊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

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남은 실종자들의 조속한 귀환을 염원하는 도보순례가 있었다. 40여 일 동안 십자가를 

메고 안산 단원고를 출발하여 진도 팽목항을 거쳐 대전 월드컵경기장에 이르는 900km의 거리였다. 이에 광주 신

자들은 광주와 전남지역을 지나는 동안(7월 21일~8월 6일) 구간마다 적극 동참하여 함께 걸으며 위로와 격려를 보내 

힘을 실어주었다. 또한 ‘세월호 사건 100일 참회와 새로움을 위한 미사’를 7월 24일 목포 연동성당에서 교구장 김

희중 대주교 집전으로 봉헌하였다. 정평위 또한 11월 6일 오후 3시에 진도 팽목항에서 사제 60여 명과 수도자, 신

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희중 대주교 집전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미사를 봉헌하였다. 미

사 후 실종자 9명의 조속한 귀환을 기원하며 십자가를 앞세우고 팽목항 등대까지 침묵행진을 벌였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는 9월 27일 평생교육원에서 50주년 기념 사진전과 함께 광주대교구 도입 50주년 기념

미사를 봉헌하였다. 1964년 3월 계림동본당에서 시작한 빈첸시오회는 교구 내 10개 지구 이사회(72개 협의회)에서 

900여 명의 회원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장애인·독거노인 등 우리 사회의 약자뿐 아니라 이주민과 해외원

조 등 그 대상과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꾸르실료 사무국은 10월 25일 중앙여고 죽호관에서 ‘일어나 비추어

라’를 주제로 꾸르실료 음악제를 개최하였다. 각 지구 울뜨레야에서는 시간을 쪼개어 연습한 곡들을 불러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어 열린 어울림 한마당에서는 꾸르실리스따들의 성극, 고전무용과 난타, 그리고 원로 봉사

자들의 중창으로 흐뭇한 친교의 자리가 되었다. 

교구평협은 2015년 5월 16일 가톨릭 평생교육원에서 각 본당 사목협의회 및 교구 단위 제단체 회장단 300여 명

이 참석하여 임원 연수회를 가졌다. 한국평협과 7대 종단이 함께 펼치고 있는 평신도 실천운동인 ‘답게살겠습니다’

의 취지를 설명하고 선언문과 실천사항을 함께 낭독하여 세상 곳곳에서 자신의 자리에 맞게 ‘답게살겠습니다’의 

의지를 다짐했다. 또한 교구평협은 10월 24일 평생교육원에서 200여 명의 평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2015 평신도

대회’를 개최하였다. 교구장 사목교서인 ‘세대별 활성화 및 일치를 통한 본당 복음화’라는 슬로건으로 ‘본당의 해 

Ⅰ’(2015~2017년) 첫해를 보내면서 각 본당의 실천사례 공모를 통해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답게살겠습니다’ 운동

의 자세한 소개와 평신도들이 실천해야 할 방향과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교구평협은 2016년 7월 18일 역대 평협 회장들과 함께 하는 초대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역대 회장 11명이 참석

하여 교구의 주요 현안과 평협 활동에 대해 설명을 듣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아울러 교구 평신도 활동에 

대해 발전적 의견을 나누는 훈훈한 친교의 자리가 되기도 하였다. 

교구 여성위원회 83명의 여성 회원들은 2016년 11월 4일 소록도성당에서 일일피정을 하였다. 소록도 한센인들

의 애환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었고, 특히 소록도병원에서 43년간 봉사하다가 빈손으로 떠난 마리안느와 마가렛

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내외의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사랑 실천에 동참을 다짐하였다. 또 전국의 각 교구 여성연

합회장들은 2017년 3월 27~28일 광주대교구청에서 각 교구의 여성연합회와 평협과의 유대 관계를 논의했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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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 날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여 영령들을 위로하며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대교구청과 광주가톨릭미술가회는 2017년 5월 24~28일 교구청 브레디관, 헨리관, 지하공간, 갤러리 현에

서 ‘2017 광주가톨릭 비움·나눔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광주 5월의 아픔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자산과 기반시

설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행복한 축제의 장이 되었다. 5월 27일에는 제34회 대한민국 가톨릭 공직가족 피정대회

가 전남 향주삼덕회 주관으로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

번 행사는 광주대교구 설정 100주년 기념 일환으로 행정자치부, 시도, 시군구 천주교 공무원 및 가족 3,500여 명

이 참여하여 ‘가톨릭 공직자답게 살겠습니다’를 선언한 의미 있는 전국 대회였다. 8월 26일에는 평생교육원 ‘비움

의 십자가’ 앞에서 개최된 ‘탈핵 공동 행동의 날’ 행사가 미사, 탈핵문화제, 거리행진 순으로 진행되었다. 9월 4일 

교구평협은 평신도 아카데미 리더십 제1기 과정(10주, 매주 월요일)을 개설했다. 각 본당 사목협의회 및 교구 제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하느님 나라 건설과 교회 발전을 위해 복음화와 사도직 활동을 충실하게 이끌어갈 평신도 리더

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11월 19일에는 평생교육원에서 본당 사목협의회 임원 300여 명이 모

여 ‘새 복음화의 증인-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라는 주제로 평신도 희년(2017년 11월 19일~2018년 11월 11일) 선포식

을 가졌다. 나현식(안드레아) 회장의 평신도 희년 취지 설명과 김희중 대주교의 희년 선포와 전대사 수여 선포가 있

었고, 이어 참석자 모두가 실천을 다짐하며 평신도 희년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다.

광주평협과 정평위는 2018년 5월 14일(월)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38주년을 맞아 전국 교구평협 회장 14명을 

광주로 초청하였다. 광주대교구청 성모동산에서 소개의 시간을 갖고 5·18 민주묘지와 망월동 구 묘역을 방문하

여 참배하고 묘역 하나하나의 사연들을 들으며 민주영령들을 위로하였다. 옛 가톨릭센터에 자리한 5·18민주화운

동 기록관과 금남로, 옛 전남도청 등 5·18 유적지를 찾아보고, 남동 5·18기념성당에서 기념미사를 봉헌한 후 촛

불행진과 주먹밥 나눔의 시간으로 마무리하였다. 1980년 5월 광주의 시민들이 인간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잔인한 

폭력 속에서 가장 평화스런 공동체를 만들었음을 알고, 광주민중항쟁을 통해서 드러난 인간의 폭력성을 성찰하고 

의로움과 참 민주주의를 기억하고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광주평협과 순교자현양회는 7월 14일 광주대

교구청 경당에서 후원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들과 현양회 발전을 위한 첫 월례미사를 봉헌하였다. 순

교자현양회는 생명을 바쳐 신앙유산을 물려준 순교자들의 삶을 드러내어 널리 알리고 본받기 위해 2005년 5월 나

주초등학교에서 순교자 현양대회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25일 순교자현양회를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순교자현

양회 회원들의 후원과 기도로 그동안 세 차례의 학술회의와 『만 번을 죽어도 하느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책자도 발

간했다. 지금은 매년 9월 순교자성월에 ‘주교님과 함께하는 도보성지순례’를 통해 순교성인들의 삶을 기억하고 오

늘을 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순교자현양회는 발족에서부터 평협 임원이 겸직하여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더욱 

발전된 현양회를 위해 매월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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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대 평협 회장 및 지도신부

대  이름
본 당

재임 기간
지도신부

담당사제임기 현재

1~2대 이상래(프란치스코) 지산동 선종 1972. 2. 27~1974. 1. 19 김정용(안토니오)

3대 오병문(아우구스티노) 월산동 선종 1974. 1. 19~1975. 1. 8 장옥석(루치오)

4대 추채환(기란) 남  동 선종 1975. 1. 8~1976. 1. 24

5~6대 이상근(요아킴) 계림동 선종 1976. 1. 24~1978. 1. 22 김정용(안토니오)

7대 추채환 남  동 선종 1978. 1. 22~1979. 1. 21 송종의(야고보)

8~9대 추채환(베드로) 북  동 선종 1979. 1. 21~1981. 1. 25 이영수(세례자 요한)

10대 박남훈(기란) 남  동 선종 1981. 1. 25~1982. 1. 1

11대 서용진(프란치스코) 계림동 계림동 1982. 1. 10~1983. 1. 15

12~13대 이상근(요아킴) 계림동 선종 1983. 1. 15~1985. 1. 5 김재영(아우구스티노)

14~15대 김왕기(그레고리오) 월산동 금호동 1985. 1. 5~1987. 1. 10

16대 임종호(미카엘) 농성동 선종 1987. 1. 10~1988. 1. 9

17~18대 정태일(요셉) 북  동 북  동 1988. 1. 9~1990. 1 12 김홍언(요한 보스코)

19~20대 문형만(토마스) 방림동 학운동 1990. 1. 12~1992. 1 11 장용주(알베르토)

21대 김상덕(안드레아) 계림동 계림동 1992. 1. 11~1993. 1. 9

22대 강재봉(안드레아) 월산동 월산동 1993. 1. 9~1994. 1. 8

23~24대 김영진(T. 아퀴나스) 농성동 학운동 1994. 1. 8~1998. 1. 24 장세현(미카엘)

25~26대 김기주(스테파노) 동림동 운암동 1998. 1. 24~2002. 1. 26 김계홍(요한 크리소스토모)

27~28대 조종현(베드로) 방림동 방림동 2002. 1. 26~2006. 1. 21 김재기(안드레아)

29~30대 정기수(스테파노) 방림동 방림동 2006. 1. 21~2010. 1. 30
황양주(안토니오)

김종주(루카)

31~32대 서정권(베드로) 동림동 동림동 2010. 1. 30~2014. 1. 25 박성열(토마스)

33~34대 나현식(안드레아) 운암동 운암동 2014. 1. 25~2018. 1. 20 우원주(베드로)

35대 신동열(리카르도) 양산동 양산동 2018. 1. 20~현재 김정용(베드로)

※ 임기/초대~22대: 1년, 23대~현재: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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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과 전망

50년 전 대전 대흥동성당에서 한국평협이 창립되고 광주대교구도 교회 내 평신도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평

신도 사도회 창립을 위해 1969년 5월 26일부터 예비 모임과 준비모임을 시작하였다. 1972년 2월 27일 한공열 대

주교의 정식 인준을 받고 사도회연합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발족하게 되었다. 초창기에는 신자들의 평신도 활동

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활성화를 위해 교육,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평신도 역할이나 활동에 대한 교육과 평신도의 

자질향상에 힘썼다. 이렇게 성장하는 교세와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활동을 이어온 사도회연합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 이후 공의회 정신과 가르침에 따라 교회와 사회 안에서 평신도의 역할과 사도직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우리 평신도 선배들은 교구의 전폭적인 지도와 지원에 힘입어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를 위해 1984년 사도회연합회

가 아닌 “천주교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라는 공식 명칭으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구평협은 반세기 동안 평신도 사도직 활동 이념과 방법을 전 신자들에게 알리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사도직 활

동을 고취하는 데 전념하며 교회 공동체의 발전과 사회 공동선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주교회의가 발표

하는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7」에 따르면 신자수는 전년 대비 7만 여 명이 늘어 총 신자수가 571만 3,770명, 총

인구 대비 복음화율이 11%대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난 성장하는 교회 모습과는 달리 신자들의 신앙

생활은 열정이 식어가며 오히려 위축되는 양상이다. 현재 우리 교구 실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주일미사 참례율은 

19.4%, 새 영세자수도 전년 대비 13.5%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사회에 따른 교회의 고령화, 그리고 초저출산에 

따른 청소년과 어린이 신자 감소와 함께 사제 수도자의 성소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교구는 사목 비전 ‘공동체성 회복과 강화’를 위해 가정과 본당, 지역 공동체의 유기적 관계를 강화하며,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별로 가정, 본당, 지역 복음화 순으로 사목 중점사항을 설정하고 사목을 펼치고 

있다. 이에 광주평협은 사목지침 구현을 위해 노력하며 쉬는 교우들의 신앙생활 회복과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한 

활동이 오늘날 평협의 시대적 징표임을 인식하고 지구 평협과 본당 사목협의회, 교구 제단체와 연대하며 다양한 

신앙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평신도들이 의존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탈피해 자존감을 갖고 주체적 신앙을 살

도록 하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활동하고 있다. 특히 10주 과정의 “평신도 아카데미 리더십 교육과정”을 통해 평신

도 봉사자 양성과 함께 지구별 순회를 통한 ‘사목협의회 봉사자 직무연수’, ‘본당 사목회장 직무교육’, ‘사목 임원과 

교구 제단체 임원 연수회’ 등을 실시하여 평신도 봉사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목지침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고, 특히 한국 평신도 희년 선포를 계기로, 교회와 세상 속에서 평신도 사도직의 사명과 역할에 충실할 

때 복음의 가치와 기쁨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교구 인준단체

사도직 단체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가톨릭 스카우트, 광주가톨릭합창단, 광주지역 청년연합회, 국악성가 한소리 합창단, 군종

후원회, 농민회, 농아선교회, 대학생연합회, 말씀의 봉사자회, 성요셉 아버지학교, 여성위원회, 예비신자 교리교사

회, 순교자현양회, 시각장애인선교회, 여성산악인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되살이), 전례 꽃꽂이회, Cell 학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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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심운동 단체

꾸르실료, 레지오 마리애(세나뚜스), 마리아사제운동(M.S.M) 체나콜로(다락방), 매리지 엔카운터(M.E.), 선택

(Choice), 성령봉사자회,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재속 프란치스코회,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파티마의 세계사도

직, M.B.W. 추진회

직능별 단체

간호사회, 경제인회, 경찰교우회, 전남대교수회, 조선대교수회, 호남대교수회, 가톨릭교수협의회, 국악인회, 광

주광역시청 로사리오회, 미술가회, 사진회, 약우회, 언론인회, 운전기사사도회, 의사회, 체신인회, 토마스모어회

(법조인회), 전라남도청 향주삼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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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1. 개  황

•소재지 : (55036)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전주교구청사 내)

•설립 연월일 : 1970년 8월 23일

•대표자(회장) : 한병성(세례자 요한)

•교구장 : 김선태(사도 요한) 주교

•지도신부 : 박성팔(안드레아)  

•구성 : 9개 지구 / 96개 본당 / 35개 단체

2. 기수별 약사 및 주요활동

1) 교구 평단협 약사

전주교구는 1966년 8월경, 오늘날 본당 사목회에 해당되는 ‘본당 운영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조직하였다. 이를 

근간으로 하여 1968년 2월 10일 평신도와 사제가 함께 하는 ‘사목협의회’를 조직하였다. 이로써 평신도 사도직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교구장 이하 성직자들의 협력에 힘입어 교구 차원의 평신도사도직 활동을 시작

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0년 8월 23일 평신도가 책임을 지고 꾸려가는 ‘평신도사목협의회’를 결성하였다. 비록 현

재의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이하 ‘평단협’)처럼 각 본당 사목회와 교구 단위 단체들을 바탕으로 한 명실상부한 위

상과 체계를 갖춘 조직은 아니었으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명시한 평신도 사도직을 평신도가 적극적으로 수행

하기 위한 조직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초기의 활동은 평신도 사도직의 올바른 수행을 위한 의식개발이 주류를 이루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서서히 평신도의 사명을 자각하고 활동해 나갔다. 초기에는 평신도 지도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지금은 고인이 

된 김규승(베드로) 초대 회장과 송영선(야고보) 회장 등의 희생과 봉사, 전국 평협 부회장을 네 번이나 역임한 조성

호(야고보) 회장 등 역대 회장들의 노력은 오늘날 평단협 활동의 모범이 되고 있다.

특히 제5대 전주교구장 김재덕 주교는 평신도 사도직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물심양면의 격려와 

협조, 그리고 때로는 채찍을 아끼지 않는 열정으로 평신도 사도직이 올바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

였다.

유신헌법이 선포되어 사회 전반이 침묵과 복종을 강요당하던 시기인 1972년 12월 3일 교구 주보 「숲정이」가 평

신도의 노력에 의해 창간되었다. 평협 조성호 회장과 한상갑 사무국장이 주간과 편집을 맡았고, 해성학교 김병오 

선생이 만평과 시사만화 ‘요십이’를 그렸다. 「숲정이」는 암울한 시대를 거쳐 오면서 시대의 징표를 알리는 살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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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눈과 귀가 되었다.

(1) 발아기(1975~1989년)

1975년 10월 19일,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로 명칭을 바꾼 평단협은 이후 각 본당 사목회를 근간으로 교

구 단위 단체들이 함께 하는 명실상부한 평단협이 되었다. 1975년 이후 전주평단협의 발자취를 한마디로 말하기

는 어렵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전국 각 교구 평단협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평단협으로, 다른 교구로부터 부러움

을 받는 평단협으로 자리 잡았다.

평협은 순교자 현양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고, 1976년부터 시작된 교구 신년교례회의 주관, 정의구현 활동, 

교구 단위 단체들의 조직화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평신도 사도직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각종 교육 등을 꾸준히 펼쳐 왔다. 이를 위해 산하 조직체 활동 지원 및 확인 지도, 신자 재교육, 평신도 지

도자 양성을 위한 피정 등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출판물 보급운동과 사제양성 후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

였다. 1978년에는 『전주교구 연감』을 제작하였고, 공소 지도자·부녀 지도자·학생 지도자 연수회 등을 가졌다.

1970년대 중반과 후반기는 유신독재 체제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였고, 유신헌법의 철폐를 위해 노력하

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종상 신부가 경찰에 의해 폭행과 노상유기를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문정현 신부가 재수

감되는 사태를 맞기도 하였다. 이밖에 안동사건, 김재덕 주교 구속설 등이 계속되는 등 어려운 시국이었다. 평협

은 교구 사제단과 수녀 연합회, 농민회 등과 혼연일체가 되어 이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1980년 신년교례회 때, 각 본당 사목회장과 교구 단위 단체장들에게 전주교구장 명의의 임명장이 수여되었다. 

이것은 평신도 지도자의 막중한 의무와 책임, 그리고 사명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1982년 평협 활성화를 위

한 활동의 일환으로 각 본당 방문 사도직을 실시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1983년에는 취약 본당이나 공소의 

부흥을 위하여 교육을 원하는 본당이나 공소에 강사를 파견하였다. 이것은 이농현상으로 인한 지도자 부족 등 심

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농촌 교회를 지원하여 의식 및 문화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데 있었다. 같은 해 11월 『평협 

월보』를 창간하였다. 1984년에는 농촌과 도시 본당 자매결연을 추진하였고, 무공해 농산물 생산을 권장하고 유통

단계 축소를 통한 도시와의 직접거래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1985년 평협 사무실에 상근 직원을 채용하였고, 1986년에는 전국적으로 전개된 KBS-TV 시청료 납부 거부운

동에 동참하였다. 1987년, 전주 자치교구 설정 50주년 기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그 기념사업인 치명자

산 개발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성직자 구타사건, 전동·오룡동 성당 방화사건이 잇달아 벌

어졌다. 평협은 교구와 일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2) 성장기(1990~1999년)

1990년 총회에서는 여성연합회 회장이 당연직 평협 부회장에 임명되어 여성의 지위 향상을 꾀했고, 1991~1992

년 교구 재무평의회와 건축자문위원회, 그리고 사제평의회 등에 평신도 대표들이 참석하여 한 단계 높아진 평협의 

위상을 정립하였다. 이것은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 가장 앞서나가는 전주교구평협의 위상을 말해

준다. 또한 1992년 평협 내에 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회발전을 위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조사·연구 활동을 계

속하였다.

평협은 각종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선교체험 수기 모집과 책자 발간 등의 교회 내적인 사업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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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운동의 일환으로 폐수은 건전지 수거, 약물복용의 폐해 등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가두 캠페인 등 시대의 

흐름을 읽고 행동하는 평협으로서 크고 작은 일들을 수행하여 왔다. 1995년 전주평협 25주년을 맞이하여 호남교

회사연구소의 자료 제공과 집필에 힘입어 그동안의 역사를 정리한 『전주평협 25년』을 발간하였다.

1996년 들어 평협은 2000년 대희년을 맞는 준비의 해로 정하고 ‘변화와 기쁨, 자유’의 정신 속에서 순교성인의 

삶 본받기, 소공동체 활성화, 사회복지 활성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 사업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정례적으로 연수

회를 시행하였고, 은퇴·요양 사제 및 사회복지 시설 등을 방문하였으며, 가톨릭 신자 기초·광역 단체장 모임을 

후원하여 1996년 9월 9일 창립미사를 갖는 데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였다.

1997년에는 평협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교구 단위 제단체장 간담회에서는 단체장 간담회를 분기별로 정례

화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전주 자치교구 설정 60주년 기념의 해를 맞이하여 1997년 5월 10일 가톨릭센터 3층 회

의실에서 ‘가톨릭 예술단’ 창단 미사 및 창단식을 가졌다. 가톨릭 예술단은 「님이시여 사랑이시여」를 순회 공연하

였다.

1998년에는 구정과 추석에 사회복지 시설과 은퇴 사제를 방문하고 위로와 격려를 하였으며, 평협 임원 연수를 

개최하고 생명의 날 행사에 참여하였다. 소년원에서 개최한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지원하고 제단체장 간담회를 주

관하였으며, 문규현 신부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과 기도회에 동참하는 가운데 조속한 석방을 간구하는 청원서를 제

출하였다.

1999년에는 대희년 맞이 평신도대회를 주관하였으며 도농간의 자매결연 및 도농 한마음잔치를 개최하였다. 교

구의 10개 제단체를 선정하여 지원 축성하는 데 협조하였으며, 사회복지 시설과 은퇴 사제 방문을 통해 위로와 격

려를 하였다. 또한 선교왕 선발과 신년하례식 및 사제 성화의 날에 후원하였다.

(3) 성숙기(2000~2011년)

2000년 3월에는 나바위 피정의 집에서 평협 연수를 개최하여 사목위원의 직무수행의 기본자세에 대한 교육과 

함께 환경보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대희년 맞이 평신도대회’를 통해 <평신도 선언>을 하였다. 또한 2000년 

대희년을 맞이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주님의 명령

을 수행하는 모든 분들이 선교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선교왕 선발의 의미를 각별하게 강조하고 홍보하

였다.

2001년에는 신유박해 순교 200주년 행사와 ‘요안 루갈다제’에 참여하였으며, 4월에는 제1차 전국평협 상임위원

회를 천호 피정의 집에서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도덕성 회복운동 실천방안과 신유박해 순교 200주년 기념사

업, 사회교리 실천방안을 협의하였으며,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 제2회 아시아 평신도회의의 의미와 성과를 되돌아

보았다.

2002년 11월에는 2012년도 교구장 사목교서에 따른 사목지침을 바탕으로 회원 연수를 통해 특별히 선교활성화 

방안을 교구평협 차원에서 강구하였다. 선교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교구와 지구, 본당 차원의 선교위원회

를 운영하기 위해 각종 선교자료를 제작하고 교육하기로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본당 및 지구별 선교현황을 파악

하고 상호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성과를 검토하고 재진단해서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2003년도에는 교구장 사목교서의 실천과제를 뒷받침하고 순교선열들의 얼을 우러르면서, 도덕성 회복을 위한 

‘똑바로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구체적인 주요사업으로는 성서 사도직운동, 선교운동,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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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루갈다제의 정착, 도덕성 회복을 위한 똑바로 운동, 교구청사 신축과 가톨릭 방송국 개설, 성지개발 등의 여러 

사목활동 조성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외에도 청소년 교육, 남북화해와 일치운동, 생명존중과 환경운동,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 장묘문화 개선운동에도 앞장섰다.

2004년도에는 평협과 본당간·제단체간 협력과 유대강화, ‘똑바로 운동’의 구체적 실천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주님의 뜻과 말씀과 행하심을 본받아 실천한 분들을 찾아 격려하고 교구 내 모든 분들이 선교에 힘쓰고 봉사를 실

천하면서 사랑을 베풀어 일치와 평화를 위해 앞장서도록 하자는 취지로 봉사, 사랑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2005

년 1월 신년하례회에서 시상하였다. 

3월 28일에는 평협 회원일동 명의로 교구장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결의를 하고,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매일 가정기도를 바치며, 매일 가족이 함께 성서를 읽고 대화하고, 

가정성화를 위해 교회 사도직 단체들과 협력강화를 다짐했다.

2005년도는 대희년 정신을 계승하며 교구장의 사목교서 핵심인, 하느님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 공동체를 실천

하고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운동을 활기차고 내실 있게 전개하는 가운데 교구 설정 70주년을 

준비하는 데 평신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한 해였다. 사목교서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주요사업으로 

성서 사도직운동(성서읽기, 성서필사, 성서듣기의 생활화, 성서묵상과 나누기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실천, 세상 안에서 빛과 소

금의 삶 살기), 가정 복음화운동(성서 봉안하기, 미사와 교육, 피정 등에 성서를 꼭 지참하기, 가정 안수기도 실천하기), 생명사

랑과 환경실천운동의 지속적 실천, 산업재해 등으로 다친 외국인 노동자를 위문하고 진료하는 등의 사회복지활동,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실천, 민족화해를 위한 북한돕기운동, 평협 회원 영성강화, 가톨릭센터 건

립에 적극 동참, 교구 설정 70주년 준비에 적극 참여하였다. 1월 5일에는 전주 KBS에서 방영한 「화제집중」 인터뷰

에 평협 회장이 출연하여 전주천 살리기 운동 방안과 평협 주관으로 전개하는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고 의견을 피

력하였다.

2006년도는 2005년도와 동일한 사업전개 방향을 설정하였다. 월 5일에는 서천교 초록바위 성인 표지석을 공사

하는 데 성금을 지원하였으며, 4월 24일과 26일에는 도내 일간지 종교 담당기자 간담회 및 전주교통방송과 아가

운동(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실천) 관련 대담을 하였다. 매월 월중 ‘똑바로 운동’ 실천사항을 본당에 발송

하여 교구 평신도의 적극적인 실천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12월 24일에는 이주노동자, 국제결혼자와 함께 하는 성

탄 축제 축하식을 통해 성가정으로 선정된 우림본당의 에마와 엘리야 가족에게 상금을 전달하고 격려하였다. 이

외에도 고산 마리아 자매 사슴 기증 녹중탕을 판매하여 가톨릭센터 신축기금으로 수익금을 봉헌하였고, 가톨릭센

터 신축에 대한 홍보용 CD를 제작하여 본당에 배포하였다. 교구 내 본당 간 성가 경연대회를 통해 본당 성가대 활

성화에 기여하였고, 사랑봉사상의 생명환경·사회문화 부문상을 제정하여 평신도운동에 앞장서는 신자를 표창하

였다.

2007년 1월 5일에는 전주시내 거주 새터민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2월 1일에는 전동성당에서 새터

민 행사를 개최하였다. 평화동·용머리·우림본당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홈스테이 봉사에 나서 새터민 가정에서 

100명이 가정체험을 하였다. 8월 20일에는 이주노동자(필리핀, 베트남) 가족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생활 적

응 체험행사를 지원하였다. 4월 13일에는 교구 설정 70주년 행사 및 새 교구청 축복식을 새 교구청 광장에서 거행

하였다. 9월 29~30일에는 교구 설정 70주년(2007년 4월 13일)과 새 교구청 신축 축하를 위한 전 교구민이 함께 하

는 ‘축제 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실시하였다. 제단체 지원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군종후원회’를 창립하였으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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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간 유대강화의 일환으로 ‘김정고부’(김제, 정읍, 고창, 부안) 체육행사를 실시하였다. 한국평협 상임위원회가 5월 

26~27일 전주교구청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 천주교회와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실시하여 평신도 역량을 배가하는 계기로 삼았다.

2008년도에는 성서 사도직 운동 외 8건의 추진사항이 평협 임원 중심으로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적극 추진되

었다. 생명환경운동과 환경보존, 물자절약에 앞장서는 선행을 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제8회 요안 루갈다제와 제13

회 성체 현양대회를 평협운영위 주관으로 실시하여 사회복음화에 기여하였다. 은퇴 사제, 외국인 사제 간담회를 

통해 한국 사제의 선교활동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각종 교구 차원 행사에 적극 동참

하여 각종 행사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특별히 대희년 특별 사목교서에서 교구장이 

제시한 사목지침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특히 이민사목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교육을 통한 평신도 역량을 더욱 강

화함으로써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운동을 보다 역동적이고 내실 있게 전개하여 평협 창립 40주년 

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데 노력하였다. 

주요 사업으로 복음 선포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성호긋기 생활화, 자율기도 생활화, 지역선교에 능동적으로 참

여하기 실천운동에 힘을 기울였으며, 이민사목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국제결혼가정 돌보기, 외국인 노동자 인

권보호, 새터민 찾기 사업을 실시하였다. 아가운동의 일환으로는 부부피정, 부부관계 증진운동,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삶 살기를 계도하였다. 성경 사도직운동으로는 성경봉독, 성경필사, 성경암송, 복음일기쓰기, 복음나누기

와 함께 성서 백주간 및 청년성서와 노인성서, 거룩한 독서 등 성경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였다.

2009년도 평협 역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각종 교구 차원의 행사에 적극 동참하여 각종 행사가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주관으로 천호성지에서 봉헌된 제14회 성체 현양대회를 협조

하여 사회복음화에 기여하였다. 헌신적으로 사목활동에 전념하다가 일선에서 은퇴한 원로 사제의 영명축일 및 추

석·설 명절에 직접 찾아뵙고 위로의 말씀과 격려를 통해 사제들의 선교활동에 도움을 드렸다. 전주 가톨릭 사회

복지회와 카리타스봉사단과 협력하여 사랑의 연탄배달 나눔 행사를 통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교구장 사목교서의 역점 실천사항인 성서 사도직운동(성서읽기, 성서필사, 성서듣기)이 각 본당에서 적극적으로 실천

될 수 있도록 강구하였다. 제9회 요안 루갈다제 행사는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취소되었다. 평협 주관으로 천

호성지에서 1박2일의 일정으로 이루어진 피정을 통해 평협 임원과 본당 사목회장 중심으로 영성을 새롭게 하는 좋

은 기회가 되었다. 

2010년도에는 교구장 사목교서 실천과제를 뒷받침하고 순교선열들의 얼을 우러르면서, 대희년 정신을 계승하

며 말씀과 함께 생활하여 평신도 사도직을 실천하는 데 노력하는 한 해였다. 선교운동의 일환으로 본당별 쉬는 교

우 찾기와 본당별 예비신자 배가운동을 전개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권장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한 평신도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시신기증운동, 각막기증, 낙태반대운동을 권장하였다. 생명환경운동의 

일환으로 환경보전, 물자절약, 인권존중(사회,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운동을 전개)에 평신도의 관심과 실천을 가시화하

도록 노력하였다. 연중사업으로 평협에서는 자원봉사대를 조직·운영하고, 이루갈다-유요한 가정 현양대회를 지

원하였으며, 병중 사제를 돌보고 사망 사제 장례지원에 적극 협조하였다. 여성연합회 사업으로 운영하는 김장 담

그기를 지원하였고, 외국 선교사제 및 은퇴 신부 위로연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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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련기(2012~2013년)

2011년에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평협)가 제21기를 끝으로 해산하고, 사목평의회가 조직되어 차종선 총회

장이 대표가 되어 2013년 10월까지 평신도를 대표하는 기구로서의 명맥을 유지하였다. 2013년 11월 16일 평단협 

창립총회를 거쳐 12월 12일에 교구 평단협이 출범하였다. 평협의 역사에 접목하여 볼 때 평(단)협 제22기에 해당

된다. 이와 같이 종전의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로 기구의 성격에 변화가 이루어진 가운

데 본당 사목회장단이 제외된 상태에서 교구 등록 제단체장과 평단협 임원 중심의 조직(22기 평단협)으로 재발족하

게 된 것이다. 

2013년 11월 16일 평단협 창립총회 회의록의 일부 내용을 전주교구평협의 역사 기록으로 남긴다. 지도신부인 유

장훈(요셉) 총대리 몬시뇰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평협 조직은 3년 전 전국 주교회의에서 해체하고 사도직 단체

로 협의를 구성하도록 하라는 교회법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교회법상 우리 교구에 있는 법적 기구로는 첫째 주교

를 포함하여 지구장 신부, 꾸리아 일부 신부로 구성된 ‘사제 평의회’와 사제 일부와 평신도 일부로 구성된 ‘재무평

의회’와 성직자·수도자·평신도로 대부분 구성하여 주교의 교구 운영을 자문하는 ‘사목평의회’로 현 사목평의회 

평신도 회장을 총회장이라 한다는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평단협 22기 회장으로 선출된 황의옥(파로) 회장은 인

사말을 통해, 교회법상 새로운 조직을 탄생시키기 위해 3년의 공백이 주는 부담이 온몸으로 다가오지만, 평단협

으로 거듭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교회 안의 단체인 만큼 신앙인으로의 사명감을 갖고 사도직 수행에 최선을 다하

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기존의 평협이 해체된 배경과 사유를 여기에 밝히지 않는 대신, 이 기간에 해당하는 아픈 역사를 박성팔(안드레

아) 현 전주교구 총대리 신부의 말씀으로 대신한다.

“지난날 우리 교구의 평협 역사를 반추해 보면 평협의 본래 기능과 다른 모습이 많이 드러나면서 교회법에 맞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평협에서 사목평의회로, 다

시금 현재의 평단협으로 변천을 거듭해 왔습니다. 다른 교구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유사한 시련과 변화가 계속되

는 과정 안에서 다시금 10개 교구는 예전의 평협 기능과 위상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원로 사제 

초청 식사모임에 참석한 원로 사목회장님 한 분이 주신 말씀이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제가 의견을 모으고 추

진할 적에 평신도가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후퇴하게 마련이어서 평신도 조직과 위상의 회복이 필요하다

는 것이지요. 주교님께서도 이 점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평협 조직의 바람직한 모습을 정립하는 데 많은 관심을 두

고 계십니다. 현재의 평단협과 본당 사목회장이 함께 가는 모습이 최선의 방향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시기를 조절

하여 발전적인 개혁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오늘 이 정기총회에서 현 평단협 회장단에 회칙개정과 회장선출, 평신

도 희년 관련 구체적 실천사업 계획수립 등에 대하여 위임해 주셨으니 앞으로 더욱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2017년 11월 11일, 제23기 평단협 정기총회).

(5) 갱생기(2014~2018년)

2014년도에 ‘평단협’으로 재출범한 제22기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설립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

째, 평신도의 고유한 사명인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복음화하기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둘째, 회원단체 

간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경험을 나누고 협력을 증진하면서 회원단체 상호발전과 교회발전에 기여한다. 셋째, 회

원들의 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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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활동 계획으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직장과 사회 복음화를 위한 평신도 사도직 활동 방안을 강구한다.

②회원단체들의 공동 관심사를 나눈다.

③회원단체 임원들의 신앙심 앙양을 위한 각종 피정, 연수 등을 실시한다.

④교구 차원의 각종 행사에 봉사한다.

⑤타 교구 및 전국 단위 평신도 사도직 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협력을 증진한다.

2013년 12월 12일 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출범 공문(특-2013-43)을 발송하고, 이어서 12월 23일에는 몬

시뇰과 회장단이 신년하례식을 논의하였다.

2014년도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년 2월 15일 한국평단협 정기총회에 참석하였고, 3월 4일 염수정(안드

레아) 추기경 서임식에 참석하였으며, 4월 11~12일에는 안동교구 농은수련원에서 열린 2014년 제1차 한국평협 상

임위원회에 참석했고, 5월 30일에는 치명자산 문화유산 가치 재조명 세미나를 자원봉사센터 이웃사촌방에서 가

졌다.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집전한 8월 15일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에 참례하였

고, 이튿날인 8월 16일에는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에서 열린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평신도 사도직 지도자와의 만남’

에 4명이 참석하였다. 9월 16일에는 18명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였고, 10월 17일 전동성당에서 열린 루갈다 

종교음악제에 참석했다.

2015년도에는 1월 3일 정기총회를 통해 2014년도 평단협 22기 활동을 결산하였다. 1월 24일에는 유장훈(요셉) 

몬시뇰 은퇴 미사에 이어지는 2부 행사를 평단협에서 진행하였다. 2월 10일에는 새로 부임한 김영수(헨리코) 지도

신부와 사목평의회 임원과 평단협 임원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생명운동 본부(이성효 주교) 계획과 관련하여 “생명 

존중 네트워크” 전주교구 평신도 대표로 송민찬(미카엘)을 추천하였다. 4월 8일에는 교구청에서 ‘요안 루갈다제’ 준

비 회의를 하였다. 평단협에서 ‘낮추어 살기’운동을 통해 순교자들의 삶을 실천하는 낮추어 살기의 모범을 솔선하

여 실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구체적인 실천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대형마트 대신 전통 시장 보기, ②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며 절제·절약하기, ③평소 삶 속에 자기 악습 고치기, 

④병중에 있는 환우 기억하기, ⑤매일 한 가지 이상 선행하기, ⑥‘감사합니다’라고 먼저 인사하기, ⑦순교 복자들

의 삶의 표현 방식을 본받아 실천하기(덜 하기 : 핸드폰과 TV 덜 보기, 더하기 : 칭찬 운동과 시설 찾아보기 등)

4월 13일에는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즈음하여 전북 7대 종단 종교인들의 기자회견이 전북 도의회 기자회견실에

서 개최되었다. 6월 15일에는 사도직 단체 대표가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낮추어 살기’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2015년 사업계획을 협의하였다. 회원 피정을 7~8월 중에 평신도 사도직 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2016년도에는 제23기 평단협이 교구의 2기 협의체로서 그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평단협과 본당이 상충되

어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아쉬움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여, 교회 밖, 즉 세

상 안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제단체를 적극 도와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 평단협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1월 14일 

교구청에서 신년교례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간부들의 임명장 수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특별히 하느님 자

비의 희년 실천과 운동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낮추어 살기’운동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3월 21

일에는 전국여성연합회 임원을 초청하여 위로와 격려의 뜻을 담은 감사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4월 1~2일에는 상

관리조트에서 평단협 임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밤샘토론을 통해 평단협의 정체성과 사업 관련 협의를 하였다.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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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에는 치명자성지 광장에서 봉헌한 요안 루갈다 현양 대미사를 마치고 동정부부 관련서적을 판매하고 제단체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다.

2017년도는 자치교구 설정 80주년을 맞는 해로서, 새 교구장의 사목 방향 방침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자치교구 

설정 100주년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세미나와 ‘답게’ 살기 희년 선포식을 계획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목방침에 맞는 사업 전개를 위한 회원 단체장과의 워크숍을 3월 17일~18일 천호 피정의 집에서 

개최하였다. 하반기에도 9월 15~16일에 천호 피정의 집에서 평단협 임원들과 본당 사목회장 합동연수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평신도 사도직 제단체와 본당 소개가 있었고, 아가페에서는 의미 있는 친교의 장

이 마련되었다. 둘째 날에는 교구 설정 80주년을 보내는 전주교구의 평신도가 어떤 방향으로 활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교구장 김선태(사도 요한) 주교의 ‘평신도에 관한 가르침’이라는 주제 특강은 

참석자 모두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10월 28일에는 교구청 강당에서 주교, 사제, 한국평협 회장, 전주교구 평단협 단체 회원들과 본당 사목회장 등 

8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자치교구 설정 80주년을 기념하며 ‘평신도의 역할과 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와 ‘답

게 살기’운동 교구 선포식을 가졌다. 1부에서는 ‘교회 안과 세상 안에서의 평신도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사제와 

평신도의 발제가 있었다. 2부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지정토론으로 ‘하느님 나라에 대한 우리들의 소박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수도자와 평신도의 발표가 진행된 후, 자유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어진 시간이 부족할 만

큼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교구장 주교 앞에서 전주교구 평단협 한귀석(바오로) 회장과 참

석자 모두가 ‘답게 살기 운동’ 선포식을 엄숙히 거행하였다.

2018년도에는 제24기 전주평단협이 출범하였다. 1월 13일 1차 임원회의에서는 사목교서에서 우리의 신앙 쇄신

에 필요한 다섯 가지를 제시한 항목(①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②교회의 가르침을 적극 배웁시다, ③미사성제를 더

욱 정성껏 봉헌합시다, ④기도에 더욱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냅시다, ⑤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합시다)을 토대로 하여 평단협에서 

추진할 사업방향과 구체적 내용을 협의하였다. 특별히 교구 설정 100주년을 향한 복음화운동과 관련하여 정신운

동 차원에서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였다.

1월 27일 임원, 분과위원장 합동 워크숍이 교구청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선태 주교는 평단협의 정체

성과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한국교회는 평신도 자력으로 일으켜진 교회이며, 교회 역사 안에서 

평신도가 큰 역할을 하였고, 그런 평신도의 자발적인 능력이 교회 안에서 계속 숨을 쉬어야 교회의 미래가 보일 것

으로 여깁니다. 분명 평신도의 자발적인 힘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저의 근본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전체 교회의 전체 구조 안에서 맞추어 이루어져 가야 하는 과정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점

이어서, 이에 따른 지혜를 모으고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는 일

들에 있어 좀 더 신중하게, 그러나 필요할 적에는 아주 용기 있게 걸음을 내디뎌야 평신도의 노력이 빛을 발할 것

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성직자만의 교회는 있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성직주의 중심의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크게 염려하셨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성직자·수도자·평신도가 서로 함께 맞잡고 건설

해 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평신도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가운데 그 

역할을 통해 보람도 많이 느낄 적에 이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이라 여깁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잘 갔으면 좋

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물러서고 때로는 좀 더 큰 걸음을 내디디며 식별을 잘해서 활동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저도 좀 더 우리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을 통해 자부심을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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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특별히 순교자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평신도로서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많이 모색해 보기로 하겠습

니다.”

3월 9~10일에는 천호 피정의 집에서 본당 사목회장단과 평단협 제단체장 간부들이 함께 하는 연수와 워크숍을 

통해 평단협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와 조별 토론 및 발표를 하였다. 5월 19일에

는 치명자산 성지 장막성당에서 예수회와 합동으로 한국 평신도 희년 기념 공개토론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5월 22

일에는 ‘요안 루갈다길’ 순례를 하고 5월 26일에는 요안 루갈다제 순교자 현양미사를 봉헌하였다. 7월 14일에는 교

구청에서 본당 사목회장과 평단협 제단체장 및 간부들을 대상으로 치명자산 성지 ‘세계평화의 전당’과 전주교구 교

육문화관 건립과 관련한 설명회를 통해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7월 21일에는 대전교구 대흥동

성당에서 봉헌된 한국평협 창립 50주년 감사미사에 교구 평단협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10월 27일에는 호남의 사

도 유항검(아우구스티노)의 딸 유섬이의 일생을 그린 뮤지컬 공연을 전주 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성황리에 개

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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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대 평(단)협 회장 및 지도신부

회장 지도신부

대수 이름(세례명) 재임 기간 대수 이름(세례명) 재임 기간

초대 김규승(베드로) 1970. 8. 23~1972. 2. 22 초대 김재덕(아우구스티노) 1970. 8. 23~1972. 2. 22

2대 송영선(야고보) 1972. 2. 23~1973. 11. 8
2대 안복진(요셉) 1972. 2. 23~1973. 4. 19

3대 범석규(마티아) 1973. 4. 20~1973. 11. 8

3대

조성호(야고보)

1973. 11. 9~1975. 10. 18 4대 김종택(요셉) 1973. 11. 9~1975. 10. 31

4대 1975. 10. 19~1977. 12. 17 5대 범석규(마티아) 1975. 11. 1~1979. 1. 29

5대 1977. 12. 18~1979. 12. 31
6대

김봉희
(세례자 요한)

1979. 1. 30~1982. 11. 25
6대 1980. 1. 1~1982. 1. 16

7대 양상렬(암브로시오) 1982. 1. 17~1982. 11. 25 7대 유장훈(요셉) 1982. 11. 26~1985. 1. 20

8대
김인협(스테파노)

1982. 11. 26~1986. 1. 23

8대 김환철(스테파노) 1985. 1. 21~1990. 4. 259대 1986. 1. 24~1988. 1. 1

10대 안득수(마리오) 1988. 1. 2~1990. 1. 1

11대 김치덕(바오로) 1990. 1. 2~1992. 2. 29

9대 유장훈(요셉) 1990. 4. 26~1998. 8. 9
12대

황의옥(파로)
1992. 3. 1~1994. 1. 1

13대 1994. 1. 2~1996. 1. 13

14대 문치상(비오) 1996. 1. 14~1998. 1. 31

15대 김형렬(바오로) 1998. 2. 1~2000. 1. 7
10대 김병운(베네딕토) 1998. 8. 10~2002. 1. 17

16대
위상양(프란치스코)

2000. 1. 8~2002. 1. 11

17대 2002. 1. 12~2004. 1. 2 11대 조정오(요셉) 2002. 1. 18~2004. 1. 31

18대
서동호(바오로)

2004. 1. 3~2006. 1. 6
12대 김영수(헨리코) 2004. 2. 1~2005. 1. 27

13대 조정오(요셉) 2005. 1. 28~2007. 8. 23

19대 2006. 1. 7~2008. 2. 23

14대 유장훈(요셉) 2007. 8. 24~2014. 1. 3120대
강상근(미카엘)

2008. 2. 24~2010. 2. 19

21대 2010. 2. 20~2013. 12. 31

22대 황의옥(파로) 2014. 1. 1~2016. 1. 13 15대 김영수(헨리코) 2014. 2. 1~2017. 5. 22

23대 한귀석(바오로) 2016. 1. 14~2018. 1. 5
16대 박성팔(안드레아) 2017. 5. 23~현재

24대 한병성(세례자 요한) 2018. 1. 6~현재

*2018년 1월 13일, 임원 1차 간담회에서 ‘평단협 3기’명칭을 ‘평단협 24기’로 통칭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함. 이에 따라 평단협 

초대 회장은 황의옥(파로) 22대 회장, 제2대 회장은 한귀석(바오로) 23대 회장, 제3대 회장은 한병성(세례자 요한) 24대 회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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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과 전망

새로이 출발한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예수님의 복음말씀의 열매라 할 수 있는 평신도사도직의 소

명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단체를 위한 단체가 아니라 복음실천이 우선시하는 방

향으로 올곧게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여 교회 밖, 즉 세상 안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제단체

를 적극 도와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 평단협으로서, 제단체가 사도직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좋을 것이며 그들을 

지원하는 방안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본당 사목회장들의 지구별 모임

을 큰 틀에서 제단체 안에 포함하고 교구 소속 제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는 가운데, 특별히 상대적으로 지원

을 더 필요로 하는 제단체, 이를테면 청년단체와 자력이 부족한 제단체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할 것이며, 도농

간 본당의 협력에도 역할을 하고자 한다. 또한 하느님 자비의 희년 실천과 운동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답게 살기’

운동에 힘써 나가고 있다. 지속적으로 교구장 사목교서에 기본을 두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신앙인의 귀감이 되는 

평신도운동의 틀을 닦아 나가는 데 그 지향점을 두고자 한다.

4. 교구 인준단체

가톨릭 교수협의회, 가톨릭 농민회, 가톨릭 미술가회, 기톨릭 문우회, 가톨릭 상담심리학회, 가톨릭 사진가회, 

간호사회, 교구 성가대, 군종후원회, 꾸르실료, 레지아, 통합 로사리오회,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사랑짓는 요십이, 사제양성후원회, (사)쌍백합회, 성령쇄신봉사회, 성모기사회, 성서형제회,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신앙문화유산 해설사회, 약우회, 약사회, 여성연합회, 요안루갈다회, 운전기사사도회, 유항검회, 윈

드앙상블, 재속 프란치스코회, 전례꽃꽂이회, 푸른군대(파티마의 세계사도직회), 하나회(장애인사목위원회), M.B.W.,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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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 개  황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8길

•설립 연월일 : 1979년 4월 29일

•대표자(회장) : 고용삼(베네딕토)

•교구장 : 강우일(베드로) 주교

•담당사제 : 황태종(요셉)

•구성 : 4개 지구 / 28개 본당 / 9개 공소 / 32개 단체

2. 기수별 약사 및 주요활동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창립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소요되었다. 왜냐하면 과거의 천주교는 성직자 일

변도의 사목으로 평신도가 자발적으로 사목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55년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신부의 

지도로 레지오 마리애가 미흡하기는 했지만 각 본당에 쁘레시디움이 조직되어 평신도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

면서 1960년 후반에 몇 개의 본당에서 사도회가 조직, 운영되었다. 사도회가 조직 운영되면서 제주 중앙본당에서 

「교회 주보」(1970년 3월 22일 창간 추정)를 만들고 이후 동문본당, 광양본당 3개 본당이 합동으로 만든 「제주시 연합 

가톨릭 주보」(1973년 12월 2일 창간)가 탄생하게 되었고, 마침내 천주교 「제주교구 가톨릭 주보」(1977년 8월 15일~현재)

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1971년 제주교구에서 꾸르실료가 실시됨으로써 꾸르실료 교육을 받은 신자들이 평신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던 중, 1977년 5월 31일 초대 제주교구장 박정일(미카엘) 주교가 착좌한 후 각 본당별로 사도회 활동을 열심히 하

던 신자들이 교구 차원의 조직을 결성하기로 뜻을 모아 1979년 4월 24일 발기인 모임을 가진 다음 드디어 4월 29

일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다. 발기인 총회에는 10개 본당 대표와 교구 단위 단체장 등 18명이 참석해 회칙을 통

과시킴으로써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정식으로 창립되었다. 

1) 1979~1983년 : 초대 및 제2대 현임종(스테파노) 회장

1979년 6월 12일, 초대 제주평협 회장에 현임종(스테파노, 중앙), 부회장에 박동광(안젤로, 서귀포)·김영태(바오로, 

한림), 감사에 강경수(안드레아, 모슬포)·장갑봉(바오로, 동문)이 선출되었다. 새롭게 임명받은 임원들로 상임위원회

를 구성하고 1979년 8월 18일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앞으로의 사업계획으로 ①회원 

연수회(9월 15~16일, 서귀포 면형의 집), ②교구 신앙대회, ③전국 학생 웅변대회 파견 제주교구 선발대회, ④교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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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합회 창립 준비를 위한 각 본당 여성 단체 파악 등을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원 연수회(1979년 9월 15~16일)가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 면형의 집에서 개최되었는데, 한국평협 김기철

(요셉) 회장과 하승백(바오로) 사무총장도 함께했다. 제주교구 순교자 현양대회(1979년 9월 30일, 황사평)를 주관하여 

제1회 전도(全島) 중·고등학생 웅변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국 학생 웅변대회(1979년 10월 14일)에 제주교구 대표로 

김희정(신성여중)을 선발하여 출전시켰다.

『제주도 신축년 교난사』(김옥희 수녀 지음) 출판 기념회(1980년 9월 17일)를 신성여고에서 주관하였고, 교구 순교자 

현양대회(1989년 9월 24일, 황사평)와 제2회 전도 중·고등학생 웅변대회(1980년 10월 3일), 제1회 초·중·고등학생 

성서 경시대회(11월 30일)를 개최하였다.

평협 정기총회(1981년 1월 30일, 중앙성당)에서 제2대 회장에 현임종(스테파노, 중앙본당)을 유임하였으며, 제주교구 

여성연합회(초대 회장 양순재 스텔라)가 창립되어 남성 중심의 사도직 활동에서 여성들도 참여하게 되었다. 여성연합

회는 1년에 2회 이상 각 본당 여성 교우들의 피정을 개최하였는데, 장소는 서귀포 복자회관을 이용하였고, 하루 

피정은 이시돌 회관에서 실시하였다.

평협이 주관한 제주교구 각 본당 사도회 임원 연수(1981년 3월 28일)를 서귀포 복자회관에서 실시하였고, 제주 메

리지 엔카운터(M.E.) 1차 주말(1981년 5월 9일. 성 이시돌 회관)에는 28쌍이 참여하여 시작되었다. 교구 설정 10주년 

및 신축교안 순교 80주년 기념 교구 신앙대회를 신성여중에서 개최하여 제3회 전도 중·고등학생 웅변대회(1981년 

10월 1일)를 열었고, 전국 학생 웅변대회에 제주교구 대표로 남자 고등부 1명을 출전시켜 전국 우승의 영광을 안기

도 하였다.

초대 교구장 박정일(미카엘) 주교 송별 미사 및 송별식(1982년 8월 1일)에 함께하여 그동안의 고마움과 영육간의 건

강을 기원하였다. 교구 순교자 현양대회(1982년 9월 26일)를 개최하였고, 제3회 교구학생 성서 경시대회는 1,145명

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기도 하였다.

1983년 평협 정기총회 및 연수회(4월 4~5일)를 서귀포 복자회관에서 실시하여, 현임종 회장이 평신도 사도직의 

기틀을 마련하고 역할을 마치게 된다.

※ 교구장 박정일(미카엘) 주교 / 담당사제 홍충수(마태오) 신부 / 김창훈 (다니엘) 신부 

2) 1983~1987년 : 제3~4대 여종환(이냐시오) 회장

평협 임시총회(1983년 10월 23일, 광양성당)에서 제3대 회장으로 여종환(이냐시오, 광양)이 선출되었고, 임원에 부회

장(2명)·사무국장·교육부·조직부·봉사부·부녀부로 편성되었으며, 평협 임원을 대상으로 광양성당에서 연수

(1983년 12월 3일)가 있었다.

제2대 교구장 김창렬(바오로) 주교 착좌식(1984년 1월 26일, 중앙성당)이 있었고, 평협 정기총회와 연수회(1984년 2월 

25일)를 광양성당에서 실시했으며, 가톨릭회관 신축 봉헌식(1984년 9월 20일)과 교리 경시대회(1984년 11월 25일)도 개

최하였다. 또 신년교례회(1985년 1월 3일, 중앙성당)와 평협 정기총회(1985년 2월 17일)를 가톨릭회관에서 개최했고, 평

협 상임위원에 대한 선임을 하였다.

사랑과 일치의 대향연(1985년 5월 4~6일)인 어린이와 청소년 잔치를 교구 사목국이 주최하고 평협이 후원했는데, 

큰잔치 첫날 ‘청소년 한마당 잔치’는 1,250여 명이 시민회관에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김창렬 주교의 격려

사에 이어 광주대교구 ‘한마음 한 노래 가족’들의 특별공연·본당 장기자랑·대학생 찬조출연 등으로 오후 7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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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펼쳐졌다. 교구 차원에서 처음으로 가진 어린이·중고생·어머니 합동 행사인 ‘사랑과 일치의 대향연’에는 교구 

내 12개 본당과 21개 공소의 어린이 중고생·어머니 등 2,700여 명이 동참, 공동체의 기쁨을 나누면서 일치를 재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평협 회원을 대상으로 한 피정(1985년 10월 26~27일)이 서귀포 복자회관에서 실시되었고, 

황페리 신부의 사제수품 50주년 금경축 미사에서도 영육간의 건강을 축원하며 봉헌하였다.

신년교례회(1986년 1월 2일), 정기총회(1986년 3월 9일), 임시총회(1986년 6월 21일) 등의 개최로 사업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해 나갔으며, 성령기도 봉사를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제1기 교구 성령쇄신 봉사자 학교(9~12

월)를 가톨릭회관에 개설하였다. 교구 성체 현양대회(1986년 9월 20일)도 주관하여 한라체육관과 서귀포 시민회관에

서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순교 140주년 기념 제주시 지구 본당 합창 페스티벌(1986년 10월 

1일)에도 제주시내 11개 본당 성가대, 음악 연구회, 신부님, 수녀님이 참가하여 한라 아트홀에서 거행되었다. 평협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목계획 연수회(1986년 11월 8일)를 가톨릭회관에서, 그리고 제6회 초·중·고등학생 성서 

경시대회(1986년 12월 7일)도 개최하여 학생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 교구장 김창렬(바오로) 주교 / 담당사제 허승조(바오로) 신부 

3) 1987~1993년 : 제5~7대 김창유(아우구스티노) 회장

평협 정기총회(1987년 3월 7일)에서 제5대 회장으로 김창유(아우구스티노, 광양)를 선임하였다. 1987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방인 사제단 12명이 단식기도(1987년 4월 21일)에 들어가자, 평협 임시총회를 열고(5월 22일) 구국기도 사제

단 단식해제 청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순교자 현양대회(1987년 9월 20일, 황사평성지)를 주관했으며, 평협 연수(10월 

21~22일)가 서귀포 복자회관에서 실시되었다.

교구성체 현양대회(1988년 6월 12일)가 한라체육관에서 평협 주관 하에 김창렬 주교를 비롯한 사제단, 신자 등 1만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제1부 성체현시, 제2부 미사성제, 제3부 성체강복으로 성공리에 끝날 수 있

도록 6월 3~11일까지 9일 기도를 각 본당별로 봉헌하기도 하였다.

교구평협 회보 창간호(발행인 김창유 회장) 발간사를 통해 본당과 단체 간의 정보 매체로서 제 구실을 다하고, 평신

도 사명을 일깨우며 교회 발전에 기여하는 회보가 되겠다고 소망하였다.

‘한마음 한 몸 운동’ 교육(1989년 2월 23일)을 주관, 가톨릭회관에서 오태순 신부(세계성체대회 준비위원회 한마음 한

몸 운동본부장)를 강사로 초빙하여 교구 신자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제주평협 창립 10주년 기념

식(1989년 4월 29일)을 가톨릭회관에서 김창렬 주교 등 120여 명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한홍순(토마스 

아퀴나스) 교수(한국외국어대 상경대학장)가 ‘평신도 그리스도인’이란 주제로 강연이 있었고, 전임 회장인 현임종(스테파

노)·여종환(이냐시오)에게 교구장 감사패가 수여되었으며, 평협 회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에게도 임명장을 수여

하였다.

제2차 교구 성령쇄신대회(1989년 5월 18일)가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성령 안에서 성체와 하나 되어’란 

주제로 윤광제 신부(대구대교구 성령쇄신 운동 지도신부)의 강연이 있었다. 또 제주평협과 여성연합회(회장 김병생 모니

카) 공동 주최로 교구 성가 발표회(1989년 5월 30일)를 제주시내 문예회관에서 개최하여 교구 내 12개 본당 합창단 

등 8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벌었다.

사제의 날(1990년 4월 12일)을 맞아 주교좌성당에서 성유축성 미사 후 신제주 소재 로얄호텔에서 김창렬 주교를 

비롯해 성직자, 평협 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제들의 사목활동에 대한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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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연을 가졌다.

또한 순교자 성월을 맞아 순교자 현양대회(1991년 9월 29일)를 주관하여 순교자를 기리는 순교자 현양대회를 황사

평 성지에서 김창렬 주교를 비롯한 교구 내 성직자, 수도자, 신자 등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묵주기도를 시작

으로 개회식, 말씀의 전례, 특별강론, 성찬의 전례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성지개발 추진사업 경과

보고와 공로패 증정도 있었으며,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의 협조로 헌혈을 실시하였는데 많은 신자들이 동참하

는 사랑실천 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제주교구 100년사』 자료집 제1집(1991년 12월 31일 발행)에는 ①제주도 천주교회 약사, ②사진으로 본 제주교구 발

자취, ③각 본당 약사, ④각 신심단체 현황 등 교구 100년사 출간을 위한 자료들을 잘 정리하였다. 

교구 신앙대회(1992년 3월 22일)는 제주도내 각 본당 5천여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라체육관에서 ‘믿음과 은총

으로’를 주제로 미사에 앞서 멕칸나 수녀의 강의가 있었고, 미사는 성체현시, 스켈렌 신부의 성체거동 순으로 진행

되었으며, 미사 도중 사랑의 헌혈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그리고 낙태반대운동서명 실시 및 미사봉헌(1992년 8월 

1~31일)이 있었는데, 이날 성명에서 첫째 생명을 존중하는 범국민적 생명운동을 전개하고, 둘째 태아의 생명은 어

떠한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하며, 셋째 이를 위해 형법 제135조 개정시안의 입법화를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8

월 31일 주교좌성당에서 교구 사제단 전원과 신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태 합법화 저지를 위한 미사를 봉

헌했고, 기간 중 13,000여 명 신자들의 서명을 받기도 하였다.

※교구장 김창렬(바오로) 주교 / 담당사제 이대원(미카엘) 신부 / 현상보 (그레고리오) 신부 

4) 1993~1997년 : 제8~9대 박선홍(마티아) 회장

정기총회(1993년 2월 1일)에서 제8대 회장으로 박선홍(마티아, 신제주)이 선임되었다.

제주 선교 100주년 평신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 이상을 제주도 복음화와 성소개발 그리고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순교자 시복 시성을 위한 뜻으로 <선교 100주년 기도문>을 바치기로 하였다. 그리고 교구 신앙대회(1993년 

10월 31일)가 평협 주관 하에 한라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창유)를 발족하여 사료수집 위원 첫 모임(1994년 6월 11일)을 가

톨릭회관에서 개최하였고, 제주교구가 1999년 선교 100주년을 앞두고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던 순교자 

정난주(마리아)의 묘(남제주군 대정읍 동일리 9번지) 성역화 작업이 4년여 만에 마무리됨에 따라 9월 25일 축성식을 가

졌다. 또한 순교자 현양대회를 겸해 축성된 정난주 묘의 성역화사업은 교구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첫 결실이라

는 점에서 교구 공동체의 일치와 결속을 다지는 전기가 되었다. 

제주교구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창유)는 황사평 순교자 묘역 성역화 2차년도 사업 및 선교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6년도 사업계획안을 수립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1997년 5월 

‘신축교안의 역사적 평가’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빠르면 2월중으로 『제주교구 100년사』 자료집 제2권

을 간행키로 했으며, 1997년 9~10월까지 구묘(舊墓) 이장을 완료키로 했다. 1901년 신축교안 순교자 신 아우구스

티노, 라운경, 김 토마스 등 31인의 유해 봉안식이 제주교구장 김창렬 주교를 비롯하여 수도자·신자 등 400여 명

이 참가한 가운데 교구 선교 100주년 사업 추진위원(위원장 김창유) 주관으로 5월 3일 황사평 순교자 묘역에서 거행

되었다. 황사평 순교자-성직자묘 이장 축복식(1995년 11월 2일), 초대 지목구장 현 하롤드 대주교 등 유해 안치식이 

김창렬 주교의 집전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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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1996년 7월 29일)를 개최하여 교구 설정 25주년 은경축을 기념하는 교구 

신앙대회를 10월 6일 한라체육관에서 갖기로 하였으며, 평협 회보도 발간키로 하였다. 교구 설정 25주년을 기념

하는 교구 신앙대회(1996년 10월 6일)를 주관하여 창렬 주교를 비롯한 성직자·수도자·평신도 등 5천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한라체육관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보이자, 복음의 빛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신앙대회는 묵주의 

기도로 시작되어 교구 약사(略史) 소개, 미사, 성체강복, 제주 선교 100주년 기도문 합송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 교구장 김창렬(바오로) 주교 /  현상보(그레고리오) 신부 / 허승조(바오로) 신부 

5) 1997~2001 : 제10~11대 김경환(베네딕토) 회장

평협 정기총회(1997년 2월 9일)에서 제10대 회장으로 김경환(베네딕토, 중앙), 감사에 박부송(요한, 중앙)·박성남(요

한 보스코, 서귀포)을 선출하였다.

제주교구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한국교회사연구소가 공동으로 『제주 복음 전래 100년사 자료집』

(1997년 5월 8일) 제2~4집을 발간하였다. 제2집은 제주도의 교안을 비롯해 초기 제주 교회사에 관련된 국한문 자료

들을 한곳에 모았다. 아울러 신축교안이 발생하기까지 교인과 일반 민인들 사이의 갈등을 상세히 서술, 19세기 말

과 20세기 초에 걸쳐 제주 사회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제3집은 1900년부터 1915년까지 제주본당 제2대 주임으로 활동한 라크루(具瑪琴) 신부의 서한 94통이 우리말로 

번역, 정리되어 있다. 또 라크루 신부가 직접 수집한 제주 민요를 싣고 있어 제주 향토사 연구에도 상당한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제4집은 1899년 4월 제주본당 설립부터 1924년까지 25년 동안 제주도에서 활동한 8명의 성직자들의 서한과 보

고서, 그리고 1901년 신축교안과 관련된 서구 자료들을 원문과 함께 집대성하였다.

제주 복음화 토론대회(1997년 7월 27일)를 치명자의 모후 꼬미시움(단장 고용성)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는데, 꼬미

시움과 18개 꾸리아 간부 및 18개 본당 평협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임문철(시몬) 신부는 

‘90년대 제주교구의 선교 상황과 대책’ 주제 발표에서 “1982년에는 신자 증가율이 9.9%로 절정을 이루었으나 그 

후부터 계속 떨어져 1996년에는 5.6%의 신장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신자 증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교의식 고

취, 모범적인 생활, 기도와 활동의 종합, 소공동체의 활성화, 교리교사 양성, 레지오의 확장과 지역별 협동 체제의 

구축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보현 전 꼬미시움 단장이 ‘레지오 마리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

고, 선교 활성화 방안, 레지오 마리애의 양적 증대 방안과 질적 개선 방안에 대한 소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평협과 치명자의 모후 꼬미시움이 공동 주최하는 제1기 교구 신앙학교(1998년 3월 21일~7월 6일)를 개설하여 각 

본당 신부 및 꾸리아 단장 추천을 받은 173명의 단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톨릭회관에서 개강미사를 시작했다(개근 

92명, 수료 165명). 순교자 현양대회(1998년 9월 27일)가 황사평성지에서 김창렬 주교를 비롯한 교구 사제와 신자 등 

2,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으며, 선교 100주년을 1년 앞두고 열린 현양대회는 1866년 병인박해 때 순교한 

김기량(펠릭스 베드로) 순교비 제막식도 함께 있었다. 정기총회 겸 연수회(1999년 2월 6~7일)를 면형의 집에서 평협 

회원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결산 심사가 있었고, 김경환 회장 재선출과, 신규 사업으로 제2기 교구 신앙학교 

개최, 5월 2일 복음화 운동 차원에서 사목국과 본당별 예비자 모집 추진 등을 의결하였다. 또한 교구 사목국과 공

동 주관한 제2기 교구 신앙학교(1999년 3월 29일~8월 6일)를 운영하여 142명이 수료하였으며, 평협 회보 제7호 발간

(1999년 5월 10일)과 평협 상임위원 및 본당 평협 회장 연석회의(1999년 10월 4일)를 개최하였다. 제주 선교 10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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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 신앙대회(1999년 11월 21일)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자’라는 주제로 1993년부터 시작한 제주 선교100주년 기

념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 교구장 김창렬(바오로) 주교 / 담당사제 허승조(바오로) 신부 / 양영수(베드로) 신부 

6) 2001~2005년 : 제12~13대 김항원(아타나시오) 회장

총회(2001년 2월 24일)가 가톨릭회관에서 개최되어 제12대 회장으로 김항원(아타나시오, 신제주)를 선출하였으며, 

제4기 교구 신앙학교(3월 5일~7월 16일)도 127명이 수료하였다.

교구 성모의 밤(2001년 5월 17일) 행사가 삼뫼소 은총의 동산에서 2,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교

구평협 연합 신우회(회장 오재윤 바오로)에서 주관한 제18회 전국 가톨릭 공무원 신앙대회(2001년 6월 10일)가 한라체

육관에서 거행됐다. ‘세계교회의 표본이 되자’를 주제로 한 이 신앙대회는 15개 시도에서 2,300여 명, 도내 신자 

공무원과 일반 신자 1,500여 명 등 4,8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묵주기도를 시작으로 성직자 강론, 평신

도 신앙체험 발표, 각종 문화행사, 교구 사제단 집전의 장엄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출

간 기념식(2001년 12월 17일)을 갖고, 정기총회(2002년 2월 16~17일)를 성이시돌 피정센터에서, 교구 성모의 밤(2002

년 5월 16일)을 삼뫼소 은총의 동산에서 개최하였다. 제2대 제주교구장 김창렬(바오로) 주교 퇴임 감사미사(2002년 

9월 2일)를 봉헌했으며, 평협 회장으로서 영적 선물을 증정하였다. 제3대 제주교구장 강우일(베드로) 주교 착좌식

(2002년 10월 8일, 중앙성당)에서는 평신도의 순명 서약 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사

를 하였다.

정기총회(2003년 2월 15일, 가톨릭회관)를 개최하여 김항원 회장이 연임되었고, 제6기 교구 신앙학교에서 100명이 

수료했으며, 제1차 소공동체대회(2003년 8월 30일, 중앙성당)에서는 2,500여 명이 참석하여 ‘모이자, 나누자, 전하자’

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강사로 김수환 추기경, 인도의 마더 신부, 서울대교구 정월기 신부가 초청되어 강론이 

있었다. 정기총회 및 연수회(2004년 1월 31일~2월 1일)를 성 이시돌 피정센터에서 88명이 참가하여 실시되었는데 교

구장 강우일 주교 특강과 이석재 신부(수원가톨릭대학교)의 성서 강의가 있었다. 교구 성모의 밤(2004년 5월 20일) 행

사는 삼뫼소 은총의 동산에서 성대히 개최되었으며, 평협은 폭설 피해를 입은 청주교구 오송 본당(주임 김민국 신부)

에 사순절 사랑의 2차 헌금 5,000만원을 고병수 사목국장 신부와 김항원 회장이 직접 방문 전달(2004년 6월 11일)하

였다. 제1차 소공동체-팀 트레이닝(2004년 8월 30일~9월 3일)을 주관하고 성 이시돌 피정센터에서 전국 각 교구 대

표신부·수도자,평신도 등 160여 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제2차 소공동체대회(2004년 9월 5일)는 한라체육관에서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병호 주교(전주교구장)와 

교황대사관의 쿠리란 메튜 몬시뇰이 참석하였고, 개회선언, 대회사(교구장 강우일 주교), 평협 회장 인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축사(메튜 몬시뇰 대독), 김수환 추기경과 이해인 수녀 축하 영상, 이명호 주교 강의, 소공동체 사례발표, 

미사 순으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평협 회보 제10호(2004년 11월 14일)를 발간하였으며, 제3차 한국평협 상임위원회(2004년 11월 26~28일)가 전국 13

개 교구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 이시돌 피정센터에서 개최되어 점차 증가하는 가정 위기 극복을 위해 

평신도의 몫을 적극 찾아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 교구장 강우일(베드로) 주교 / 양영수(베드로) 신부 / 고병수(요한)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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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5~2009년 : 제14~15대 송상순(베드로) 회장

정기총회(2005년 1월 29일, 가톨릭회관)에서 제14대 회장에 송상순(베드로, 동문)이 선출된 후 “교구민의 의견을 열심

히 전달하는 심부름꾼으로 가정과 경제 살리기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산불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춘천교구 양양본당(주임 김명식 신부)에 사순절 사랑의 2차 헌금 6,700만원을 사목국

장 고병수 신부와 송상순 회장이 직접 방문 전달(2005년 4월 29일)하였다. 평협과 ‘치명자의 모후’ 레지아가 주관한 

제주교구 레지오 마리애 50주년 기념 신앙대회(2005년 10월 20일)가 삼위일체 대성당에서 4,000여 명의 신자가 참

석한 가운데 열렸고, 지진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세마랑 대교구(교구장 이그냐시 우스슈하르)에 사순절 사랑의 2차 

헌금 7,000만원을 전달하기 위해 2006년 7월 6~9일 윤성남 신부와 송상순 회장이 현지를 직접 다녀왔다.

성 김대건 신부 제주표착기념관 개관(2006년 11월 1일, 한경면 용수성지) 행사를 주관했다. 대지 4,300평에 168평의 

건물로서, 1층에 성 김대건 신부 유해 공경실·영상실·관리실, 2층에는 전시실(김대건 신부관, 제주교회사관, 제주교

구 선종사제관) 등이 있다. 

회보 제11호(2006년 11월 30일)를 발간하였고, 정기총회(2007년 2월 10일)를 개최하여 송상순 회장을 연임키로 결정

했다. 제2회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름다운 삶’ 사진 공모전을 갖고, 입상작 전시회(2007년 7월 24~28일)를 제

주시 문예회관에서 개최했다. 제11호 태풍 ‘나리’로 역사상 기록적인 재난을 겪고 있는 제주도에 사순절 사랑의 2

차 헌금 531만 2,950원을 김창훈 총대리 신부, 고병수 사목국장 신부, 송상순 평협 회장이 김태환 도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2007년 9월 20일)하였다.

교구 소공동체 현황과 전망을 위한 심포지엄(2008년 2월 17일)을 중앙성당에서 개최하였는데, 이날 개회사(총대리 

김창훈 신부), 기조연설(교구장 강우일 주교), 연구보고 : ‘통계로 본 서귀포성당 소공동체 현황과 과제’(서울대교구 통합 

사목연구소 전원 신부), 제1주제 : ‘소공동체 현황분석에 따른 제주교구 소공동체 사목 신학적 과제 및 전망’(광주가톨

릭대 김정용 신부), 제2주제 : ‘제주교구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범(안)’(제주교구 사목국장 고병수 신부) 순으로 진행

되었다.

교구 성모의 밤(2008년 5월 15일, 삼위일체 야외 성당) 행사를 주관하여 3,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양심성찰 

및 고해성사, 2부 화관식 및 루드르의 성모 발현에 대한 영상물 소개, 3부 묵주기도와 미사의 순으로 진행됨으로

써, 교구 성모의 밤 행사는 전국 행사로 자리매김되었다.

교구 차원에서 태풍이 빈번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해구호 봉사단 연합회를 창립(2008년 7월 20일)하였

고, 성 김대건 신부 제주표착 기념성당(2008년 9월 20일, 한경면 용수리) 봉헌식 행사를 주관하여 야외 성모상 축복, 

기념성당 봉헌미사, 축하식, 축하연 순서로 개최하였다.

※교구장 강우일(베드로) 주교 / 담당사제 고병수(요한) 신부 

8) 2009~2013년 : 제16~17대 문덕영(알렉산데르) 회장

평협 정기총회(2009년 2월 9일, 가톨릭회관)에서 제16대 회장에 문덕영(알렉산데르, 신제주), 감사에 김두선(요셉, 서

문)·한기영(요셉, 광양)을 선출하였고, 사업계획으로는 제주교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골롬반회 신부들과의 간담회, 

교구 성모의 밤 행사 주관 등이 있었다. 문덕영 회장은 “제주평협 창립 30주년을 맞아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사

목협의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성직자와 평신도가 함께하는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평협 창립 30주년 기념미사(2009년 3월 28일)와 올레길 걷기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서귀포 외돌개 잔디광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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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여 명이 모여 서귀포 외돌개에서 강정포구까지 13.2km를 걸었다. 또 독일 주교단의 제주교구 소공동체 방문

(2009년 4월 17~21일) 행사를 주관하였으며, 교구 사제의 해 개막미사(2009년 6월 19일~2010년 6월 11일, 중앙성당)에 

함께하여 사제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 사제의 모범이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하였다.

제주교구에서는 2009년 사순절 2차 사랑의 헌금을 모금한 후 윤성남 신부와 문덕영 회장이 20시간의 비행 끝에 

부르키나파소를 찾아 2010년 1월 21일 교황대사 비토랄로(Vito Rallo) 대주교에게 3만 유로를, 나우나(Nauna)교구(

교구장 요셉사마 주교)에 1,000유로를 각각 전달했다.

정기총회 및 연수(2010년 2월 20~21일)를 성 이시돌 피정센터에서 개최한 후 교구장 사목지침 ‘가장이 솔선수범하

는 소공동체’를 이해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수와 함께, 총회에서는 본당 및 단위단체 사업결과 발표, 문

창우 신부(광주가톨릭대 교수)의 ‘세상 속의 그리스도’ 특강 등이 마련되었다. 교구 성모의 밤 행사(2010년 5월 20일)는 

자매교구인 교토교구(교구장 오츠카 주교) 방문단 16명을 비롯해 서울·의정부 등 타 교구 순례단 200여 명을 포함

하여 총 3,500여 명이 참여하여 치러졌다. 정기총회(2011년 2월 6일, 가톨릭회관)에서 2010년도 사업 및 결산서를 승

인했으며, 2011년도 사업으로 4개월 과정의 사회교리학교 개설,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신부들과의 간담회 개최, 

교구 성모의 밤을 개최하기로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제1기 사회교리학교(2011년 3월 7일~6월 20일, 연동성당, 252명 수료)를 개설하여 신앙인의 삶의 지표인 사회교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교구 성모의 밤(2011년 5월 19일)을 삼위일체 야외 성

당에서 2,600여 명 참가 하에 연례행사로 치러졌다.

교구 재해구호 봉사단 연합회는 본격적인 태풍 발생 시기를 앞두고 가톨릭회관 2층 강당에서 재해재난 예방교

육(2011년 7월 10일)을 실시했는데, ‘재해의 이해 및 예방과 그 대응방안’을 주제로 홍경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

본부 재난방재과장이 특강으로 각 본당 재해구호 봉사단 임원과 교구 재해구호 봉사단 연합회 각 분과위원장 등 

150여 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하느님의 종 순교자와 증거자 125위 시복시성 기원 도보성지순례를 주최(2011년 10월 8일, 중앙성당~관덕정~김기량 

순교 현양비, 600여 명 참가)하였고, 각 본당 사목회장·교구 단위 단체장·평협 임원들은 교구장과의 대화(2011년 12

월 10일)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평협 정기총회(2012년 2월 5일, 가톨릭회관)에서 2011년도 사업 및 결산서를 승인했으며, 2012년도 사업으로 4개월 

과정의 제2기 사회교리학교 개설(3월),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신부들과의 간담회(4월), 교구 성모의 밤(5월), 평협 

회보 제14호 발간(11월), 사회교리 주간 행사(12월) 등을 전개하기로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제2기 사회교리학교를 개설(2012년 2월 27일~6월 4일, 연동성당, 153명 수료) 운영하였으며, 한국평협(회장 최홍준, 담

당 민병덕 신부)과 함께하는 하느님의 종 순교자와 증거자 125위 시복시성 기원 순례단이 제주에서 도보성지순례

(2012년 3월 16~18일)를 하였는데, 전국 12개 교구에서 350여 명이 참가하였다. 교구 성모의 밤(2012년 5월 17일, 삼

위일체 야외 성당)에는 2,2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하였으며, 평협 회보(발행인 문덕영) 제14호(11월 18일)도 발간하

였다.

※ 교구장 강우일(베드로) 주교 / 담당사제 고병수(요한) 신부 

9) 2013~2017년 : 제18~19대 임시홍(베드로) 회장

정기총회(2013년 2월 3일, 가톨릭회관)를 통해 제18대 회장에 임시홍(베드로, 화북), 감사에 김용호(요한, 신제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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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선(미카엘, 서문)이 선출되었다. 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및 결산서를 승인하고 2013년도 사업으로 신앙의 해 도

보성지순례, 제주교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골롬반회 사제들과의 간담회, 교구 성모의 밤 개최, 신앙의 해 교리 문

헌 특강, 사회교리 주간 행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 4·3 65주년을 기리는 추모미사(2013년 4월 3일, 중앙성당)를 봉헌, 수많은 영혼들의 영원한 안식과, 도민들

이 가슴에 새겨진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 화해와 상생을 이루기를 기원했다.

2014년도 정기총회(2014년 2월 2일, 가톨릭회관)에서는 재해재난 예방교육(2014년 7월 3일) 실시와 평협 회보 제15

호(2014년 11월 16일)를 발간하였으며, 제주 출신 첫 순교자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시복 감사 현양대회(2014년 11월 30

일, 한라체육관)를 개최하여 김기량의 삶과 죽음을 기리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장을 마

련하였다.

2015년도 정기총회(2015년 2월 1일, 가톨릭회관)에서는 임시홍(베드로) 회장을 연임토록 결의하였고, 감사에는 남운

선(미카엘, 서문)·현상숙(바오로, 광양)을 선출했다. 또한 지난해 사업 및 결산을 승인하고 2015년도 사업으로 순례

길 걷기(4월), 교구 성모의 밤 개최(5월), 제주교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골롬반회 사제들과의 간담회(6월), 한국평협 

상임위원회 개최(9월) 등을 확정하였다.

복자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시복 1주년 기념 ‘김기량 길’인 조천성당에서 김기량 순교 현양비까지 도보순례(2015

년 5월 4일)를 진행하였다. 

재해재난 예방교육 실시(2015년 7월 26일)와 제주 가톨릭 소년소녀 합창단 제주-교토교구 자매결연 10주년 기

념 공연(2015년 8월 2일, 일본 교토교구 가와라마치 성당)을 주관하여 관계증진 모색은 물론 2015년 한평 후반기 연수회

(2015년 9월 4~5일, 이시돌 피정센터)가 제주에서 개최되면서 한국평협 권길중 회장과 조성풍 평신도 담당사제를 모

시고 전국 평협에서 60여 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가해 연수가 이루어졌다.

복자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순교 150주년 기념 교구 성모의 밤(2016년 5월 19일, 삼위일체 야외 성당) 행사를 주관하

였는데, 복자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의 후손 14명을 비롯해 자매교구인 일본 교토교구와 서울·인천·대전 등 타 

교구 참례자들을 포함 2,7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할 수 있었다.

매년 재해재난예방교육(2016년 7월 3일, 가톨릭회관)을 개최, 교구 재해구호봉사단연합회 집행부와 각 본당 재해구

호봉사단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교육에서 한라대 고재문 교수(응급구조학과)가 ‘재해 예방 대책 및 실천 방안’을 주

제로 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교구장 강우일(베드로) 주교 / 담당사제 고병수(요한) 신부 

10) 2017년~현재 : 제20대 고용삼(베네딕토) 회장

2017년도 정기총회(2017년 2월 19일, 가톨릭회관)에서 제20대 회장에 고용삼(베네딕토, 화북), 감사에는 김두선(요셉, 

김기량), 현상숙(바오로, 광양)이 각각 선출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사업 및 결산서를 승인하고, 2017년도 사업으로 순

례길 걷기, 재해·재난 대비 예방교육은 물론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골롬반회 사제와 교구 내 원로사제들이 함

께하는 간담회, 교구 성모의 밤 개최, 사회교리학교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 출신 첫 사제인 고승욱(아우구스티노) 신부의 금경축(2017년 3월 14일, 신창성당) 미사를 봉헌하였고, 사제 성화

의 날(2017년 4월 13일) 성유축성 미사 후 교구청 내 신부님들을 비롯하여 성 골롬반회 신부님, 원로 신부님, 엠마오 

연수원 신부님, 수녀님 등을 포함 60여 명에게 오찬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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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태국 주교회의 소공동체 연수단 66명(대주교 포함 사제 23명, 수도자 22명, 일반 신자 21명)이 제주에서 연수(2017

년 4월 24~28일)를 하게 됨에 따라 연수 진행 및 각종 안내 등의 역할로 우의증진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관

계증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교구 성모의 밤 행사(2017년 5월 18일, 삼위일체성당)에서는 복음전파 차원의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하느님 섭리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주제로 자매교구인 교토교구 17명을 비롯해 대만 따후 본당 14명, 국내 8개 교구

에서 온 성지 순례단 등 2,8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함께하는 묵주기도 행진 시에는 빛의 안내자들 등불이 연못

에 비치는 광경을 보며 감동을 선물받기도 하였다.

순례길로 선포한 ‘신축화해길’ 걷기(2017년 6월 17일) 행사는 제주교구가 조성하고 있는 성지순례길 6곳 중 하나

로, 1901년 신축교안 때 희생된 신자들이 묻혀 있는 황사평 성지를 출발해 화북 성당~곤을동~별도봉~관덕정 등

을 거쳐 중앙성당에 이르는 12.6km 구간으로 300여 명이 참가하여 선조 신앙인들의 복음정신을 기리고 하느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온 도민과 교구민들이 흥분을 자아내게 했던 제주 출신 문창우(비오) 주교의 서품식이 2017년 8월 15일 삼위일체 

야외 성당에서 모든 신자들의 축복 속에 거행되었다.

5년 만에 시행된 제3기 사회교리학교(2017년 9월 4일~12월 11일, 연동성당) 과정은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리니 그

는 민족들에게 올바름을 선포하리라”(마태 12,18)를 주제 성구로 총 13주간(매 월요일)에 걸쳐 강좌가 열려 255명이 

수료할 수 있었다.

2017년 11월 평신도 주일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평협 50주년을 맞아 평신도 희년으로 설정되었고, 교황청 내사

원의 전대사 특전까지 내려줌으로써 평신도들에게는 겹경사를 누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을 뿐 아니라 평신도주일

(2017년 11월 19일)을 맞아 교구장 주교의 희년 선포로 큰 기쁨을 만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자축하는 뜻에서 

교구 내 전 본당 총회장, 교구 단위 단체장, 평협 자문위원 및 임원 등이 함께하는 간담회(일송정식당, 70여 명 참가)

를 강우일 주교가 베풀어주었다.

또한 한국평협 상임위 및 연수회에 임원들이 순차적으로 참여케 함으로써 정보교환 및 견문 확대 등을 꾀하고 

있으며, 평협 상임위원회도 분기별로 개최함으로써 임원 간의 신뢰 구축과 상호 의견조율 및 사업계획 논의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2018 정기총회(2018년 2월 25일, 가톨릭회관)를 통해 교구장 사목교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총회에서는 사업실적 

및 결산승인과 2018년 사업계획(회원 대상 워크숍 계획, 평협 회보 발간, 희년의 삶에 대한 협의) 의결 및 예산 승인이 이

루어졌다.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교구 내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실상을 알리고 조속한 치유와 화해를 위해 

4·3의 전국화 측면에서 명동성당에서 학술 심포지엄(2018년 2월 22일)을 가졌고, 전 교구 대상으로 각종 영상자료 

송부와 4·3 70주년 추념미사(2018년 4월 7일, 명동성당), 광화문 국민문화제(2018년 4월 7일), 교황 메시지, 4·3 부

활절 선언문 채택, 청년 신앙캠프 등을 통해 4·3의 실상을 알리고 치유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많은 노력들을 교회 

차원에서 앞장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교구 성모의 밤 행사(2018년 5월 17일)도 평협 주관 하에, 4·3 70주년의 의미를 키우는 뜻에서 제주 4·3 평화공

원에서 개최하였으며, ‘평화의 모후 복되신 동정 마리아’란 주제로 제1부 4·3 동영상 상영, 화관식, 4·3 회고, 미

사, 제2부 묵주기도 행렬 등이 있었으며, 4·3 유족과 교토교구, 타 교구 신자, 도내 신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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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또한 교구 단위 단체장 및 평협 임원 연석회의(2018년 5월 28일, 가톨릭회관)를 개최하여 단위 단체장 18명과 평협 

임원들이 함께한 모임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평신도 희년의 의미를 담아 ‘평신도사

도직을 위한 워크숍’(2018년 8월 11~12일, 이시돌 피정센터)은 본당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교구 단위 단체장, 그

리고 평협 임원 등 총 98명이 참석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 교구장 강우일(베드로) 주교 / 담당사제 고병수(요한) 신부 / 황태종(요셉) 신부 

3. 현실과 전망

1) 역대 회장

대수 이름(세례명) 재임 기간

초대
현임종(스테파노))

1979년 6월 12일~1981년 1월 29일

2대 1981년 1월 30일~1983년 10월 22일

3대
여종환(이냐시오)

1983년 10월 23일~1985년 2월 16일

4대 1985년 2월 17일~1987년 3월 6일

5대

김창유(아우구스티노)) 1987년 3월 7일~1993년 1월 31일6대

7대

8대
박선홍(마티아) 1993년 2월 1일~1997년 2월 8일

9대

10대
김경환(베네딕토)

1997년 2월 9일~1999년 2월 6일

11대 1999년 2월 7일~2001년 2월 23일

12대
김항원(아타나시오)

2001년 2월 24일~2003년 2월 14일

13대 2003년 2월 15일~2005년 1월 28일

14대
송상순(베드로)

2005년 1월 29일~2007년 2월 9일

15대 2007년 2월 10일~2009년 2월 8일

16대
문덕영(알렉산데르)

2009년 2월 9일~2011년 2월 5일

17대 2011년 2월 6일~2013년 2월 2일

18대
임시홍(베드로)

2013년 2월 3일~2015년 1월 31일

19대 2015년 2월 1일~2017년 2월 18일

20대 고용삼(베네딕토) 2017년 2월 19일~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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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협은 교구장 사목방침에 따라 ‘생태적 증거의 삶을 사는 소공동체’라는 기치 아래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자

연을 회복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열심히 해 나가고 있다. 개발의 논리를 앞세워 무절제하게 파헤

쳐지는 생태적 파괴를 접하면서, 그리고 다가올 제2공항의 개발로 인한 부작용들을 예상하면서 어디까지 개발의 

논리로 제주의 자연풍광이 훼손되는 것을 방치해야만 할지 암담한 실정에 있다. 그러면서도 신자들만이라도 지킬 

수 있는 조그만 것부터 시도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들을 주문해 나가고 있다. 가정별 5대 환경 수칙 지키기, 일회

용품 사용하지 않기, 쓰레기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등등, 우리 주변에서 나부터 솔선

한다면 지구의 온난화도 줄이고, 오존층 파괴도 줄이고, 그러다 보면 지난 여름철 같은 열대야도 줄여 나갈 수 있

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도 교구 차원의 생태 환경 보존을 위해 더 많은 노력들을 해 나가고자 한다. 

평협도 내년이면 설립 40주년을 맞게 된다. 평신도들이 자질함양을 위해서 성경 읽고 쓰기를 활성화시켜 나가

고, 소그룹 단위 다락방 모임을 개설해서 ‘찬미 받으소서’ 또는 ‘공의회 문헌 나누기’ 등 내실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임원들의 연찬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 교구장 사목방침에 따른 구체적 실천계획에 의

한 사업추진 및 교구 단위 단체의 활성화와 상호 협력 지원,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효율화를 위한 연구와 연수 활

동, 사도직 수행에 필요한 정보교환, 사회 전반에 교회정신이 침투되도록 하는 홍보와 전교활동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4. 교구 인준단체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교구 여성연합회, 치명자의 모후 레지아, 성 다미안회, 꾸르실료, M.E. 제주협의회, 선택, 

성모기사회,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운전기사사도회, 소년원후원회, 재속 프란치스코회, 성령쇄신봉사회, 신비

로사리오회, 가톨릭 사진가회, 가톨릭 의사회, 가톨릭 간호사회, 가톨릭 라파엘 약사회, 가톨릭 경제인회, 가톨릭 

미술가회, 가톨릭 마라톤동호회, 가톨릭 청년연합회, 가톨릭 대학생연합회, 제주경찰 신우회, 제주도청 신우회, 

제주시청 신우회, 교육공무원 신우회, 엘리야 청년성령봉사회, 쉐마 청년성서, 예수성심 파이오니아회, 호스피스, 

농아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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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 개  황

•소재지 : (04383)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40길 46 (군종교구청 내)

•Tel (02) 749-1921~3 / Fax (02) 790-5768

•설립 연월일 : 1990년 2월 13일

•대표자(회장) : 이종섭(프란치스코)

•교구장 : 유수일(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

•지도신부 : 서하기(루카)  

2. 기수별 약사 및 주요활동

1) 평협 활동 방향

① 교구장 사목지침을 행동으로 실천

② 주기적인 친교모임을 통해 유대 강화

③ 교구평협 활동에 각 군 대표를 동참시켜 통합 도모

④ 형제애가 넘치는 군종성당 공동체 운동 전개

2) 주요 사업계획

(1) 교구평협 활동 활성화 

―교구장의 사목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 평협 활동 전개 

① 교구장의 관심사항 구현 노력

② 평협 임원진 워크숍 : 분기 1회(교구장 지도)

③ 군종교구의 활동과 동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업무 수행

④ 교회 조직 활성화의 교량역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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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구 행사 주도적 참여

―평신도의 교구 행사 참여 기회 및 기여도 증대

  연중 주요 행사 추진 : 교구장 일정과 교구 행사 고려

(3) 육·해·공 통합모임 및 본당 지원 체계 구축

―분기별 통합모임을 추진하여 교구평협 단결 및 사목 활성화

① 통합모임 : 교구장 주관 하에 시행

② 교구평협 차원의 신앙 활동 강화 및 본당 지원 체계 구축

    → 교구평협 사업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교구장 사목목표 구현

3) 역대 회장단

대수 이름(세례명) 재임 기간

초대 송응섭(요셉) 1991년 3월~1992년 12월

2대 김동진(요한) 1992년 12월~1993년 3월

3대 조근해(안드레아) 1993년 3월~1993년 5월

4대 편장원(도미니코) 1993년 5월~1995년 4월

5대 최동환(바르톨로메오) 1995년 4월~1997년 3월

6대 유재열(이냐시오) 1997년 3월~1998년 6월

7대 이지두(가브리엘) 1998년 6월~1999년 3월

8대 노연웅(프란치스코 하비에르) 1999년 4월~2000년 4월

9대 강신육(안토니오) 2000년 5월~2002년 1월

10대 김종환(베네딕토) 2003년 4월~2005년 4월

11대 김관진(아우구스티노) 2006년 11월~2008년 3월

12대 황의돈(스테파노) 2008년 7월~2010년 7월

13대 정승조(모세) 2010년 7월~2013년 12월

14대 최윤희(베드로) 2013년 12월~2015년 10월

15대 이순진(가롤로) 2015년 10월~2017년 9월

16대 이종섭(프란치스코) 2017년 9월~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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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도별 교구장 사목지침

연도 사목지침

1992년도 복음을 생활화하자

1993년도 가정(병영)의 복음화

1994년도 신앙의 내적 쇄신과 성숙을 기하자

1995년도 말씀 경청의 해

1996년도 2차 말씀 경청의 해

1997년도 회개와 쇄신의 해

1998년도 일치와 복음화의 역군이 되는 해

1999년도 화해와 나눔의 해

2000년도 은총과 기쁨의 해

2001년도 선교와 쇄신의 해

2002년도 병사들을 위한 사목에 심혈을 기울이는 해

2003년도 그리스도를 배우는 해

2004년도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을 만드는 해

2005년도 교회의 미래인 청년사목, 그 터전이며 희망인 군종교구

2006년도 새 출발을 하는 군종교구

2007년도 말씀으로 성장하는 해

2008년도 전례와 교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해

2009년도 성사의 삶을 사는 해

2010년도 기도와 봉사의 삶을 사는 해

2011년도 감사와 정화의 해

2012년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2013년도 희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2014년도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2015년도 기도하며 일하며

2016년도 축복의 형제애

2017년도 군(軍) 복음화, 새 열정으로

2018년도 군 복음화, 변함없는 열정으로

3. 교구 인준단체

군선교단, 이냐시오회(예비역 군인 신자), 데레사회(현역 군인 가족), 앗숨중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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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시 

되새겨라! 기억하라! 그리고 증언하라

            

-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 창립 50주년에 부쳐 -

                                         신 달 자

하늘과 땅을 잇는 불빛이 터지고 

그 불빛 속 사람들의 열망이 거대한 약속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 냈다

1968년 7월23일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 단체협의회가 이루어졌다

별들도 구름도 달도 합석한 자리

나무와 산도 숨어 사는 샘물도 함께 앉은 자리

하늘의 섭리와 땅의 순리가 함께한 자리

사람의 목마름을 적시는 샘물하나가 탄생하였던 것이다

오직 너를 위하여

오직 귀 어둡고 눈 흐릿하여

마음까지 척박한 갈래로 방황하는 자들 앞에

오직 소망하나

맑고 환한 피가 뛰는 숨결로 모아지고

무한 사랑의

기억과 희망과 증언을 되새기며

지난 50년을 오는 50년을

외치며 기록하며 복음전파를 노래해야 하므로

평신도는 하느님 백성의 지체

복음을 증거하는 주역이므로

인간을 위한 빛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느님 백성의 교의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성직자와 평신도가 하나로 단결해야 하므로

평협단체사



232

 한국평협 50년사



233

제3편 평협단체사

꾸르실료한국협의회

(Cursillo Movement in Korea)

1. 개  황

•소재지 : (04085)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4

•Tel (02) 337-8588 / Fax (02) 338-8848

•설립 연월일 : 1970년 6월 30일

•주교회의 인준일 : 1970년 7월 2일

•대표(회장) : 서왕석(마태오)

•지도신부 : 이재경(세례자 요한)

•꾸르실리스따 배출 현황 : 20만 5,944명(2017년 12월 31일 현재)

2. 약사 및 주요 활동

1) 한국 꾸르실료운동의 도입기와 정착기

(1) 한국 최초의 꾸르실료 실시

꾸르실료운동이 한국교회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66년이고, 한국에 들어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은 주

한 미평화봉사단 단장으로 한국에 온 ‘케빈 오도넬’과 필리핀 꾸르실료운동에 깊이 참여하고 있던 사업가 ‘에드문

도 카이모’였다. 사업차 한국을 방문한 카이모 형제가 여동생의 남편이 근무하는 미국 대사관에 들렸다가 케빈 오

도넬을 만나게 되었고, 대사관 파티에서 케빈 오도넬과 에드문도 카이모는 서로가 꾸르실리스따임을 확인하게 되

었다. 이들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숨어 있었다. 한국에 꾸르실료운동이 없음을 안 

두 사람은 한국에서 꾸르실료운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혜화동성당 교우였던 이해남·문창준 등을 만나 꾸르실료운

동의 내용과 참뜻을 전하였다. 또한 혜화동성당 유수철(도미니코) 주임신부와 청파동성당 김정수(레오) 주임신부, 몇

몇 신자들과 여러 차례 회합을 갖고 꾸르실료운동 도입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러 차례 회합을 가진 뒤 드디어 한국

에서 꾸르실료운동을 시도해 보기로 결정했다.

유수철 신부와 이해남은 당시 서울대교구장 서리 윤공희 주교에게 꾸르실료 실시를 승인받았고, 윤공희 주교

는 서울대교구장 명의로 필리핀 마닐라의 교구장에게 꾸르실료를 지도해 달라고 서신을 보냈다.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드디어 1967년 5월 4일 한국 최초의 꾸르실료가 서울 성수동성당에서 실시되었다. 메리놀회의 에드워드 리

차드슨(E. Richardson) 신부가 지도신부, 에드문도 카이모 형제가 회장으로 봉사했다. 12명의 필리핀 신자들이 봉

사를 했고, 윤공희 주교를 비롯해서 메리놀회·예수 고난회·골롬반회·과달루페회 소속 신부 6명이 강의를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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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지도신부와 봉사자들이 모두 영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제1차 꾸르실료는 영어로 진행되었다. 제1차 꾸르실료

에는 유수철 신부, 김정수 신부, 이해남, 문창준, 장진, 현석호, 김정진, 유석진, 김원경 형제 등 모두 21명이 참가

했다. 스페인 마요르카(Mallorca)의 성 호노라토 수도원에서 세계 제1차 꾸르실료(1949년 1월 7일)로 명명된 꾸르실

료가 실시된 지 18년 만에 우리나라에서도 꾸르실료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2) 우리말 꾸르실료와 꾸르실료운동의 전국적 확산

제1차 꾸르실료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꾸르실료를 체험한 형제들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꾸르실료운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영어로 진행했던 꾸르실료를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이었다. 이에 

꾸르실료에 필요한 자료를 번역하는 한편, 3박4일의 프로그램을 익히며 우리말로 진행할 꾸르실료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또 1967년 8월 17일부터 실시된 제2차 꾸르실료에 필리핀 임원들을 도와 봉사하며 8월 24일부터 있을 우

리말 꾸르실료를 위한 최종 점검을 마쳤다. 1주일 후인 8월 24일, 서울 정동 명도원에서 우리말로 진행된 최초의 

꾸르실료가 실시되었다. 유수철 신부가 지도신부, 이해남이 회장을 맡았고, 제3차 꾸르실료로 33명의 꾸르실리스

따가 탄생되었다.

제3차 꾸르실료는 장차 우리나라에서 꾸르실료운동이 뿌리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했다. 우리말 꾸르실료가 대성공을 거두자 우리나라의 초창기 꾸르실리스따들은 자신감을 갖고 제4차 꾸르실

료를 준비하며 타 교구에도 꾸르실료운동을 전파하기 위해 나섰다.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임원진은 1968년 1월 25일 인천교구를 시작으로 6월 6일에는 부산교구에, 1969년 1월에는 

전주교구에 꾸르실료를 전파했다. 뒤이어 광주·대구·청주·원주·수원·대전교구에 차례로 꾸르실료의 씨앗을 

뿌렸고, 이 씨앗을 받은 부산교구는 마산교구에, 대구대교구는 안동교구에, 광주대교구는 제주교구에, 원주교구는 

춘천교구에 꾸르실료를 전파하였다.

1971년 8월 19일 안동교구에 꾸르실료가 전파되면서 꾸르실료운동은 한국 도입 4년 만에 14개 교구에 완전히 

확산되었다. (2004년 설립된 의정부교구에는 이듬해 출범했다.) 꾸르실료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1970년 6월경에는 

서울, 대구, 광주, 부산, 전주, 인천, 마산 등 7개 교구에서 꾸르실료운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 무렵 전국 꾸

르실리스따는 1,200여 명이었다. 규모가 커짐에 따라 꾸르실료운동을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해졌다. 그리하여 1970년 6월 30일 서울 가톨릭학생회관에서 각 교구의 꾸르실료 주간, 지도신부, 그

리고 추천자들이 모여 ‘꾸르실료 한국협의회’를 창립했고,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주간 문창준을 회장으로, 부산 주

간 박우순을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임시총회에서는 7월 2일자로 꾸르실료 한국협의회를 인

정하고, 창립총회에서 임명된 임원을 그대로 임명하였다. 꾸르실료 한국협의회는 각 교구를 오가며 매년 총회를 

개최하여 각 교구의 꾸르실료 현황을 파악하고, 전국 차원의 문제를 논의하며 꾸르실료운동의 발전과 내실화를 위

해 노력했다. 협의회의 실무는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사무국에서 맡았다.

(3) 여성 꾸르실료 시행

우리나라의 여성 꾸르실료는 1969년 11월 6일 부산교구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당시 분위기 속에서 여성이 참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꾸르실료가 시작된 스페인에서도 여성 꾸

르실료는 남성 꾸르실료가 실시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나 가능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최재선(요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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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장, 박우순 부산교구 주간 등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부산교구 여성 제1차 꾸르실료가 실시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꾸르실리스따 44명이 탄생하였다. 여성 제1차 꾸르실료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남성들

이 꾸르실료 봉사 임원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 여성 꾸르실리스따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

는 선택이었다. 

여성 꾸르실료를 준비하던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사무국은 남성 봉사자가 여성 꾸르실료를 진행한다는 것이 불

합리하다고 판단하여 필리핀에 공문을 보내 여성 꾸르실료를 지도할 임원단을 초청했다. 필리핀 꾸르실료 사무국

은 ‘맛사이 율로’ 회장을 비롯한 12명의 봉사자를 파견했다. 이들 봉사 임원들은 서강대학교 도서관에 근무하던 ‘버

크웰’ 양과 광주 까리따스수녀회 표 스콜라스티카 수녀와 함께 봉사하며 1971년 8월 12일 꼰벤뚜알 성 프란치스코 

수도원에서 서울대교구 여성 제1차 꾸르실료를 영어로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수도자 8명을 포함하여 총 21명의 

꾸르실리스따가 탄생했다. 서울대교구 여성 꾸르실리스따들은 우리나라 여성 봉사 임원이 한국어로 진행하는 꾸

르실료 시행을 결정했고, 여성 1차 동기회 회장 김경숙 자매가 회장이 되어 제2차 꾸르실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3개월에 걸친 지도자학교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한 끝에 이듬해 1월 20일 서울대교구 여성 제2차 꾸르

실료가 꼰벤뚜알 성 프란치스코 수도원에서 실시되었고, 이때 40명의 여성 꾸르실리스따가 새롭게 탄생했다. 성

공적으로 여성 꾸르실료를 마친 서울대교구 여성 봉사 임원들은 각 교구를 돌아다니며 꾸르실료 봉사를 했고 우리

나라의 여성 꾸르실료 정착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2) 한국 꾸르실료 운동의 발전기

(1) 전국 울뜨레야 시행

꾸르실료운동이 도입된 지 4년 만인 1970년 10월 24일 제1차 전국 울뜨레야가 시행되어 194명의 꾸르실리스따

가 참석했다. 전국 울뜨레야는 꾸르실리스따들에게 3박4일간의 은총과 감동을 다시 확인시켜주었고, 능동적인 크

리스천 활동을 지속할 것을 다짐하게 할 뿐 아니라 꾸르실료운동의 활성화와 성장, 발전을 가져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듬해 10월 9일 대구 효성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2차 전국 울뜨레야는 한국 가톨릭교회 안

에서 꾸르실료운동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 확인시켜 준 계기가 되었다. 참석자만 해도 제1차 때의 194명보다 

4배가량 많은 729명이 참석하였고, 로톨리 교황대사와 서정길(요한) 대주교 등 무려 9명의 주교가 함께 할 정도

였다.

1987년 5월 5일, ‘성체와 교회’를 주제로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꾸르실료운동 도입 20주년 기념 제10차 

전국 울뜨레야는 비민주적인 시국을 개선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를 드높이 외치자는 꾸르실리스따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꾸르실료 도입 30주년을 기념하여 1997년 10월 5일, 서울 올림픽공원 제1체육관에서 열린 제12차 전국 울뜨레

야는 꾸르실료운동이 도입되던 60년대 당시를 회고하고 장년을 맞이하는 한국 꾸르실료운동의 쇄신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자, 일어나 바로 서라’는 주제로 열린 이 울뜨레야에서 장엄미사를 집전한 김수환 추기경은 “한

국교회 발전에 있어 꾸르실리스따의 봉사와 희생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며 숨은 노고를 치

하하고 “마냐니따 때 만난 주님과의 그 감동을 깊이 간직하여 이 세상 끝까지 꾸르실리스따로서의 사명을 다해 달

라.”고 요청하였다.

2007년 10월 3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꾸르실료 도입 40주년 기념 제15차 전국 울뜨레야가 ‘용기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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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성공적 개최를 위해 6월 6일부터 ‘전국 연결 고리기

도’, 8월 24일부터 ‘40일 전국 도보성지순례’ 등의 기념사업이 실시되었다. 전국의 꾸르실리스따들이 기도와 성지

순례에 적극 참여한 것은 성공적인 전국 울뜨레야를 만들어낸 큰 힘이 되었다. 군종교구를 포함한 16개 교구 약 

17,500명의 꾸르실리스따와 대만 꾸르실리스따 39명이 참석하였다. 꾸르실료 도입 40주년을 평가하고 앞으로 한

국 꾸르실료운동이 나아갈 바를 찾기 위해 발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대구대교구 꾸르실료사무국이 주관한 발전

위원회는 제15차 전국 울뜨레야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제16차 전국 울뜨레야는 2011년 10월 22일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물독에 물을 채워라(요한 2,7)’를 주제로 열렸다. 광주대교구 옥현진(시몬) 총대리 주교를 비롯해 

11,000여 명의 꾸르실리스따가 참석해 세상의 복음화를 더욱 잘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제17차 전국 울뜨레야는 2015년 9월 4일 대전교구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8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한 15,9)’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대전교구장 유흥식(라자로) 주교는 미사 강론을 통해 “꾸르실

리스따들은 좀 더 겸손하게 하느님 사랑을 교회와 세상에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며 “미움과 적대감의 

문화가 교회와 사회 안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18차 전국 울뜨레야는 2019년 부산교

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 꾸르실료 담당 주교 임명

1981년 10월 14~17일에 열린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는 꾸르실료 담당 주교를 임명하였다. 초대 주교는 경

갑룡(요셉) 서울대교구 보좌주교였다. 경갑룡 주교는 꾸르실료운동 초창기부터 혼신의 힘을 다해 꾸르실료운동의 

참뜻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경 주교는 “많은 신자들이 꾸르실료를 통해 비로소 믿는 사람으

로서의 생생한 체험과 사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며 “한국 꾸르실료운동이 평신도들의 신심과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꾸르실료운동의 역할과 위상을 강조했다. 그의 말처럼 우리나라의 꾸르실료운동이 평신도

의 신심과 한국 가톨릭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발전을 거듭하면서 조직화되어 간다는 문제점

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점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꾸르실료운동은 조직이 아니라 운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던 것

이다.

1984년 11월 26~30일의 주교회의에서는 안동교구장 두봉(레나도) 주교를 제2대 꾸르실료 담당 주교로 임명

했다. 두봉 주교는 세계 꾸르실료와 활발하게 연락관계를 취하면서 우리나라 꾸르실료운동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

하는 데 앞장서는 한편, 1980년 이후 7년 가까이 열리지 못했던 전국 울뜨레야를 다시 개최함으로써(제10차 전국 울

뜨레야, 1987년 5월 5일, 대구 실내체육관) 꾸르실리스따들의 일치와 꾸르실료운동의 활성화에 다시 불을 지폈다. 그러

나 이러한 꾸르실료 담당 주교 제도는 아쉽게도 제10차 전국 울뜨레야 이후 폐지되었다.

(3) 『울뜨레야』지 창간

우리나라에 꾸르실료운동이 들어온 지 만 10년이 되어가던 1978년 4월 1일, 한국 꾸르실료운동의 통합 기관지 

『울뜨레야』가 창간되었다. 서울대교구의 경우 이미 1970년 1월부터 『울뜨레야』라는 같은 이름의 소식지를 만들어 

매월 발행해 오고 있었고, 일부 교구에서도 교구별로 소식지를 제작해 오고 있었다. 그러다가 1978년 3월 개최된 

제9차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총회에서 “교구별로 제작하는 소식지 발간을 중단하고 협의회 차원의 통합지를 만들

자.”고 결정함에 따라 교구별로 발행되던 소식지는 『울뜨레야』로 단일화되었다. 문창준 한국 꾸르실료 전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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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창간호에서 “꾸르실료운동이 발전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모두가 하나의 미디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미디

어를 통해서 꾸르실료운동의 순수성, 정확성, 온전성을 유지하고 침체와 탈선을 방지해 가며 통일된 하나의 교회

운동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탄생한 통합 기관지 『울뜨레야』는 전국 꾸르실리스따들이 함께 

하는 소통의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꾸르실료운동이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의 복음화를 위한 

교회운동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되어 왔다.

(4) 개신교로 전파된 꾸르실료운동

우리나라의 꾸르실료운동은 개신교로도 전파되었다. 사실 개신교에도 꾸르실료운동의 영향을 받은 ‘트레스 디아

스(Tres Dias)’라는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초교파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우리나라 

개신교도 미국으로부터 이를 받아들여 1984년에 ‘트레스 디아스’를 실시하기도 했다. 나름대로 ‘트레스 디아스’를 

실시하던 우리나라의 감리교에서 서울대교구에 직접 꾸르실료를 받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다. 요청을 받은 서울대

교구는 1988년에 개신교 목회자를 대상으로 2차례 꾸르실료를 실시했다. 1차는 1988년 3월 7~10일 안양 아론의 

집에서, 2차는 5월 30일~6월 2일 서울 세검정에 있는 한국대학생선교회 훈련원에서 실시되어 각각 8명, 11명의 

개신교 꾸르실리스따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이때의 꾸르실료는 엄밀한 의미에서 꾸르실료라고 할 수 없었다. 왜냐

하면 미사 대신 예배를 하였고, 분단 성체조배 대신에 성서 앞에서 묵상 기도를 하였으며, 묵주기도와 십자가의 길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서울, 경기지역 감리교 교단으로부터 정식으로 꾸르실료를 체험하고 싶다

는 요청을 받은 서울대교구에서는 교구청에 이를 문의하였고, 교회일치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해도 좋다는 통보를 

받은 후 1994년 4월 27~30일 남성 특3차 꾸르실료를 실시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가톨릭 성직자 3명을 포함하여 

목회자 18명과 전도사 7명 등 모두 28명이 참가했다. 임덕일(아마투스) 신부가 지도신부를 맡고 유양수(요셉)가 회

장을 맡은 특3차 꾸르실료는 어느 부분도 생략하지 않고 꾸르실료 본래의 프로그램으로 시행하였다.

(5) 교포사회로 전파된 한국 꾸르실료운동

빠른 시간 안에 눈부시게 성장한 한국 꾸르실료운동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인 교포사회에도 꾸르실료운

동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1979년 미국 시카고 한인성당 주임인 골롬반회 캘리(Moty Kelly) 신부가 한국을 방문하

여 시카고 신자들을 위해 꾸르실료 봉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한국 꾸르실료 전국위원장이던 문창준 회장

은 임원과 논의한 끝에 캘리 신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을 때

였고, 특히 사목적인 이유로 대규모의 인원이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때였다. 사목적인 이유로 해외

를 가는 것은 주로 성직자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꾸르실리스따들의 기도와 김수환 추기경, 경갑룡 주

교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해외사목을 위한 출국이 가능하게 되었다. 4명의 신부와 11명의 평

신도가 꾸르실료를 실시하기 위해 시카고로 향했다. 사목을 위해 이 정도 규모의 인원이 외국을 가는 일은 우리 교

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1980년 7월 3~6일에 실시된 시카고 한인 남성 제1차 꾸르실료의 지도신부는 황인국

(마태오) 신부였고, 회장은 남규백이었으며, 참가자는 총 42명이었다. 

필리핀 형제들에 의해 꾸르실료가 도입된 지 14년 만에 우리나라가 해외에 꾸르실료운동을 전파하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1년 뒤인 1981년 7월 2~5일에는 미국 시카고 한인 여성 제1차 꾸르실료가 실시되었다. 최용록(F. 하비에

르) 신부 외에 3명의 신부가 지도신부단으로, 회장 윤금자 자매 외 10명의 봉사자가 참여했으며, 44명의 여성 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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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스따가 배출되었다.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사무국은 1983년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미국 교

포사회에 꾸르실료운동을 전파하기로 하고 휴스턴, 애틀랜타, L.A., 워싱턴 등에서 남녀 꾸르실료를 실시하기도 

했다. 1981년 9월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인 남성 제1차 꾸르실료(토론토 대교구 제119차)가 성 아우구스티노 신학

교 특별강당에서 실시되었다. 39명이 참가했던 캐나다 토론토 한인 남성 제1차 꾸르실료는 김태봉이 회장으로 봉

사했고, 김득권(굴리엘모) 신부가 지도신부로 봉사했다. 현지 봉사자 4명과 서울에서 간 봉사자 8명이 봉사 임원을 

맡았다. 한인교회가 많던 미주지역에 머물던 꾸르실료운동은 유럽으로 번져나갔다. 물꼬를 튼 것은 경제적 이유로 

많은 교포가 이주해 살고 있던 독일이었다. 1992년 1월 16일 독일 한인 여성 제1차 꾸르실료를 시작으로 1992년 1

월 23일 독일 한인 남성 제1차 꾸르실료가 실시되었고, 영국·프랑스·네덜란드 등 유럽 전체로 퍼져나갔다. 각 

대륙에 살고 있던 한인 교포사회에 전파되기 시작한 꾸르실료운동의 열기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호주에서도 예외

는 아니었다. 1993년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곽성민(베네딕토) 지도신부와 장소혜 회장 등 9명의 봉사자들에 의해 

호주 여성 제1차 꾸르실료가 실시되었고, 바로 뒤이어 28일부터는 황인국 지도신부와 김광섭 회장 등 9명의 봉사

자에 의해 호주 남성 제1차 꾸르실료가 실시되었다. 

1994년 10월 27~30일에는 김운회(루카) 지도신부와 이광호 회장이 아르헨티나 남성 제1차 꾸르실료를 실시하였

으며, 11월 3~6일에는 김운회 신부와 신명자 외 9명의 봉사자로 아르헨티나 여성 제1차 꾸르실료가 실시되어 한

국의 꾸르실료가 각 대륙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수원교구는 2009년 7월 23~26일 중국 동북3성 꾸르실료를 실

시하여 북방선교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2013년 4월에는 동북3성 제1~3차 수료자 및 제4차 봉사 임원을 대상으

로 봉사자 연수 피정을 실시하여 꾸르실료 이후의 삶을 점검하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도록 하였고, 현재 제5차 꾸

르실료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의 정세불안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꾸르실료를 실시하지는 못하지만, 통일 후

의 북한선교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중국 동북3성 꾸르실료를 추진하고 있다. 

(6) 세계 꾸르실료운동과의 연계 

우리나라 대표단이 꾸르실료 국제회의에 참석한 것은 1972년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개최된 제3차 꾸르실료 세계

대회에 문창준 회장 외 3명이 참석한 것이 처음이었다. 이후 오랫동안 국내 여건 때문에 국제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다가 1986년 2월 21~2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꾸르실료 협의회에 참석하게 되

었다. 최용록 지도신부, 조규철 한국협의회장, 주희숙 부회장, 김경숙 전 여성부장 등 대표단은 우리나라에서 실

시하고 있는 꾸르실료운동의 현황을 자세히 보고하여 각국 대표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제1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꾸르실료 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까지 꾸르실료운동을 실시하기 어려운 나라로 인식되었

던 것을 한순간에 바꿔놓은 것이었다. 이후 아시아태평양그룹 꾸르실료 협의회에 꾸준히 대표단을 파견한 우리나

라는 1992년 9월 24~27일 의정부 한마음수련장에서 제7차 아시아태평양그룹 꾸르실료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개최된 한국 꾸르실료 도입 25주년 기념 전국 울뜨레야에는 꾸르실료운동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에드와르

도 보닌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꾸르실료운동을 전해준 필리핀의 카이모 회장, 꾸르실료 세계협의회 의

장 제임스 로디, 아시아태평양그룹 회장 스탠리 페리 등이 참석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얼마나 커졌

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 

국제적 위상이 갈수록 커진 우리나라는 1994년 7월 꾸르실료 세계협의회(OMCC) 의장국이 되었다. OMCC 의

장에는 봉두완(다윗)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부회장을 위촉했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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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4차례 회의를 소집 주관했다. 1995년 8월 31일~9월 2일 서울 꾸르실료회관에서 개최된 제12차 OMCC회

의에는 4개 그룹 대표 12명이 참석하여 제5차 꾸르실료 세계대회를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하였다. 1997년 9월 30

일~10월 5일 의정부 한마음수련장에서 개최된 제5차 꾸르실료 세계대회에는 33개국에서 온 151명의 외국 대표

들과 100여 명의 한국 꾸르실료 지도자들이 참가했다. 4박5일 일정으로 진행된 제5차 꾸르실료 세계대회는 ‘오

늘날 꾸르실료운동의 도전과 투신’이라는 대주제 아래 ‘창시자들의 카리스마’, ‘꾸르실료운동에 대한 오늘날 세계

의 도전’, ‘이러한 도전들에 대한 응답’이라는 3개의 논제를 선정하여 영어·유럽·중남미 그룹들이 나누어 발표

하게 했다. 제5차 꾸르실료 세계대회에서는 결의문 성격의 문서가 채택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창시자들의 카리스

마가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꾸르실료운동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방법들

이 제시되었다. 성공적으로 제5차 꾸르실료 세계대회를 마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꾸르실료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2013년 호주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된 OMCC 제7차 World 

Encounter에서는 우리나라를 아시아태평양그룹(APG) 회장으로 선임했다. 우리나라의 APG 회장국 임기는 2017

년 12월까지였다.

(7) 꾸르실료 도입 40주년 기념 전국 울뜨레야 

2005년 개최된 제36차 꾸르실료 한국협의회에서는 ‘2007년 꾸르실료 도입 4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안건이 상

정되었다. 2차례에 걸친 한국협의회 총회와 수차례에 걸친 전국 주간단 회의, 교구 기획부장 회의, 교구 조직부장 

회의 등의 회의를 거쳐 ‘전국 연결 고리기도’, ‘전국발전위원회’, ‘40일 전국 도보성지순례’, ‘제15차 전국 울뜨레야 

개최’ 등 4대 기념행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전국 연결 고리기도

2007년 6월 6일 제주교구 주교좌 중앙성당에서 꾸르실료 도입 40주년 기념 전국 연결 고리기도 발대식 미사

가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와 18명의 사제 공동 집전으로 봉헌되었다. 중앙성당을 시작으로 제주교구의 3개 지역

으로 분산되어 고리기도가 진행되었으며 2007년 6월 10일에 각각 마산교구, 부산교구, 광주대교구로 인계되어 3

개 코스로 나뉘어 제15차 전국 울뜨레야가 개최되는 서울대교구로 향했다. 전국 연결 고리기도는 총 119일 동안 

22,923명의 꾸르실리스따가 참여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제15차 전국 울뜨레야의 성공적 개최와 한국 꾸르

실료운동의 발전을 바라는 염원을 담아 전국 꾸르실리스따들이 바친 기도와 지향은 2007년 10월 3일 서울 잠실체

육관에서 개최된 제15차 전국 울뜨레야 기념미사 때 각 교구를 대표하는 봉사자들에 의해 봉헌되었다.

② 전국 도보성지순례

2007년 8월 24일 제주교구에서 시작하여 40일간의 도보성지순례 완주 후 순례 당시의 복장으로 10월 3일 제

15차 전국 울뜨레야 행사의 입장식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전국 도보성지순례 준비팀은 2007년 7월 

13~25일까지 13일 동안 꾸르실료 도입 40주년 기념 전국 도보성지순례를 위한 경로를 답사하고, 각 교구에 참가 

희망자를 접수받아 최종 30명의 도보성지순례단을 구성했다. 40일간 총 1,123km의 길고도 험한 도보성지순례는 

각 교구 사무국 대표지도신부와 임원 등의 전폭적인 지원과 배려 및 많은 꾸르실리스따들의 구간별 동참으로 성황

리에 진행되었다. 전국 도보성지순례는 꾸르실료운동의 창시자들이 추구했던 정신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꾸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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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하는지를 생각하게 했으며 꾸르실리스따들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인천교구 꾸르실료의 자전거 순례

팀도 이날 행사장까지 자전거로 이동해 참가 꾸르실리스따들의 환호를 받았다.

③ 전국 발전위원회

꾸르실료 한국협의회는 40년간 계속되어 온 한국 꾸르실료운동을 평가하고, 꾸르실료운동의 정체성 확립을 위

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기념사업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발전위원회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한 조직을 구성했다. 각 교구별로 발전위원회 등의 별도 기구를 설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대구대

교구 발전위원회가 총 주관을 맡기로 했다. 교구별 발전위원회는 설문을 통해 꾸르실리스따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설문조사는 성직자·수도자는 물론 3박4일을 체험하지 않은 신자 등에게도 폭넓게 진행되었다. 총 41,270여 명에

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꾸르실리스따 78.8%와 성직·수도자 86.7%가 3박4일의 꾸르실료 이후 재교육과 참여 부

족이 꾸르실료운동의 본질적 성과를 낮게 하는 요인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발전위원회는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를 비롯한 각 교구 꾸르실료 사무국과 모든 꾸르실리스따들을 위한 개선안을 만들어 추진키로 했다. 또 조사하고 

연구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이를 제15차 전국 울뜨레야에서 2개의 롤료로 요약 발표했다(평신도 롤료 : 꾸르실

료운동 40년의 반성, 성직자 롤료 : 꾸르실료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

④ 제15차 전국 울뜨레야

2007년 10월 3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는 전국 15개 교구와 군종교구에서 모인 17,500여 명의 꾸르실리

스따가 참여하여 꾸르실료 도입 40주년 기념 제15차 전국 울뜨레야를 개최하였다. 서울대교구 염수정(안드레아) 주

교, 김운회 주교, 부산교구 황철수(바오로) 주교, 대만 까오슝교구 주교를 포함하여 사제 55명, 수도자 76명도 함께 

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15차 전국 울뜨레야에서는 도보성지순

례단에게 교황 축복장이 전달되었고, 전국 연결 고리기도 참여 및  전국 울뜨레야 참가자들에게 전대사의 특은이 

주어지기도 했다. 김운회 주교는 격려사를 통해 “지난 1967년 꾸르실료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래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수적인 발전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내적으로 더욱 알찬 꾸르실리

스따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염수정 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한국교회가 꾸르실료의 성장에 힘입어 ‘복음 

공동체’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꾸르실료운동에 특별한 역할을 기대하기도 했다. 

3) 한국 꾸르실료운동의 새로운 도전

꾸르실료 도입 40주년을 보낸 한국 꾸르실료운동은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청년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꾸르실료 실시와 다양한 형식의 재교육 프로그램의 실시였다. 

이는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한국 가톨릭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청년들의 복음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과 함께 급속히 고령화되어 가는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한 진단에서 나온 것이었다. 또한 영원한 제4일의 꾸르

실료를 살아가는 꾸르실리스따의 지속적인 쇄신을 위해 꾸르실리스따 재교육의 필요성이 점점 더 강해졌기 때문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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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꾸르실료 실시

우리나라에서 청년 꾸르실료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84년 대구대교구 청년 제1차 꾸르실료를 실시하면서부터

였다. 1970년대 후반, 대구대교구 꾸르실료 사무국은 남녀 대학생을 주축으로 하는 청년 꾸르실료를 검토하기 시

작했다.(『울뜨레야』(1985년 3월 29일, p. 4, 「청년 꾸르실료의 성과와 전망」 참조 / 최옥식 대구대교구 교수부장). 주간단과 교수

부 임원들은 ‘Leader’s Manual’ 서언의 내용과 본래 꾸르실료운동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좋은 결과를 거

둔 후, 점차 성인 남성 꾸르실료로 확대되어 갔다는 역사적 사실에 주목했다. 그러다가 1984년 한국 천주교회 200

주년을 맞이하며 대구대교구가 내걸었던 ‘청소년의 해’를 계기로 청년사목에 중점을 둔 이문희(바오로) 대구대교구

장이 청년 꾸르실료 실시의 결단을 내렸다. 처음으로 실시한 탓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청년 

꾸르실료의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쉽게도 현재 대구대교구는 청년 꾸

르실료를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대구대교구가 청년 꾸르실료를 실시한 이후 진행한 평가에서 논의되었던 것들은 

우리나라에 청년 꾸르실료가 정착하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되었다. 2000년에는 서울대교구에서 청년 꾸르실료를 실

시했다.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사무국은 청년 꾸르실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1998~1999년에 실시된 서울대교구 남

녀 성인 차수에 청년들을 참가하게 하여 꾸르실료 3박4일의 프로그램이 청년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실시 이후 회의를 통해 교회와 꾸르실료운동의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청

년들을 위한 독자적인 꾸르실료 실시를 결정했다. 서울대교구에서 실시한 청년 꾸르실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서 대전, 부산 등 타 교구에서도 청년 꾸르실료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2005년 서울대교구에서 분리된 의정부교구

는 2006년 1월부터 의정부교구 청년 꾸르실료를 실시하고 있다. 각 교구의 청년 꾸르실리스따들은 청년 울뜨레야 

등의 행사를 통해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재확인하면서 환경의 복음화를 

위해 일하는 크리스천 리더가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각자의 본당과 환경 속에서 복음화의 일꾼으로 일하던 청년 꾸르실리스따들은 ‘한국 순교자 123위 시복 미사’를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한 2014년, ‘교황 프란치스코 방한 준비위원회 산하 봉사자분과’ 요청에 따라 8월 15

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미사’에서 안내 봉사자로 일하며(서울 290여 

명, 의정부 60여 명) 시복미사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해냈다. 청년 꾸르실리스따

들은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면서, 교회가 필요로 할 때에는 교회의 미래

를 짊어진 크리스천 리더로서 교회 일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 꾸르실료운동의 당당한 하나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대전·의정부교구에서 실시하는 청년 꾸르실료는 혼성으로 진행되고 있다. 

(2) 실버 꾸르실료(어르신 꾸르실료, 은총 꾸르실료)

실버 꾸르실료(어르신 꾸르실료)는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 사회의 특징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낸 것

이라 할 수 있다. 2006년 10월에 춘천교구 어르신 제1차 꾸르실료가 시작되었고, 부산교구는 2009년 10월 8~11

일 65세에서 75세까지의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하는 은총 제1차 꾸르실료를 실시하였다. 몇몇 교구에서 실시하던 

실버 꾸르실료는 2013년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주간단회의에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교회 안에서 꾸르실료

운동의 역할에 대한 의제로 논의되기도 했다.

마산교구는 2014년부터 실버 꾸르실료를 실시하고 있다. 65~80세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 꾸르실료는 꾸르실료

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신앙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고 있어 고령화시대를 맞이하는 한국교회의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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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풀어갈 좋은 대안이 되고 있으나, 참가자 본인은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주위에서 실버 꾸르실

료 참석을 권유하는 데서 오는 반감이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다. 실버 꾸르실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실버 

꾸르실료는 한국 꾸르실료운동의 새로운 대안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면서, 아직 실버 꾸르실료를 실시하지 않는 일

부 교구 중에는 이를 준비하는 교구도 생겨나고 있다.

(3) 꾸르실료 재교육 프로그램 실시

꾸르실료 재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는 도입 초기부터 제기되어온 문제로 많은 교구들이 일찍부터 각 교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대구대교구는 1975년에 6차례의 포스트 꾸르실료를 실시했고, 서울대교구도 1986

년에 제1차 꾸르실리스따 재교육을 실시했다. 마산교구는 1996년에 제1차 성장 꾸르실료를 실시했고, 부산교구는 

2001년 10월에 제1차 심화 꾸르실료를 실시했다. 의정부교구는 2010년부터 1박2일의 회심 꾸르실료를, 인천교구

는 2012년에 ‘에스꾸엘라’라는 이름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광주·수원·안동교구 등에서도 다양한 형태

의 꾸르실리스따 재교육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다. 롤료와 나눔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1박2일 혹은 2박3

일간의 프로그램뿐 아니라 꾸르실리스따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정도 많은 교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재교육 

프로그램은 꾸르실료 이후의 삶을 꾸르실리스따들이 스스로 점검함으로써 무뎌진 신앙생활, 소명의식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1년 과정으로 진행되는 재교육 프로그램으로는 1,000여 명 이상의 교육생을 배출

한 서울대교구의 지도자 양성과정(구, 리더스쿨)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대교구에서는 2018년

부터 2박3일 과정으로 ‘꾸르실리스따를 위한 꾸르실료(CDC)’를 실시하고 있다.  

4) 세계 꾸르실료운동의 중심, 한국

(1) APG 의장국으로 재선임된 한국

아시아태평양그룹(APG), 꾸르실료 세계협의회(OMCC) 의장국으로서 세계 꾸르실료운동 발전에 힘써온 한국이 

또다시 APG 의장국으로 선임되었다.한국의 APG 의장국 선임은 2013년 11월 20~24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

된 제7차 꾸르실료 세계대회에서 결정되었다. 제7차 꾸르실료 세계대회에 참가한 개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활동보고를 했다. 15분 정도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끊임없이 쏟아지는 세계 각국 꾸르실료운동 대표

자들의 질문 때문에 발표시간이 40분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각국 대표자들은 한국이 꾸르실료운동 도입 46년 동안 3,896회의 단위 꾸르실료를 통해 184,349명의 꾸르실리

스따를 배출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 많은 국가들이 1년에 기껏해야 10회 남짓한 꾸르실료를 실시하는데, 한국

은 2013년 한 해에만 총 115회의 꾸르실료를 통해 5,531명의 꾸르실리스따를 배출했다는 사실이 충격 그 자체였

던 것이었다. 세계 각국의 꾸르실료 임원들이 가장 놀란 점은 청년 꾸르실료에 관한 것이었다. 신자 감소 특히 젊

은 신자의 감소로 대부분의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 꾸르실료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한국 꾸르실

료운동의 보고는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3박4일 꾸르실료 일정이나 꾸르실료운동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

면서도 젊은이들의 특성에 맞게 업그레이드된 청년 꾸르실료 프로그램을 확인한 OMCC 등 각국 꾸르실료 대표와 

임원들은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꾸르실료의 노하우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고, 꾸르실료 한국협의회는 한국 

청년 꾸르실료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OMCC에 전달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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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G 의장국으로서의 한국의 활동

APG 의장국인 된 한국은 회원국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전용 이메일 계정을 개설하고 OMCC 소식지

를 회원국에게 전달하는 한편, 2014년 9월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개최되는 지역 대표 모임에 참가하여 『꾸르실료

운동의 기본사상』 개정작업에 우리나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6년 6월 17~18일 쿠바 시엔후에고

스(Cienfuegos)에서 열린 ‘OMCC 세계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을 비롯한 APG 국가 꾸르실료운동의 현황을 

보고하는 한편, 『꾸르실료운동의 기본사상』 보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OMCC 영적 지도자와 각 지역 그룹 대

표자들에게 호평을 듣기도 했다. 한국 대표단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롤료 교본에 언어와 표현상으로 어색한 부분

이 많다고 지적하고, OMCC 차원에서 각 나라의 롤료 교본 목록을 제공하거나 좋은 교재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

했다. 쿠바 ‘OMCC 세계 대표자 회의’에서도 많은 대표자들이 한국의 청년 꾸르실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빠른 

시일 안에 OMCC를 통해 추가 자료를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2017년 5월 5~6일 포르투갈에서 열린 제5차 세계 울뜨레야가 개최된 기간 중에는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APG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호주를 차기 APG 의장국으로 선임하고, 베트남을 APG의 새로운 회원국으로 승인했다. 새

로 선출된 호주 꾸르실료 대표는 “지난 4년 동안 APG의 꾸르실료운동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한국 꾸르실료 사무

국에게 감사드린다.”며 “모범적으로 APG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해온 한국 꾸르실료 사무국처럼, 회원국 간에 원

활한 소통과 지원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꾸르실료운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

혔다.

3. 현실과 전망

2017년에 도입 50주년을 맞은 한국 꾸르실료운동은 지난 50년의 역사를 성찰하며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중심에는 꾸르실료운동에 부여된 은사에 충실하면서 쇄신을 통해 꾸르실료운동을 

새롭게 변화·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 한국 꾸르실료운동은 지난 50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도 ‘저는 그리스도의 은총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환경을 복음화하는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는 본연의 역할

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 

꾸르실료 참가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각 교구는 외적 성장에만 치우쳤

던 지난날을 반성하면서 기존의 꾸르실리스따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꾸르실리스따의 내적 

성장에 중점을 두며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꾸르실료를 실시하는 등 

보다 개방적으로 꾸르실료를 운영하면서 참가자 감소로 인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고, 청년 꾸르실료를 실시하

며 한국 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크리스천 리더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국 꾸르실료운동 50년을 되돌아보는 것은 지나간 역사에 대한 추억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열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 꾸르실료운동은 한국 평신도운동의 중심으로서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

었지만, 비밀주의적인 ‘우리끼리’의 운동이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함께하

는’ 운동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꾸르실료운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늘 쇄신한다는 마음가짐

으로 현시대적 상황을 숙고하면서 교구와 본당과 사회와 더불어 호흡하면서, 그 환경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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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활력 넘치는 꾸르실료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꾸르실료운동은 지속적으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응답을 해 나가게 될 것이고,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참여하여 환경을 복음화하는 누룩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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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Work of Mary, Focolare Movement)

1. 개  황

•소재지 : 남자-(04002)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39-9 (한국본부)

             Tel (02) 332-1010 / Fax (02) 337-2131

             여자-(04607) 서울시 중구 다산로21길 27-9 (한국본부)

             Tel (02) 2232-2460 / Fax (02) 2237-1433

•설립 연월일 : 1943년 12월 7일

•한국 진출일 : 1969년 10월 23일(여자), 1974년 5월 23일(남자)

•대표(회장) : 임종태(아우구스티노), 쿠미코 코바야시(레나타) 

2. 사업회 약사 및 주요 활동

1) 포콜라레 운동은 어떤 단체인가?

1943년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트렌트(Trento)에서 끼아라 루빅(Chiara Lubich, 1920~2008년)에 의해 

창설되었다. 이 운동은 시작되자마자 즉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여 1950년대에는 이탈리아는 물론 전 유럽 지역

과 남북 아메리카 대륙으로 전파되었다.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평신도는 물론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열렬히 이 운동에 호응하였으므로 1962년 교황청에서는 교령으로 ‘마리아사업회’라는 이름으로 이 운동을 공식 인

준하였다. 공식 이름은 마리아사업회이지만 이 운동이 창설될 당시 주위 사람들이 붙여준 ‘포콜라레(Focolare)’라는 

이름도 그대로 인준해 주었으므로, 지금도 ‘포콜라레 운동’ 혹은 ‘마리아사업회’라고 불린다. 이 운동은 교황청에 

의해 국제 신심단체로 인준된 다음에도 확산을 거듭하여 1960년대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오세아니아에 전파되

었으며 지금은 전 세계 182개국에 퍼져 있고 회원은 수백만 명에 이른다.

포콜라레라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벽난로’라는 뜻이다. 당시 이 운동의 공동체 분위기가 추운 겨울날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와 따뜻하게 타오르는 벽난로 주변에 모여 앉아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붙여준 별칭이다. 포콜라레 운동은 종교를 초월하여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가톨릭교회

뿐만 아니라 타교파 그리스도교 신자들, 불교·이슬람교 등 이웃 종교 신자들, 그리고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들 사

이에 일치를 찾아가는 길을 열고 있다. 모든 회원들은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

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성부께 드린 간절한 기도를 삶의 목표로 삼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추구하셨던 모든 것을 집약한, 예수님의 유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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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도 할 수 있다. 즉 복음적 사랑을 실천하면서 가정, 직장, 학교, 본당 등 각자가 속해 있는 사회의 한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염원하신 이 ‘일치’를 실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포콜라레 국제 홈페이지 : http://www.focolare.org

•포콜라레 한국 홈페이지 : http://www.focolare.or.kr

한국마리아사업회가 태동한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하여 온 과정을 보면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

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마르 4,31-32)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다. 

2) 태동기 : 작은 씨가 뿌려짐

1966년 수원교구 심영택(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는 우르바노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던 중 포콜라레 이상

을 알게 되었다. 당시 그는 수원교구장 윤공희(빅토리노) 주교에게 자신이 사제로서 잘 살기 위해서는 공부보다 크

리스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우고 체험하고 싶다며 포콜라레가 세운 소도시 로피아노(Loppiano)에서 지낼 

수 있기를 청하여 그곳에서 1년 동안 생활하였다. 1967년 2월 귀국한 심영택 신부는 3월에 서울 혜화동 성당에서 

첫 모임을 갖게 되었고, 그곳에서 학교 친구들, 본당 신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모여 서울에 첫 공동체를 형성하

기 시작하였고, 수원지역에도 또 다른 공동체가 태어났다.

1968년 여름 필리핀 포콜라레에서 몇 명이 한국을 방문하여 합정동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에서 1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첫 번째 마리아폴리(Mariapoli)를 하였다. 여기에는 주로 서울에서 모임에 참여하던 사람들과 수원의 젠들, 

신학생도 참석했다.

3) 씨앗의 발아 : 포콜라레가 서울에 둥지를 틀다

1969년 10월 23일, 마침내 3명의 여자 포콜라리나들이 한국 포콜라레 본부를 열기 위해 한국에 와 서울 통인동

에 새로운 둥지를 틀게 되었다. 그리고 1974년 5월에는 남자 포콜라리노 2명이 도착하여 서울 합정동에 남자 본부

를 개설하였다.

포콜라레 회칙에는 원래 3명이 한 포콜라레를 이루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포콜라리노는 합정동 숙

소 창 너머로 보이는 절두산성지에 세워진 김대건 신부 동상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한다. “신부님, 저희

들은 비록 두 명이지만 한국 땅의 첫 신부님이신 당신께서 저희들과 함께 한 포콜라레를 이루어주세요.”

4) 성장기

1970년 7월 포콜라레 본부가 열린 다음해 마리아폴리에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대전 오류동 동정성모회(현 예

수수도회) 수도원에서 열린 이 모임에는 300여 명이 모였는데, 당시 서울대교구장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 수원교

구장 윤공희(빅토리노) 주교, 인천교구장 나길모(굴리엘모) 주교, 왜관 베네딕도 수도회 오토 아빠스가 마리아폴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시민으로서 기쁘게 참석하였고, 성공회 사제 한 분도 동참하였다.

1974년부터 1978년까지 춘천 성심여자대학에서 마리아폴리가 열려 전국에서 9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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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거듭할수록 참가 신청자가 급속하게 늘어남에 따라 한 장소에서 한 번에 다 수용하기가 어려워 매년 3차에 

걸쳐 3박4일간의 마리아폴리가 열리고 있다.  

1971년 1월에는 포콜라레 회원들을 위한 편지 형태의 월간지 『소식』을 창간하였다. 생활말씀, 경험담, 소식 등을 

타자기로 8페이지 분량으로 편집하여 350부를 프린트했다. 1977년 6월부터는 『그물』이라고 제호를 바꾸고 분량을 

늘여 발간하고 있다. 2010년 9월부터는 ‘도서출판 벽난로’라는 출판사로 책을 내기 시작하였다.

1981년 12월 31일에는 창설자 끼아라가 한국을 방문하였다. 끼아라는 12월 31일 김수환 추기경을 예방했고, 이

듬해인 1982년 1월 4일에는 교황청 대사관에서 김수환 추기경, 교황대사, 그리고 한국의 여러 주교들을 만나 환담

하였다. 

이제 한국에는 동북아시아지역 남녀 본부, 서울·대구·광주에 여자 포콜라레, 서울·대구에 남자 포콜라레, 그

리고 영성센터로 경기도 의왕시 원골로 64에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폴리센터’(Tel 031-456-7423)가 있다.

•서울 포콜라레 남자 본부 :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39-9 / Tel 02-332-1010

•서울 포콜라레 여자 본부 : 서울시 중구 다산로 21길 27-9 / Tel 02-2232-2460

•대구 포콜라레 남자 본부 : 대구 수성구 천을로 13 / Tel 053-523-4822

•대구 포콜라레 여자 본부 : 대구 남구 큰골 1길 27 / Tel 053-651-2739

5) 가지가 뻗기 시작함

(1) Gen(New Generation) 운동

포콜라레 운동에는 젊은이들을 위한 모임이 있다. 새로운 세대(New Generation)라 하여 ‘Gen’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어린이로부터 시작하여 20~30대까지의 젊은이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일치의 

이상을 적극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한 젊은 여성 끼아라 루체 바다노(Chiara Luce Badano, 

1971~1990년)는 전적으로 일치의 이상을 살다가 불과 19세의 나이로 요절했지만, 20년 후인 2010년 9월 25일 로마

에서 복자로 선포되었다. 

우리나라에도 이 운동에 적극 호응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그들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겨울에는 연탄을 사

서 극빈한 가정에 드리고, 큰 자연재해를 당한 나라를 돕기 위해 다양한 자선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들은 일치의 

이상을 살기 위해 묵상하고 삶의 경험을 서로 나누고 있다. 2018년에 이들이 행한 뜻 깊은 행사 하나를 소개한다. 

“일치를 향한 젊은이 운동은 금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젠의 축제에 20대 이상의 젊은 친구들 약 160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축제는 2018년 7월 6일부터 8일까지 8,000여 명의 전 세계 젊은이가 참여한 가운데 

마닐라에 있는 World Trade 센터에서‘Beyond all borders(모든 장벽을 넘어)’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 대

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본 대회가 열리기 전 우리나라,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

아 등지에서 Pre-Gen Fest를 개최하였습니다.

서울에서도 7월 2일부터 5일까지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이 남미 청년들과 함께 Pre-Gen Fest를 열었습

니다. 외국 청년들을 위한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인 동양화 부채 만들기, 경회루 만들기, 아카펠라로 아리

랑 부르기를 하였는데 외국 청년은 물론 우리나라 청년들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각 조별로 같이 저녁 메뉴

를 고르고, 홍대에서 카페를 가는 시간에 자연스레 소수의 인원이 주제에 맞는 얘기를 나누면서 많은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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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습니다. 

DMZ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가 처한 분단의 아픔을 체험하였고, 창경궁·국립 현대미술관·돈의문 박물관 

마을 등을 방문하면서 우리는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Pre-Gen Fest가 끝난 

다음날인 6일 우리는 마닐라에 도착하였습니다. 필리핀의 빈부격차를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지만, 길바닥에

서 자는 많은 노숙자, 깡통을 장난감 삼아 노는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보았을 때 우리는 상당한 충격을 받

았습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이번 Gen Fest에서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직접 참여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짧은 시간인데도 ‘사

랑은 마음속 깊이까지 완전히 녹이는 불꽃’이라는 각 나라 언어로 보여준 메시지를 대회가 끝날 때 마음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끼아라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이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우리는 각 나라가 처한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그 장벽을 넘기 위해 자기 나라에서 청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필리핀의 작은 도시인 타가이타이(Tagaytay)로 이동해서 참여한 Post-Gen Fest는 젊은이

들이 어떤 것을 실천할 수 있을지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환경·미디어·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워크숍

에 참여한 젊은이들은 전문가들의 강연, 그룹 토의, 프레젠테이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직면한 언어의 장벽

을 넘는 노력부터 시작해 우리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살펴보는 것까지 4박5일

의 시간을 알차게 보냈습니다.”

(2) 새 가정운동

가정 안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부부 사이의 사랑과 일치를 키우며 혼인성사의 가치가 최대한 드러나도

록 노력하고 있는 새 가정운동은 자신의 가정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혼이나 별거 중에 있는 가정을 돕고 국적

을 초월해서 고아들을 지원하는 한편, 고통 중에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가정을 돕고 생명운동(낙태 반대 등) 활동에

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운동은 마리아사업회 여러 대중운동의 하나로서 1967년에 시작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

람이 많아져 현재는 약 20만 명 이상이고, 그들 주변에는 매우 방대하고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협조자들이 

있다.

이 운동에 속한 가정들은 진정한 인간관계 속에서 일치를 이루려고 노력하며 세대 간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

고 노인들의 역할을 재발견한다. 이 가정들은 각자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 부부가 개별적으로 하

느님을 선택하며, 이것이 그들 삶의 뿌리가 된다. 이러한 뿌리에서 자라난 새 가정운동은 수많은 가정들의 상처(이

혼, 별거, 독거노인, 고아, 소외된 사람들)를 치유함으로써 마리아사업회의 목표를 실현시키는 데 협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새 가정운동은 1969년 마리아사업회가 도입된 이래 작은 모임과 피크닉 등을 통해서 일치의 삶을 나누

던 중 1990년 정식으로 발족했다. 처음 다섯 가정으로 시작한 한국 새 가정운동은 2018년 현재 전국에 130여 가

정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젊은이들과 약혼자들에게 이 운동 고유의 경험과 전문성을 제공함으로

써 그들이 각자에게 세우신 하느님의 계획을 알아보며, 또한 다른 젊은이들에게 이에 대한 증거자가 되도록 돕고 

있다. 이 밖에 매년 10월 초에 열리는 ‘새가정학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다.

대외적인 활동으로 ‘원격 지원활동’과 몽골교회를 돕고 있다. 원격 지원활동은 레바논의 전쟁고아를 돕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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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활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부터 시작해 현재 약 150가정이 브라질과 옛 유고슬라비아 지역, 그리고 

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어린이와 어머니를 돕고 있다. 이 활동은 아이들을 다른 나라로 입양하기보다는 그 아이들

이 태어난 문화와 환경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생명의 복음」 93항 참조)에서, 

한 어린이가 의식주 걱정을 하지 않고 기본 교육을 받으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1년분 금

액을 보내주면서 원격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 설립 25주년을 지낸 몽골교회를 위한 복음화 활동은 몽골 주재 교황대사를 겸임하고 있는 주한 교황

대사의 요청으로 2005년부터 포콜라레 운동이 참여하고 있다. 그 후 2009년부터는 새 가정운동에서 해마다 몽골

에 3~4가정이 파견되어 몽골 현지 본당 순회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회원들은 이미 파견된 다른 수도회나 선

교 사제들과 일치하여 물질적·정신적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리고 지역적·문화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일치점을 찾기 위해 그들의 문화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어려움과 기쁨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3) EoC(Economy of Communion)

2017년 2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EoC(Economy of Communion) 창설 25주년을 맞아 이에 동참하는 기업인들과 학

자들을 바오로 6세 홀로 초대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EoC의 역할에 대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다음

은 그 말씀 중 일부이다. 

“경제(economy)와 나눔(communion). 이 두 가지 단어는 오늘날의 문화에서는 상당히 상호 분리되어 있는 개념

이고, 종종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은 이 두 단어를 하나로 일치시켰는데, 이

는 25년 전 끼아라 루빅이 브라질에서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청했던 바를 여러분이 잘 맞아들임으로써 가능했습

니다.”

“자본주의는 자선사업과 독지(篤志) 활동은 할 줄 알지만, 친교와 나눔(communion)은 할 줄 모릅니다. … 여러분

은 사람을 죽이는 경제에 ‘아니오’(no)라고 하고, 사람을 살리는 경제에 ‘네’(yes)라고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EoC는 함께 나누고 가난한 이들을 포용하는 경제, 친교와 나눔을 창출하기 위해 이윤을 활용하는 경제이기에, 사

람을 살리는 경제입니다.”

1991년 브라질을 방문했던 끼아라는 상파울루(Sao Paulo) 시가지를 가로질러 가면서 거대한 빈민가로 둘러싸여 

있는 도심의 빽빽한 초고층 건물들의 모습을 보고 그때까지 포콜라레 운동에서 실행되어 왔던 회원들 사이의 재산

공유가 거대한 빈곤 앞에서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사회정의 교서 「백 주

년」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곳의 소도시 부근에 고용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인 기업체들을 세우자고 브

라질의 포콜라레 회원 20만 명에게 제안하면서 태어난 것이 EoC의 시작이었다.

우리나라에도 여기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소수이고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아주 적은 실

정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세상의 거대 자본에 비교해 볼 때 매우 적은 규모의, 소수의 기업들이지만 … 삶의 

본질의 변화는 숫자가 많은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소금과 누룩의 특성이 변질되지 않는다면, 소량의 소금과 

누룩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한 프란치스코 교황 말씀에 힘입어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EoC 정신을 철

저히 사는 기업이 기존의 기업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주는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대전 성심당 이

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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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EoC에 관한 국제 세미나에 참석한 우리 부부는 왜 빵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착한 빵집으로서가 아니라 빵을 통해 이타주의의 삶과 보편적인 형제애를 살아야 한다

는 강한 메시지를 느끼며 다녀오자마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는’ EoC 정신의 첫발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마태 18,20)는 복음 말씀을 살면서 빵집 안

에서의 모든 결정이나 노선에 두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우리 사이에 예수님을 모시자.’라고 말

을 하며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말에 이르러 신도시 개발 등 대외적인 환경변화와 내부적인 어

려움까지 겹쳐 많은 부채와 매출하락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oC 정신

에 따라 투명경영과 정확한 세금납부 등등을 지켜나갔지만 어려운 회사 상황에서 세금을 100% 내는 일은 쉽

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회사는 점점 불어나는 은행의 부채이자 상환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

면서 힘겹게 해쳐나가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공장에 화재가 나 전소하자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듯했

습니다. 그러나 화재 다음날 직원들은‘잿더미가 된 우리 회사 우리가 살리자’라는 팻말을 걸어놓고 한마

음이 되어 그들 스스로 화재복구 작업을 하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직원들은 오히려 더 회사에 대한 

사랑으로 점점 더 한 가족이 되어 갔습니다.

그동안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경영하고자 노력했던 경영주의 마음에 직원들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어

려움이 닥칠 때마다 성심당의 사훈인‘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깊이 바

라보았습니다.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EoC 기업정신, 그리고 창업주가 지닌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성

심당은 대전의 정서를 담은 향토 빵집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드는 비결을 

물을 때 임영진 대표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드는 빵이 어찌 맛없을 리가 있겠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제가 EoC 기업정신을 몰랐다면 저는 한 명의 성공한 착한 빵집 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EoC 정신을 알고 난 후 단순히 빵을 파는 것을 넘어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몫을 할 

수 있게 되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EoC 정신을 바탕으로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윤의 15%를 직원들과 나누며, 직원들에

게 나눈 금액의 20%를 어려운 나라의 이웃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많은 부채를 다 상환하였습

니다. 

62년 전 밀가루 2포대로 시작한 찐빵집이 이제 직원 400여 명이 넘는 한 도시의 빵집으로 성장하여 경영자

들이나 학자, 외국의 빵집에서도 세상의 방식과 다른 성심당의 경영방식을 배우러 옵니다. 단지 성공한 빵집

이 아니라 빵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들 사이에 가난한 사람은 없었다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조금씩 실현하고자 합니다.”

(4) 새 인류 운동

프란치스코 교황은 “예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도 구원하셨지만 사회적 관계도 구원하셨다.”(「복음의 기쁨」 178

항)고 하였다. 2018년 5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포콜라레 운동이 세운 소도시 로피아노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새 인류 운동은 매우 중요한 포콜라레의 대중운동 중 하나

이다. 

포콜라레 운동의 창설자 끼아라 루빅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모든 이가 하나가 될 때 인류가 하나의 가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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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새 인류 운동이란 각자가 속한 사회 안에서 복음적인 삶을 통해 일치를 이루어 하

나의 인류 가족의 형성을 실현해 가는 대중운동이라고 설명하였다.

새 인류 운동은 사회 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치의 정신으로 점차 그들이 속한 환경을 하느님께서 원하

시는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도록 돕고 있다. 새 인류 운동 안에는 ‘경제와 노동 분야’, ‘민족, 종족, 문화들 

간의 관계 분야’, ‘사회 윤리, 정의와 권리 분야’, ‘사람과 환경의 건강 분야’, ‘사회 조화와 예술 분야’, ‘교육과 문화 

분야’, ‘사회 커뮤니케이션 분야’, ‘정치, 공공 행정 및 세계성 분야’가 있다. 그리고 각 분야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 속한 사람들과 협동함으로써 하느님의 크신 사랑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 인류 운동은 각 분야에 속한 사람들이 영역별 모임을 형성하여 그들이 일하는 분야에 일치의 

빛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교육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일 것이다. 새 인류 

운동에 적극 투신하고 있는 한 선생님의 이야기는 새 인류 운동이 거둔 아름다운 결실 중 하나이다. 

“저는 고등학교 국어 교사입니다. 겨울방학 보충수업으로 지쳐 있었던데다가 2월 말에 작은 수술로 인해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입학식 날, 문득 저처럼 아픈 학생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도움을 청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쓰라고 종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고통 속의 10대들을 만났습니다. 심한 천식으로 

어떤 때는 호흡이 어려워 급히 약을 먹은 후 집으로 가야 하는 아이, 아버지가 두려운 아이, 친구들의 놀림으

로 중학교 때 두 번이나 손목을 그은 아이…

끼아라께서‘사랑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입학식 다음날부터 저는 4개의 밀

대로 교실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수건걸레를 장착한 밀대로 먼저 먼지와 쓰레기를 한곳에 모으고, 더

러워진 곳을 수세미로 문지르고 난 후, 나머지 3개의 밀대로 힘주어 닦았습니다. 아침자습시간에 담임이 청

소를 하고 있는데도 떠드는 아이들, 움직이며 무언가를 먹는 아이들로 어수선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교

실을 닦으면서 넘어진 가방을 걸어주고, 아무렇게나 내려놓은 책들도 주워 책상에 올려주고, 비뚤어진 책

상 줄도 반듯하게 맞추어 주었습니다.‘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 안에 계신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청소합

니다.’,‘예수님 저의 고통도 봉헌합니다.’라고 기도하며 학생들을 사랑하기 위해 3월 내내 말없이 청소하였

습니다. 청소하는 저를 보고 어느새 아이들도 청소하는 법을 배웠나 봅니다. 청소시간만 되면 사라지던 아이

들이‘누가 여기 수세미 해줘. 내가 닦을게’‘우리 반은 빗자루가 필요 없어. 깨끗한 수건걸레만 있으면 돼.’

하며 각자 신나게 청소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작은 화분을 교실에 있는 제 책상 위에 놓기 시작하면서, 화분들이 하나씩 늘어갔습

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오면 저의 책상에 가득한 꽃들을 둘러본 후 자리에 앉습니다. 예수님은 어느새 저희 

반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는 반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몇 달 전 수업공개 행사를 추진하던 교감선생님은 모든 선생님들로부터 거절당하자 저에게 이를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교감선생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고민이 생겼

습니다. 3반 수업공개를 할 때 순서가 하필 중학교 때부터 교실 안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은 A였습니다.‘순서

를 바꿀까?’무척 고민이 되었지만, 혹 여기에‘하느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선

생님이 도와줄게. 발표해 보자.’는 말에, A는 놀랍게도 들릴 듯 말 듯‘할게요.’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A

의 등을 토닥여주었고, 어려워하는 그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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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시간에 발표하는 A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A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공개 수업시간. 아주 작은 소리의 A의 발표를 숨죽이며 들은 아이들은 힘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

른 선생님들은 자신의 수업 때와 다른 A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동영상과 사진을 받은 후 보내온 

A 어머니의 눈물 가득한 감사의 문자는, 수업이 어려움에 처한 학 학생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지의 소중한 

메시지를 모두에게 감동적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저의 다섯 번의 수업공개는 저희 학교 안에 작지만 조용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기피하던 연구회를 여러 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저는 새 교육과정으로 힘들어하는 동

료들이 찾아오면 즉시‘제가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어떻게 도와 드릴까요?’하며 끝까지 도와주는 교사로 변

해 있었습니다. A의 고통과 A 어머니의 십자가를 사랑해 주는 동안, 모두가 걱정하며‘아니다’라고 하던 A와

의 수업은, 하느님의 계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던 제게 새 인류의 밝은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5) 수원 행복마을

시작 : 무비자 이주노동자들은 병이 들어도 치료를 받을 길이 없다는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새 인류 운동본부는 

2003년 9월 21일 수원 청명고등학교에서 내과·정형외과·가정의학과·피부과·정신과·치과 등의 진료와 생필

품 판매, 법률상담 등의 봉사를 시작하였다.

발전 : 2005년부터 한국전력 경수로건설단은 자신들이 후원해 오던 북한 이탈주민들에게도 진료 혜택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그들도 행복마을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들은 영양부족과 탈북 과정 중에 입은 정신적·육체

적 아픔과 어려움으로 만성질환이 많았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웃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고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순번 다툼 등으로 봉사현장에서 잦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이웃 사람과 기다리는 동안

의 질서를 배려하는 행복마을 시민으로 변해 갔다. 또한 한국전력 경수로건설단의 봉사기금으로 마련된 ‘러브 미(

米)’라는 쌀을 행복마을 방문 북한이탈 주민들에게 싼 가격에 제공하게 되었고, 직장을 잃게 된 이주 근로자들도 쌀 

공급을 원해서 행복마을 방문자 모두에게 ‘러브 미’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2007년 한국전력 경수로건설

단 조직이 없어지면서 쌀 후원이 끊어져 자칫 ‘러브 미’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주변에 많은 선의의 후원

자 도움이 끊임없이 이어져 1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모자람 없이 ‘러브 미’ 봉사를 계속할 수 있음을 보면서 “주어

라. 받을 것이다.”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체험하게 되었다. 

늘어나는 방문자와 봉사(2007년~ )

이후로 기존 의료 파트, 법률상담 파트, 생필품 판매 외에 미용봉사·헌옷 판매·간식 제공·어린이 놀이교실

(토크 앤 플레이) 등 봉사 영역이 확대되었다. 봉사자도 청명고등학교 어머니 봉사단과 학생 봉사단, 경기교육자원봉

사단체협의회 차량봉사, 이화외국어고등학교 학생 자원봉사 및 차량봉사 등 포콜라레 회원 외에도 타종교 신자나 

비신자들도 사랑 속에 기쁘게 봉사하는 가운데 방문자 수도 100명 이상(2007년) 그리고 150여 명(2010년~)으로 늘

어나고, 봉사자수도 1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결실 : 포콜라레 서울 양천 구역 회원들이 같은 구역에 사는 북한이탈 주민들을 신년하례와 떡국 잔치에 초대해 

친교를 나누었는데, 참석자 중 한 분은 “남한에 온 지 10년이 되었지만 이런 따뜻한 자리에 초대받기는 처음이다.”

라고 했다. 또한 이날 함께 한 장혜숙(베르나데트) 할머니는 북한에서 4대째 천주교 집안으로 60여 년간 공산정권

에서 신앙을 지키다 탈북한 교우인데, 교황청 대사관에 근무하는 포콜라레 회원을 통해 바티칸에 건의하여 장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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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신앙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 축복장을 받는 기쁨도 나누었다. 그러다 보니 전에는 받아가기만 하던 북한이

탈 주민들이 어떤 날은 찐 옥수수를 싸들고 와서 함께 나눔으로써 감동을 주기도 하였고, 여름 복날에 봉사자들을 

집으로 초대해 보양탕을 나누기도 하고 자신이 모아온 의류와 생필품을 행복마을 봉사에 기증하기도 했다. 나아가 

요즘은 자발적으로 행복마을에 일찍 도착해 창고에서 짐을 함께 나르고 행사가 끝나면 뒷정리도 함께 하면서 큰 

힘이 되고 있다. 때로는 오래되어 고장 난 행복마을 옷 행거 대신 쇠파이프를 가져다 튼튼하게 용접한 행거를 만들

어주는 등 변화하는 방문자들의 모습이 모두를 기쁘게 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놀이교실(토크 앤 플레이)에서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전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던 다문화 가

정 아빠들도 차츰 방문이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수원교구 엠마우스 이주민 센터 주일 모임에서 주일마다 봉사하며 

행복마을에서 물품을 지원하기도 한다. 

퍼져 가는 행복마을

청명고등학교에서 시작한 행복마을은 현재 성남 마리아 마켓(성남시 신구대 다문화여성 센터), 수원 행복마을을 벤

치마킹한 논산 누르메 행복마을(논산 부창동성당)로 사랑의 불씨가 퍼져가고 있다.

(6)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MPPU : Movimento Politico per Unita)은 1996년 끼아라 루빅에 의해 이탈리아에서 시작되

었으며, 현재 유럽과 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 그리고 한국 등 20개국의 3,000여 명의 정치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보편 형제애를 정치현실에 접목하여 인류 가족의 일치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 운동은 새로운 정치문화를 이루는 

‘정치 활동의 국제적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은 정치는 사랑이며 다른 모든 사랑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랑 중의 사랑’이라고 본다. 정

치는 자기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이며 인류에 대한 사랑이므로, 정치를 한다는 것은 더욱 큰 사랑을 향해 나아

감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인류를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로 바라보고, 인간이 지닌 보편 가치들, 곧 평화, 생명, 정

의, 자유, 형제애, 자연보호 등의 가치들을 실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나라는 로마의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 국제본부와 네트워크를 이루며 정치를 통한 인류의 보편 형제애의 실현과 일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① 일치를 위한 정치 포럼

우리나라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에 속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이다. 2004년 제17대 국회에서 10명의 국회의원으로 

시작된 정기모임이 제18대 국회에서 ‘일치를 위한 정치 포럼’이라는 명칭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등록되었고, 19

대, 20대 국회에서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포럼에 동참하는 이들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념에 충실하면서도 

당론이나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앞서 인간이 지닌 보편적인 가치들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혼자서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을 정치의 우선적 대상으로 여긴다. 일치를 위한 정치 포럼은 그간 국

회의 일치와 평화를 위해 종교를 초월한 국회 연합 조찬기도회, 국회 평화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국회가 장기 파

행되거나 폭력사태가 일어날 때 함께 모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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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치를 위한 사회 포럼

‘일치를 위한 정치 포럼’의 외연이 확대된 연구 단체로서, 현역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 정당인, 지방자치단체

장,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공무원을 비롯하여 언론계·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의 지향

에 뜻을 함께하는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분기별 모임이다. 이를 통해 주체적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의 

고취를 통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참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③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상호존중과 경청의 정치문화를 위해 ‘일치를 위한 정치 포럼’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2010년부터 공동 

주최하고 있다.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교수들의 지도하에 대학생 모니터 단이 한 해 동안의 모든 국회의원들

의 공식 회의 발언을 분석·평가하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들의 동료 의원 추천, 국회 출입기자들의 여야 

대변인 추천 등을 통해 모범이 되는 국회의원들을 시상한다. 2018년 2월 22일에 제7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

어상 수상자를 선정, 시상하였다.

④ 일치를 위한 정치학교

‘일치를 위한 정치 포럼’과 ‘일치를 위한 사회 포럼’이 2010년부터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 국제 본부와 협력하여 

젊은이들을 위한 초당적인 학교로 국회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의 목적은 젊은이들에게 바람직한 시민의식

을 배양하고, 보편 형제애를 구현하는 미래의 참된 정치인을 양성하려는 데에 있다. 2013년부터 대구를 연결해서 

원격 강의를 병행하였고, 2015년부터는 대구와 전주를 연결해서 3원 강의를 하고 있다. 교수진은 일치를 위한 정

치운동 한국 본부의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일치를 위한 사회 포럼’의 학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이 운동의 취

지에 공감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사회 각계 전문가들도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 국제 홈페이지 : http://mppu.org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 한국 홈페이지 : http://mppu.kr

3. 현실과 전망

현재 마리아 사업회 안에는 어린이로부터 소년 소녀들, 젊은이들을 비롯한 성인 평신도들, 수도자들 그리고 성

직자들이 마리아 사업회의 이상을 살면서 각기 자기 신분과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서 이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인 

일치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홍콩 등이 동북아 지역으로 통합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2005년

부터 우리나라와 몽골 주재 겸임 교황대사의 요청으로 우리나라 새 가정 운동에서 몽골 지역 교회를 돌보고 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광활한데, 앞으로는 중국 대륙까지 한 지역으로 통합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지역의 크기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유럽 대륙이나 북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사람들

을 합한 것보다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유구한 역사, 그리고 종교적 전통에 대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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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소통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문제지만, 동북아 지역은 특히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공

해와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 마리아 사업회는 교회와 발맞추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

지만, 더욱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마리아 사업회의 특은 중 하나가 대화와 소통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남북 갈등도 

심하지만, 남남 갈등과 세대와 계층 간 갈등도 심각하다. 현재까지 마리아 사업회는 이를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전

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치를 위한 사회포럼>, 젊은이들에게 바람직한 시민의식과 보편 형제애를 배양하기 위

한 <일치를 위한 정치학교>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을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가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손을 잡고 일할 예정이다. 지나친 경쟁사회에서 힘들어 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지금까

지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분야의 이름난 전문가들과 손을 잡고 어떻게 하면 보다 복음적으로 이

들에게 더 많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준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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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Society of St. Vincent de Paul)

1. 개  황

•소재지 :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13호

•Tel (02) 778-4476 / Fax (02) 756-0465

•설립 연월일 : 1961년 1월 5일

•설립 인준일 : 1965년 3월 3일(파리 총본부 인준)

•회장 : 이충원(라파엘)

•담당사제 : 김영환(로사리오) 부산교구 사회사목국장

2. 협회 약사 및 주요 활동

1) 약사 및 주요 활동

(1) 한국 도입기

1953년 종전이 되었으나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최빈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청주교구의 충주 야현(현 교현동)본당 제6대 주임 Joseph Wilbur(한국명 옥보을, 메리놀 외방선교회 소속) 신부는 가

톨릭구제회(NCWC)를 통해 지원되는 구호물품, 본국의 후원자와 친인척들이 보내주는 자선금을 효과적이고 공정

하게 배분해 주기 위해 본당 자매들을 모집하여 1955년 5월 빈첸시오 지원협의회(support council)를 시작하였다. 

구호물자 배급과 물질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빈첸시오회 고유의 기도와 활동이 통합된 영성이 제대로 알려

지지 않고, 물질적 지원만 하는 단체로 대중들에게 잘못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빈첸시오 세계 총이사회는 1960년 3월 결의를 통해 선진 회원국과 가난한 회원국을 대상으로 자매결연 프로

그램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이사회가 한국을 돕기로 결정되었다. 1961년 1월 5일 뉴질랜드 국가이사

회 Gaynor 회장은 청주교구장 파디(J.V. Padi) 주교에게 빈첸시오회 설립을 공식으로 요청했고, 노기남 대주교와 

Gaynor 회장의 주관으로 1월 6일 장익(십자가의 성 요한) 신부(훗날 주교 서품)가 빈첸시오회 회칙을 번역하여 한국 

빈첸시오회 회칙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충주 야현본당에 한국의 첫 번째 빈첸시오회가 되는 ‘요셉협의회’(총이사회 승인 : 1961년 8월 11일, 초대회장 

박장익 요한 보스코, 영적 지도 강 미카엘 신부)가 설립되었다. 이어 서울교구에서 1961년 2월 명동성당에 협의회가 설

립되었다. 조성세(안드레아)가 초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지도신부에는 김옥균(바오로)신부(훗날 주교 서품)가 취임하

였다. 교현동본당을 시작으로 청주교구는 여러 곳에 빈첸시오회가 설립되었다. 오송·지현본당, 다음해에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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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괴산·내덕동본당에, 1963년 4월 20일에는 증평본당에 협의회를 설립함으로써 최초의 교구 단위 이사회를 

결성하였다.

청주교구 중앙이사회(교구 이사회)의 초대 회장에는 박태봉(요셉), 지도신부는 주은로(미카엘) 신부가 추대되었다. 

이사회 설립에 부응하여 한국 빈첸시오회와 자매결연을 한 뉴질랜드 국가이사회 Gaynor 회장이 한국을 두 번째

로 방문하여 구체적인 지원과 발전 방향을 의논했다.

한편 1964년 3월 광주대교구 계림동본당에 ‘필립보협의회’가 설립되었고, 초대 회장에 손석근(안드레아)가 선출

되었다. (빈첸시오회의 명칭은 본당의 주보성인 이름을 따른다.) 같은 해 인천교구 김포본당에 협의회가 설립되었고 초대 

회장으로 이형진(베네딕토), 지도신부에 황요셉이 추대되었다. 

1967년 7월 뉴질랜드 쏘네스회장이 방한하여 청주·서울·광주·인천·부산·춘천·전주 등 7개 교구와 자매

결연을 체결하고 빈첸시오회의 확장을 지원하였다. 1월에 춘천교구 운교동본당에 협의회가 설립되었고 초대 회장

에 이흥식(루소), 영적지도 오 후베르토 신부가 취임하였다. 9월에는 부산교구 중앙본당, 11월에는 전주교구 신태

인본당에 각각 교구 첫 번째의 협의회가 설립되었다. 협의회가 늘어난 서울대교구는 1967년 7월 중앙이사회를 설

립하고, 제2대 지도신부로 김몽은(요한) 신부로 추대하였다.

 1968년 뉴질랜드 국가이사회는 청주교구이사회와 청주시 사창동에 2천여평의 부지를 매입, 주택을 지어 무주

택자들에게 빌려주는 사업을 전개하였고, 훗날 청주교구이사회가 단독으로 주관 확장시켜 나갔다.

1971년 마산교구에 중앙동 ‘예수성심협의회’를 필두로 월남동 ‘파티마의 성모협의회’, 진해 ‘예수성심협의회’, 진

주 ‘그리스도의 모후협의회’가 동시에 설립되면서 교구 이사회를 설립하였다. 교구이사회의 초대 회장에 윤신길(

이냐시오), 지도신부에 이윤호(필립보)가 취임하면서 발전의 발판을 삼았다. 1972년은 광주와 전주를 아우르는 전

남북지구 이사회가 설립되었고, 초대 회장에 김병학(안토니오)을 선출하고, 지도신부로 최요한(요한) 신부를 추대하

였다.

각 교구에 빈첸시오회가 설립되자 국가이사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73년 8월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뉴질

랜드이사회는 러셀 회장이 방한, 한국이사회의 설립을 조언하고 추천하여 1973년 9월 총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이르렀다(아일랜드 더블린 총회). 이로써 1975년 2월 초대 회장 한병은(안드레아), 지도신부 호세 산도발을 추대하여 

한국이사회가 출범하였다.

(2) 초대(1975. 2.~1985. 6.) : 한병은(안드레아) 회장―한국이사회 설립의 초석

① 한국이사회 승인

전국 단위의 조직이 발족하면서 한국 빈첸시오회는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초대 영성지도를 호세 산도발 

신부가 담당하는 한편, 담당주교로 정진석(니콜라오) 주교(훗날 추기경)를 추대하고 춘계 주교회의 인준을 받는다. 교

구마다 영적 지도를 담당하는 담당사제가 있으나 전국 빈첸시오회의 영적 지도는 주교가 담당하는 전통이 시작되

었다.

② 파나스코대회

1975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두 번째 파나스코(PANASCO, 아시아태평양지역 빈첸시오대회)에 한병은 회장이 참

석하였다. 호주 시드니에서 처음 시작된 파나스코대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따라 변화하는 세계에 대처

하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빈부 국가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새로운 가난에 대처하는 빈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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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회의 활동방향 설정, 빈첸시오회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세미나와 훈련, 국제협력을 통해 저개발국가 빈첸시오

회가 자급자족의 상태로 성장하도록 돕자는 데 주요 목표를 가지고 열린다. 파나스코는 저개발국가와 선진회원 국

가가 자리를 함께 한 최초의 회의였고, 경제적 지원은 물론 회의 정체성과 영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를 만

들었다. 파나스코는 4년마다 개최지를 바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8월 15일 제5차 대회를 음성 꽃동네에

서 개최하여 오자남회관(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기공식도 함께 이루어졌다. 2018년 현재 8차 대회까지 진행되었고, 

2019년에는 홍콩에서 열린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약 40개국에서 대표단이 참가한다.

③ 빈첸시오회의 확장

춘천교구에 1974년 11월 교구이사회가 설립되었고, 광주가톨릭대학교 교수이던 박기현(실베스테르) 신부는 빈첸

시오회가(會歌)를 작사·작곡하여 회의 영성과 정체성, 활동을 고취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 회가는 현재까지

도 전국의 빈첸시오협의회 주회합과 행사 때 불리어지고 있다.

인천지구이사회가 1976년 설립되었고, 1977년에는 전남북이사회가 광주교구이사회와 전주교구이사회로 분리

되었다. 대전교구의 ‘대동협의회’(초대 회장 김염견, 지도신부 이규남 요셉)가 1979년 설립되었다. 제주교구에도 1979

년 10월 서문본당에 협의회가 도입되었고(회장 윤지홍 알베르토, 지도신부 이석민 크리스토포로), 부산교구에는 1982년

에 교구이사회(중앙이사회 회장 성문경 베드로)가 설립되었다. 1983년 11월에는 수원교구 조원동 주교좌성당에서도 첫 

협의회(초대 회장 김영태 안드레아, 지도신부 이종철 스테파노)가 설립되어 경기도지역의 빈첸시오회 발전의 초석이 되

었다. 1985년 5월 인천교구도 교구이사회(회장 김상준 아우구스티노)를 선출하고 지도신부로 박성규(베네딕토) 신부를 

추대하여 중앙이사회로 출범하였다. 

④ 재2대 회장으로 재임

1980년 5월 한병은은 한국이사회 회장에 재선되어 1985년까지 봉사하였다. 제2대 지도신부에는 인천교구 즈베

버(B. Zweber, 최 베네딕토) 신부가 추대되었다. 협의회와 회원들의 요청으로 주보성인의 전기를 한국어로 번역한 

『사랑의 사도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를 전국 회원에게 배포하는 한편, 영성교육을 실시하여 회의 정신과 활동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한병은 회장은 주교회의 사목전문위원으로 임명되어 봉사한다.

(3) 제3대(1985.7~1990. 2) : 최일(요한) 회장―한국 빈첸시오회 발전의 토대

한국이사회는 제7차 정기총회에서 인천교구 최일(요한)을 제3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전국 지도신부로 청주교구 

함제도(제라르도) 신부를 추대하는 한편, 지학순(다니엘) 주교를 제2대 담당주교로 추대했다(1985년 춘계 주교회의 임

명). 전국 빈첸시오회 조직은 아직 열악하여 한국이사회 사무실을 운영하기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많았으나 당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최일 회장의 사재출연으로 사무실을 마련하게 되었다. 

① 세계와의 교류 확장

1985년 8월 뉴질랜드 국가이사회 알란 맥네일 회장이 방한하여 각 교구이사회를 방문하였고, 9월에는 세계 총

이사회 아민타라치 회장이 방한하여 각 교구이사회를 격려했다. 1987년 3월에는 아시아지역 담당 부회장 클로드 

에뱅이 내한하는 등 한국 빈첸시오회의 성장은 아시아지역의 여러 나라 중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권장

되었다. 1989년 2월에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파나스코 3차 대회에 최일 회장이 참석한다. 10월에는 뉴질랜드의 

알란 맥네일 회장과 호주의 루퍼 허드슨 회장이 방한하여 광주·청주·속초·부산 등을 방문하고 빈첸시오회 활

동과 영성을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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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 속으로

1987년 춘계 주교회의는 제4대 담당주교로 박석희(이냐시오) 주교를 추대했고, 그 해 11월 14일 제4대  지도신부

로 김정남(바르나바) 신부가 취임하면서 최일 회장과 활발한 사회운동을 전개한다.

1989년 8월 ‘간병인회’를 조직하여 비용이 없어서 간병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에게 간병 기회를 제공하는 사

업이 시작된다. 1990년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 수녀회의 김명숙(아녜스) 수녀가 파견되어 상근하면서 간

병인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었다. 1992년 2월에는 강남성모병원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

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이 사업은 서울대교구·청주교구·인천교구·대전교구·대구대교구 등 전국으로 확

산 시행되고 있다.

(4) 제4~5대(1990. 3.~1996. 3.) : 임부빈(바오로) 회장―설립 30주년과 천사의 집

1990년 2월 제11차 정기총회는 제4대 임부빈(바오로) 회장을 선출하고 5년이던 회장 임기를 3년으로 개정하

였다. 1992년부터 김수환 추기경의 연례 사목방문이 시작되었다. 빈첸시오회의 영성전파와 활동에 영성가족 간의 

협력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한국이사회 담당수녀로 성 빈센트 드 뽈 자비의 수녀회에서 소현숙(요안나) 수녀를 파견

하였다. 임부빈 회장과 김정남 신부는 1992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총이사회에 참석하여 한국 빈첸시오회의 발전상

을 보고한다. 

1992년 9월 울진본당을 시작으로 안동교구에도 빈첸시오회가 도입되어 1996년 1월 안동교구이사회(초대 회장 이

상조 협 바오로, 지도신부 장현준 에프렘)로 발전한다. 1996년 1월 대전교구도 교구이사회를 설립하여 초대 회장에 정

규동(베르나르도), 지도신부에 황용연(바오로 예레미야) 신부를 추대한다.

한국이사회는 각 교구의 조직이 활성화되고 전국 단위의 사업도 여러 가지 전개하게 되면서 재정도 자립상태에 

이른다. 1993년부터는 세계 총이사회에 연대와 형제애의 표지로 국가이사회 분담금을 납부하기 시작했다.

① 30주년과 천사의 집

1990년 9월 23일 음성 꽃동네에서 한국 빈첸시오회 설립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30주년을 기념하며 

버림받은 아동들을 보호하고 돌보기 위한 ‘천사의 집’ 건립 기공식을 거행하고, 1993년 3월 30일에는 음성 꽃동네 

오웅진(요한) 신부에게 천사의 집 건립기금 3억원을 전달했다. 1994년 꽃동네에 봉헌된 천사의 집은 현재 미혼모

와 영아를 입양 시까지 한시적으로 돌보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2호 천사의 집은 광주대교구에, 3호 천사의 집

은 대전교구에 건립되었고, 해당 교구로 이관되어 사회복지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천사의 집 후원금은 빈첸

시오 후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가난한 이들, 국내외의 재해재난과 이방인(난민, 다문화 가정, 새터민)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② 빈첸시오합창단

1991년 1월 빈첸시오 활동을 홍보·지원하기 위해 여성합창단을 조직했다. 10월에 천사의 집 건립기금 마련 자

선음악회를 동성고 강당에서 개최했고, 1994년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파나스코대회에서 해외공연을 펼

쳤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기금마련 자선음악회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③ 가톨릭 미용인회

1991년 3월 전국의 이·미용 자원봉사자들을 규합하여 빈첸시오회 소속으로 가톨릭 이미용봉사단을 조직하

였다. 이들은 전국 각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이·미용 봉사를 통해 가난한 이들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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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파나스코 5차 대회 준비

1994년 11월 2~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파나스코 4차 대회’에 한국이사회 회장단 및 대표자10명이 참석

했다. 한국 빈첸시오회는 이미 상당한 규모로 성장해 외국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지원금을 해

결할 수 있을 만큼 재정적 자립을 이루었다. 각국의 대표들은 짧은 기간에 모범적으로 성장한 한국 빈첸시오회의 

사례를 모범으로 전파하고자, 40주년을 계기 삼아 한국에서 파나스코대회를 개최해 주기를 희망했다. 

한국이사회는 대전 살레시오회관에서 1995년 3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에 착수하여 8월에 전국 회원들

과 담당사제 모임을 개최하고 대회 개최에 대한 의견을 같이했다. 같은 해 10월 박청광(요한 보스코) 부회장을 비롯

하여 실무자 10명이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행사 준비와 운영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파나스코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설립자인 프레드릭 오자남의 시복을 위해 전국적으로 지향 기도를 바치기 시작하였다.

(5) 제6대(1996. 4.~1997. 4.) : 박청광(요한 보스코) 회장―파나스코 준비

1996년 3월 9일 한국이사회는 제17차 정기총회 및 대전교구 이사회 창립총회(경갑룡 주교 집전)를 대전 사회복지

관에서 개최하였다. 박청광(요한 보스코)을 제6대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파나스코 준비를 위해 전국 회장단 모임과 

담당사제 모임을 자주 개최하는 한편 회장단의 해외연수도 실시하였다. 박청광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1년

여를 봉사하다 1997년 4월 사임하였다.

(6) 제7~8대(1997. 4.~1999. 3.) : 하경철(람베르토) 회장―발전과 위기

이 시기에 한국이사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변혁기를 맞게 되었다. 각 교구 및 본당에 사회복지분과가 

신설되고 가톨릭 사회복지에 대한 이원체계 하에 상호보완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야 하나 혼선이 있어 상당수

의 빈첸시오협의회가 폐쇄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제6대 회장의 사임에 따라 담당사제단 대책회의(1996년 4월) 및 제18차 총회(1997년 6월)를 개최하여 제7대 하경철

(람베르토) 회장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회칙 일부를 개정하여 국가이사회와 교구이사회의 명칭을 각각 변경하였고, 

천사의 집 2호, 3호의 건립기금을 전달하는 한편 파나스코대회의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의견을 모았다. 1997

년 11월 천사의 집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자선음악회가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 음악회에는 산타마

리아 빈첸시오합창단, 고려교향악단, 망우동본당 어린이합창단 등 많은 음악인들과 회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

었다.

①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제6대 회장의 잔여 임기를 마친 하경철 회장이 제19차 정기총회(1998년 4월)에서 재선되었고, 제5대 지도신부로 

부산교구 김계춘(도미니코) 총대리 신부를 추대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사회 내부에서는 천사의 집 기금 및 간병

인회 운영주체 문제 등으로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었다. 1999년 3월 제20차 정기총회 때 춘계 주교회의 결정에 따

라 전국이사회 활동은 일시적으로 중지되었고, 1999년 4월 전국 교구이사회 회장들이 모여 비상대책회의를 구성

하였다. 비상대책회의는 1년여 동안 전국이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문제들을 파악하고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

적인 노력으로 전국이사회 후원금과 간병인회, 천사의 집 기금 등에 대해 회계자료집을 발간, 주교회의에 보고하

였다. 그리고 세계 총이사회의 한국 주교회의에 대한 건의와 함께 전국이사회에서 ‘한국이사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진정한 가톨릭 평신도 사도직 영성단체로 거듭 출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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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제21차 정기총회에서 제9대 회장으로 박청광(요한 보스코)을 선출하고, 파나스코 5차대회의 추진위

원을 임명하였다.

② 창립자 프레드릭 오자남 시복

1997년 8월 22일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SSVP) 창립자 프레드릭 오자남(Fredric Ozanam)의 시복식이 프랑스 

파리 노틀담 대성당에서 있었다. 시복식 주관자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청년시절 빈첸시오회원 이었다. 교황

은 강론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빈첸시안의 소명을 설명하고 프레드릭 오자남이 살아온 짧은 생애(1813. 4. 

23~1853. 9. 8) 동안 가톨릭 평신도로 훌륭한 가정생활의 모범을 보인 점과 대학자로서 문학·법학·종교적 학문

에 발자취를 남긴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젊은 동료들과 사랑의 딸 복자 로잘리 랑뒤 수녀와 함께 가난

한 이들을 위해 헌신했으며, 이들이 설립한 자선조직이 사랑의 실천으로 세상을 포용하리라는 원대한 비전에 대해 

경하했다. 전 세계 빈첸시안 가족과 대표자들이 참석했고 한국에서도 회장과 전국 회장단이 참석했다.

(7) 제9대(1999. 10.~2001. 12.) : 박청광(요한 보스코) 회장 / 하경철(람베르토) 권한대행―대북지원사업과 파나스

코 5차 대회의 한국 개최

1999년 10월 비상대책회의에서 선출된 박청광이 제9대 회장으로 취임했으나 곧바로 사임하면서(2000년 3월) 하

경철(람베르토)이 권한대행으로 한국이사회를 이끌게 되었고, 지도신부는 주교회의 사무처장 김종수(요한) 신부가 

담당한다. 원주교구 첫 빈첸시오회가 2000년 3월 황지본당에 설립되었다. 한국이사회가 운영하던 간병인회를 서

울대교구 이사회로 이관하여 빈첸시오 간병인회는 서울대교구 병원봉사부로 운영이 이관되었고, 각 교구 차원의 

간병인회가 설립되어 현재에 이른다.

한국이사회는 약간의 위기에도 본연의 사명을 게을리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활발히 대외적 지원사업을 펼쳐나

갔다. 대북 식량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인도의 지진피해 지원(2001년), 필리핀 아동보호시설 지원, 아프간 난

민 지원 등 선진국가에서 지원받던 입장에서 어려운 국가들을 지원하는 입장으로 전환되는 시기였다.

① 파나스코 5차 대회(2001. 8. 15~19)

2000년 4월 아시아지역 코디네이터인 존 리(John Lee)와 마이클 티오 박사(훗날 세계 총이사회 회장)가 내한하여 국

제기획회의를 가졌으며 대회 슬로건을 결정했다. 개최 장소로 음성 꽃동네를 선정하고, 대회 기도문은 주교회의 

사무처장 김종수 신부가 만들었다. 같은 해 8월 홍콩에서 2차 기획회의를 개최하여 1차 회의 결정사항들을 확정하

고, 11월에는 조정관 E.D. Triona와 존 리가 내한하여 행사예산 및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드디어 2001년 8월 15일 성모승천대축일에 ‘사랑과 봉사의 사명’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지역 21개국 150여 명

의 대표단과 한국의 빈첸시안 7천여 명이 참가하여 대성황을 이루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청년들의 

조직화와 아시아 각 지역별 그룹회의, 웹사이트 개설, 사회정의를 위한 결의, 후속사업 등을 의논하는 국제회의를 

겸해서 ‘한국 빈첸시오 도입 4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로 이어졌다.

② 호주 국가이사회 교본 번역 출판

한국 빈첸시오회는 출발 시점에 구호사업이 중점 활동이었기에 본 회의 영성적 측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

였다. 회원들을 위한 교육자료는 오직 번역된 회칙과 뉴질랜드이사회가 보내주는 회보의 번역본이 전부였다. 협의

회와 회원의 증가는 영성교육의 요청으로 이어지고, 효과적 봉사와 체계적 교육을 위해 호주이사회의 교본을 번역

하는 한편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구와 전국단위로 교육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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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북한 지원사업 전개

1999년 10월 한국이사회는 북한 주민을 인도적 차원에서 돕기로 결정했다. 당시 북한은 3년여에 걸친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300만 명 이상이 굶어죽었다. 한국이사회는 대전교구 황용연(바오로 예레미야) 신부의 지도 아

래 장기 지원을 계획하고 최소한 굶어죽는 일만큼은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실천계획을 수

립했다. 첫째 이유는 예수님 말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다”(마태 25,31)를 실천하자는 것으로, 빈첸시오회 

영성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둘째 이유는 대부분 북한이 고향인 조선족 공동체를 도와 미래에 다가올 평화통일의 

전초기지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셋째 이유는 탈북자 가족들의 정착을 돕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

업을 펼친다.

- 의료 지원사업(2000~2005년) : 대전교구 한사랑나눔회(김경중치과, 천안 이연우라파엘)를 주축으로 연변 변경의 

조선족과 탈북자에게 치과진료 3,500여 명, 안과진료 백내장수술 200여 명(배선량 가스발, 이종원 프란치스코 외) 등 

5년간 진행했으나 소요경비 문제 등으로 2005년 중단되었다.

- 탈북 청소년 정착사업(2000~2003년) : 탈북 청소년(꽃제비) 7명을 연변에서 흑룡강으로 이주해 정착시켰으며, 

10가족을 국가기관과 경향신문사의 지원으로 한국에 정착시켰다.

- 대북 감자 지원사업(2000~2007년) : 2000년 용정시 백금향 평두산농장 5만 평을 1년 무상 임대하여 대덕연구

단지의 정혁 박사 도움으로 씨감자를 파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1년에는 용정시 동불농장 10만 평을 5년간 

임대하여 감자씨 파종에 이어서 2002년에는 화룡시 팔가자진 상남촌 20만 평을 50년 임대하고 옥수수와 감자를 

파종했다. 수확물은 매년 열차를 통해 북한으로 보내졌으며 정성과 사랑을 함께 포장하여 기도를 더했다. 2000년

부터 2007년까지 감자 4,680톤과 옥수수 130톤, 씨감자를 100톤 지원했다.

- 송아지 지원사업(2000~2005년)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일제 강점기 경남북·충북지방 주민들이 이주하

여 정착한 마을이다. 빈첸시오회는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송아지 10마리를 분양하였고, 1차 분양한 송아지가 

순산하면 순번에 의해 배분하기로 마을사람들과 약정하고 지원했다. 2001년 3,600만원, 2004년 2,000만원 등 

2005년까지 영농자금도 지원하였다. 대북지원사업은 2008년 정부의 5·24조치(대북지원 중단조치)로 인해 중단되

었다. 이후 감자농장은 중국정부에 의해 몰수(1년 이상 영농 중단 시 농지 몰수됨)되었다.

(8) 제10대(2002. 1.~2005. 2.) : 김동기(도미니코) 회장―빈첸시오회관 건립과 재도약의 발판

2001년 11월 교구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청주교구 김동기(도미니코)를 제10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제7대 한국이

사회 담당사제로 황용연(바오로 예레미야) 신부를 추대했다. 한국이사회는 활발한 대외 지원사업과 파나스코대회 개

최, 도입 40주년 행사 등을 통해 활성화와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국 도입 초기부터 미국의 로고, 이후 호주 이사회의 로고를 사용하던 것을 변경하여 세계 총이사회의 로고를 

바탕으로 한 한국 빈첸시오회의 새 로고를 제작했다. 2003년에는 회장과 임원 21명이 로마 총이사회에 참석했으

며 천사의 집 후원 미사를 시작했다. 같은 해 3월에는 청주교구 이수한(치릴로) 신부를 제8대 한국이사회 담당사제

로 추대했다.

2004년 서울대교구 이사회에서 의정부교구가 분리되었고, 초대 회장에 심재욱(비오), 담당사제에 최석진(요셉) 

신부를 추대했다. 김동기 회장은 임기 내내 빈첸시오회관 건립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빈첸시안의 모범을 보였다.

○ 한국 빈첸시오회관(2002~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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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사창동의 오자남마을 부지를 청주교구에서 기증받아 도입 4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 빈첸시오회관을 건립하

기로 하고, 건립위원장에 하경철(람베르토)을 임명했다. 한국이사회는 전국에 걸쳐 각종 판매사업을 병행한 모금활

동으로 기금을 조성했다. 오웅진 신부의 기부금, 전국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금에 힘입어 공사가 진행되었다. 김동

기 회장과 청주교구 회원들의 헌신적인 봉사도 함께 봉헌되었지만, 건립위원회는 건립기금의 부족 등으로 꽃동네

의 수도회와 협의하여 꽃동네로 소유권을 위임하였다. 회관은 현재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다.

(9) 제11대(2005. 3.~2007. 12.) : 정은화(다미아노) 회장―청년 활성화와 새 회칙 도입

2005년 서울대교구 회장이던 정은화(다미아노)가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제9대 담당사제로 서울대교구 최

부식(사도 요한) 신부를 추대했다. 전국 20개에 불과하던 청년협의회가 서울·인천·수원·청주·대구·춘천·광

주 등 전국 각 교구에 설립되면서 한국 청년위원회(청년담당 부회장 박상규 베네딕토, 청년대표 안성훈 요셉) 발족과 활동

이 본격화되었다.

2006년 ‘세계화되는 세상 안에서 빈첸시안의 소명’을 주제로 호주의 퍼스(Perth)에서 개최된 파나스코 6차 대회

에 한국 회장단이 참가하였다. 새 회칙의 소개, 자매결연 가이드라인, 난민문제, 자연재해 쓰나미 대책, 청년들

의 위치, HIV/AIDS, 사회정의와 인간의 권리 등을 의논하고 앞으로 4년간 국가이사회들이 공조할 방향을 설정하

였다. 최부식 신부의 담당사제직 사임에 따라 2006년 8월 인천교구 김준석(멜키올) 신부를 전국 담당사제로 추대

했다. 

원주교구에 황지(2000년 3월), 태장동·원동·일산동(2004년), 천곡동(2007년) 등 협의회가 5개가 넘게 설립되어 

2007년 9월 29일 교구이사회가 발족하였다.

① 청년 해외봉사단(2005년~현재)

한국이사회는 전국 청년 빈첸시안들의 활동 확대, 아시아태평양지역 청년들의 교류와 연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지평 확장을 목표로 청년 해외봉사단을 구성하여 2005년 8월 15일 제1차 봉사단을 파견하였다(박상규 베네틱토 단

장, 안성훈 요셉 청년대표와 회원, 비회원 20명 필리핀 마닐라에 파견). 제2회 해외봉사는 SK 지원(이병욱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선)으로 방글라데시 다카(Dhaka)에 집짓기 프로그램을 채택했으며, 서울·인천·대전·청주교구에서 참가했다. 

제3회 해외봉사는 캄보디아 캄퐁참(Kampong Cham)으로 이어졌고(정해정 회장 외 청년 20명 참가), 현재까지 매년 지

속되고 있다.

② 오자남 생활학습관(2007년~현재)

수원교구 이사회는 회원들이 10여 년간 운영하던 ‘빈첸시오의 집’(무의탁자, 행려자 일시 거주시설)을 빈첸시오회 설

립자 프레드릭 오자남의 정신을 되살리는 회원영성센터로 짓기로 결의했다. 수원교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빈첸

시오의 집 부지에 모든 빈첸시안들의 기도로 2005년 8월 착공하여 3년 만인 2007년 5월에 축복식을 가졌다. 오자

남 생활학습관은 빈첸시안 영성교육과 방문활동의 효과적 실천을 실현하기 위해 회원교육 과정을 개설했고, 성체

조배실·강의실·피정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2014년부터 빈첸시오 영성가족수도회와 협력하여 교육지도자 과

정을 시작했으며, 전국의 회원양성, 피정을 위한 교육장으로 발전하여 현재에 이른다.

③ 몽골 빈첸시오회 설립(2006. 8.~현재)

몽골 울란바토르(Ulan Bator) 항올 한인성당에 해외 처음으로 빈첸시오회 설립을 지원했다. 수원교구 안양대리구 

회장 임인철(요셉)이 주선하였고, 활동비용과 지원금은 수원교구 이사회가 전담하여 부담했다. 3년여 시간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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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회원들은 전부 몽골 청년들로 채워졌고 회원수도 2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한국인 

사제(대전교구 김성현 스테파노 신부, 허웅 프란치스코 신부)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몽골 빈첸시오회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14년 수원교구 이사회로부터 독립하여 몽골 국가이사회로 인준을 받았다. 이 시기부터 한국이사회가 수원교

구를 대신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파나스코 8차 대회에 한국이사회의 지원으로 몽골 대표가 공식 참가하였고, 한국

은 물론 홍콩, 싱가포르 등과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10) 제12~13대(2008. 1.~2013. 12.) : 정해정(요셉) 회장―연구소와 해외활동, 회칙 인준

대구대교구 정해정(요셉)이 제12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중점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양성교재 『Serving in Hope』

의 번역 및 보급이었다. 

파나스코 6차 대회에서 자매결연 가이드로 출발한 해외 자매결연사업이 시작되었다. 방글라데시 5지역 협의회

와 서울대교구 대림동협의회를 시작으로 원주 천곡동, 청주교구 등에서 자매결연이 진행되거나 시작되었다. 북한

의 회령인민병원에서는 그동안의 지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한국빈첸시오회에 감사패를 보내왔다. 2010년 파

나스코 7차 대회가 인도 고아(Goa)에서 ‘정의와 평화를 아우르자’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었다. 담당사제와 회장단, 

청년대표 등 20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은 점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심 국가이사회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2010

년 12월 정해정(요셉)이 제13대 회장으로 재선되면서 제11대 담당사제로 대구대교구 이정효(예로니모) 신부를 추대

하였다. 

이탈리아 지진피해 복구와 아이티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기금을 지원했으며, 국내의 자연재해를 당한 춘천교구

와 의정부교구를 지원했다. 2012년 동아시아대회 참석, 2012년 필리핀 마닐라(Manila)에서 열린 총이사회 회원국

가 교육 참석, 2013년 4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열린 설립자 복자 프레드릭 오자남의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에 한

국회장단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밖에 캄보디아, 몽골 청년봉사, 필리핀 난민지원 등 해외활동에도 열중한 임기를 

지냈다.

① 빈첸시오연구소(2007~2011년)

2005년 설치된 회칙교본 연구위원회를 ‘한국빈첸시오연구소’로 개칭하고 강일구(안드레아)를 소장으로 임명되

었다. 연구소는 회칙의 한글화 작업과 한국 교본의 발간을 목적으로 청년 번역봉사팀(박지원, 강진호, 장준석, 임효선, 

전용일)을 구성하였다. 한국 빈첸시안들의 영성교재 제작 필요성에 공감한 미국이사회는 『Serving in Hope』의 한

국판 발행에 동의했다. 

② 회칙의 인준(2008년 5월)

한국이사회는 회칙의 번역과 수정·보완 작업을 완료하고 총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개정 회칙(1부 세계 총이사회 회

칙, 2부 국제연맹 정관, 3부 한국이사회 내부규칙)을 완성하여 세계 총이사회의 인준으로 교구이사회 및 협의회로 전파

하였다.

(11) 제14대(2014. 1.~2016. 12.) : 김태영(바오로) 회장―한국 도입 50년사 편찬

2014년 3월 제32차 정기총회에서 제14대 회장으로 청주교구 김태영(바오로)이 취임하였고, 제12대 담당사제로 

청주교구 김상수(블라시오) 신부를 추대하였다. 2014년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파나스코 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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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 담당사제와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2015년 3월 김상수 신부의 건강악화로 최정묵(바실리오) 신부가 제13

대 담당사제로 추대되었다.

2015년 2월 이라크 난민을 돕기 위해 전국에서 모금활동을 했으며, 2015년 7월 몽골 봉사(25명 참가)와 네팔 재

난재해 지원, 그리고 몽골 항올성당 및 주교좌성당에 지원하였다. 제13대 회장 때 시작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회 한국이사회 50년사』 발간작업을 마무리했으며, 미국 국가이사회의 활동지침서를 토대로 한국이사회 교본을 발

간하였다.

○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50년사』 발간

2009년 빈첸시오회 한국 도입 50주년 준비위원회가 발족하고 행사와 50년사 발간이 논의되었다. 청주교구는 

빈첸시오 지원협의회가 1955년 도입되었고 첫 번째 협의회(교현동)가 시작된 곳이기에 늘 한국 빈첸시오회의 역사

를 간직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2011년 6월 한국 설립 50주년 기념미사가 현도 꽃동네사회복지대학교

에서 봉헌되었고, 50년사 편찬준비도 본격화되었다. 최초 빈첸시오회가 설립된 『청주교구 50년사』에 이어 『성 빈

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50년사』가 연차적으로 발간되어 2015년 10월 10일 청주교구 연수원에서 출판 기

념회를 가졌다.

(12) 제15대(2017. 1.~현재) : 이충원(라파엘) 회장―빈첸시오회의 새로운 비전 제시

제34차 정기총회에서 이충원(라파엘, 부산 주례본당)이 제15대 회장으로 취임하고 담당사제로 부산교구 사회사목

국장 김영환(로사리오) 신부가 추대되었다. 이충원 회장은 활동지표로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합시다’를, 고독사 예

방운동의 실천과 빈첸시안의 기본 정신인 나눔과 섬김을 바탕으로 교구이사회와 협의회 간의 형제애와 연대를 강

조한다. 국내외의 이방인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빈첸시오회의 위상 및 활동을 강화하고, 빈

첸시오 회보 발행 및 홈페이지 구축, 정관과 회칙 정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재정비하고 있다. 기본 양성교재인 

『Serving in Hope』의 한글 번역본을 발행하여 회원양성 교육을 정규화하는 한편, 교육지도자 양성을 위해 영성가

족위원회와 협력하여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빈첸시오 성인 카리스마 400주년을 맞아 로마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 대표단 12명을 파견했으며, 대

전 푸드마켓·양주 빈첸시오의 집·포항 지진피해 지원 등 전 교구이사회 및 협의회의 형제애와 연대에 의한 자선

활동에도 적극 임하고 있다.

○영성가족위원회 발족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빈첸시안 영성가족 모임이 본격화되어 2017년 9월에 ‘한국 빈첸시안 영성가족위원회’

로 발족하였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성 빈첸시오 사랑의 딸회, 사랑의 시튼 수녀회, 성 빈센트 드 뽈 자비의 

수녀회로 설립되었다. 자선활동·선교·교육 등 모든 부분에서 영성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가난한 이들을 섬기며 

주보성인의 정신을 고양하고자 정기적 모임과 피정,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활동 등 협력사업을 함께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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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대 회장 및 담당사제

대수 재임 기간 회장 소속 교구 담당사제

초대 1975. 2,~1980. 4.
한병은(안드레아) 청주교구

호세 산도발(요셉)

2대 1980. 5.~1985. 6. 즈베버(베네딕토)

3대 1985.7~1990. 2 최일(요한) 인천교구
함제도(제라르도)

김정남(바르나바)

4~5대 1990. 3.~1996. 3. 임부빈(바오로)

6대 1996. 4.~1997. 4. 박청광(요한 보스코)

7대 1997. 4.~1998. 3.
하경철(람베르토)

8대 1998. 4.~1999. 3. 김계춘(도미니코)

9대 1999. 10.~2000. 3. 박청광(요한 보스코)

권한대행 2000. 3.~2001. 12. 하경철(람베르토) 김종수(요한)

10대 2002. 1.~2005. 2. 김동기(도미니코) 청주교구 황용연(바오로 예레미야)

11대 2005. 3.~2007. 12. 정은화(다미아노) 서울대교구 최부식(사도 요한)

12대 2008. 1.~2010. 12.
정해정(요셉) 대구대교구 이정효(예로니모)

13대 2010. 12.~2013. 12.

14대 2014. 1.~2016. 12. 김태영(바오로) 청주교구 김상수(블라시오)

15대 2017. 1.~현재 이충원(라파엘) 부산교구 김영환(로사리오)

3. 현실과 전망

빈첸시오회는 한국에 뿌리내린 지 60여 년을 바라보고 있으며 영적·물적 봉사를 통해 많은 발전을 해 왔다. 현

재 15개 교구에 교구이사회가 설립되었고 전국 약 700개의 본당에서 협의회가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다. 하지만 

짧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복지욕구는 다변화하고 새로운 나눔의 방식이 요청되는 현실에서 과거

로부터 답습해 온 일률적인 방문과 분배의 물질적 봉사로만 치중해 온 방식을 탈피하여 하느님 사랑을 현재에 맞

게 실천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빈첸시오 성인의 영성을 현대사회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고민과 체계적인 교육과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하

는 한편, 영성가족위원회와 협력하며 주보성인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해야 한다.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복지정책에 

따라 가난한 이들의 지원방법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각 본당의 사회복지분과 및 지자체 등과 연계한 실

효성 있는 나눔을 활성화하여 ‘가장 작은 이들’에게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활동을 변화시켜야 한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빈첸시오 성인과 창설자 프레드릭 오자남의 영성으로 진정으로 ‘작은 이들’ 안에 현

존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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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의 노령화에 대비하고, 청년 빈첸시오회의 활성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중·고등학교와 대

학들에 청년 빈첸시오회를 설립하고 지원하여 봉사와 영성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 

일시적 행사나 이벤트가 아닌 젊은이들의 지속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도입으로 청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Systemic Change’를 통해 빈곤의 기본적인 구조를 해소하고, 현대사회의 빈곤과 소외의 원인제거에 집중하여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와 참여, 사회 각층의 복지기관들과의 연대를 늘려나가서 효과적이고 현실적

인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여, 복지의 깊이와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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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와이드 매리지 엔카운터 한국협의회

(Worldwide Marriage Encounter Korea)

1. 개  황

•소재지 : (07664)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58 가길2 (등촌동) ME 만남의 집

•Tel (02) 511-9901 / Fax (02) 511-9903

•설립 연월일 : 1976년 2월

•주교회의 인준일 : 1989년 (추계 정기총회)

•대표팀 : 김홍기(프란치스코)+최계진(마리아) 부부

•담당사제 : 김웅태(요셉)

2. 약사 및 주요 활동

1) ME의 시작

매리지 엔카운터(이하 ‘ME’)는 1950년대 말 스페인의 가브리엘 칼보(G. Calvo) 신부가 착안한 데서 시작되었다. 당

시 문제소년들을 위해 일하고 있던 칼보 신부는 대부분 가정문제가 불안정한 부부관계로부터 생긴다는 것을 알고,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문제를 풀어갔다. 196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8쌍의 부부를 위해 실험적으

로 시작하여, 1966년에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에서 실시되었고, 라틴아메리카에까지 급속히 퍼져나갔다. 그 후 

1967년 미국 노틀담 대학에서 주말의 형태로 실시되었는데 그 주말에 참석한 예수회의 척 갤러거(C. Gallagher) 신

부는 부부들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사제생활에 대한 새로운 열의가 솟아남을 체험하였다. 그의 지도로 1960

년대 후반부터 미국교회 내에서 활기찬 운동이 되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2) 한국ME의 태동

(1) 산고의 영어 첫 주말

ME에 대한 소망이 처음 싹트게 된 것은 휴가차 미국에 간 길에 안젤레트(Angelet)에서 처음 ME주말을 경험한 

착한 목자 수녀회 버지니아(Rose Virginia Hayes) 수녀와 로빈슨(Eileen Robinson) 수녀가 그 필요성을 확인하고 한

국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기도 속에서 간구하였다.

1975년 인천 부평2동본당 주임 설 요한(J. Soltis) 신부(메리놀외방선교회 소속)는 가정사목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

는데, ME를 도입하고자 일본에 가 ME주말을 수강하고 돌아왔다. 메리놀회 마진학(Donald MacInnis) 신부는 한국

에서 7년간 선교활동을 하다가 1972년 한국을 떠나 본국에서 모금운동을 하던 중 1974년 11월 매사추세츠 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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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주말을 경험하게 되었다. 1975년 11월 재입국하기까지 팀 사제로 8회의 주말 경험을 했으며, 한국에 오자마자 

착한 목자 수녀회에서 ME를 위해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주한미군의 기도모임에 나가면서 미국에서 ME를 

체험한 짐+잰 부부와도 연결이 되었다. ME주말의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우선 영어 주말을 하기로 했지만 영어가 

가능한 부부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후암동본당 박성종(프란치스코) 신부의 호의로 박복주(스텔라) 수녀와 

연결되어 임진창(루카)+선우원(마리아) 부부의 참가 통보를 받을 수 있었다. 동시에 설 요한 신부가 부평2동본당의 

한형식(요셉)+모춘자(루치아) 부부와 최정길(아우구스티노)+김춘자(가타리나) 부부를 추천해 주어 이 세 부부가 한국

ME 첫 주말에 참여하게 되었다. 1976년 2월 한국에서의 첫 영어 주말은 팀부부로 일본 거주 미국인 2쌍, 주한미

국인 1쌍, 마진학 신부가 봉사했다.

(2) 한국어 첫 주말

1976년 11월에 있었던 디퍼주말(Deeper Weekend)에 5쌍의 부부가 수강을 마치고 추운 겨울 일주일에 2번씩 모임

을 가지며 경험담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팀들의 준비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대의가 아직 번역되지 않았

고 용어 번역도 많이 부족하여 고생스럽게 준비하였다. 영어 주말을 받은 부부 중 인천지역 대표로 홍성훈(아우구

스티노)+이화숙(안젤라) 부부, 부평대표로 한형식+모춘자 부부와 설 요한 신부가 한국어 첫 주말을 준비했다. 마진

학 신부, 김진헌(클레멘스)+송호전(데레사) 부부, 박희동(미카엘)+문정자(마리안나) 부부, 홍성훈+이화숙 부부의 봉사

로 드디어 1977년 3월 11~13일 부부 19쌍, 신부 4명(김정수 레오 신부[서울], 안병태 알폰소 신부[서강대], 황상근 베드로 

신부[인천], 서병섭 베드로 신부[인천]), 수녀 2명(곽 아가타 수녀, 박 실베스터 수녀)이 수원 말씀의 집에서 한국어 첫 주말

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3) 첫 ME가족 전국 모임

1977년 12월 18일 서강대학교 식당에서 ME가족 전국 모임을 가졌다. 당시 한국인으로 ME주말을 경험한 부부

는 159쌍, 성직자는 47명이었다. 한국ME 도입과정에서 도움을 준 많은 이들 중 뉴저지 주 버진 지역 대표인 저스

틴+로즈마리 부부는 그쪽 ME가족과 상의해 3천 달러를 보내주었다. 이 도움으로 대요와 대의를 번역·인쇄하는 

데 사용하였고, 조원혜(그라시아)와 최인숙 선생이 번역을 도왔다. ME는 처음부터 기도의 힘으로 일어섰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착한 목자 수녀회 수녀들, 미군 가족들의 기도회 회원, 가르멜수녀회, 메리놀수녀회, 글라라 관상

수녀회, 골롬반수녀회 등에서도 기도해 주었다. 한국에서 첫 주말이 진행되는 동안 뉴저지, 버겐(Bergen) 카운티의 

John+Carol Giordano 부부를 비롯한 44쌍의 부부들이 주말 내내 끊임없이 기도를 연결해 주었다.

3) 한국ME의 정착

•제1대 대표팀 : 김진헌+송호전 부부 / 마진학 신부(1977. 3~7.)

1973년 착한 목자 수녀회 버지니아 수녀의 ME 도입의 꿈이 1977년 3월 11일 첫 주말이 현실화되기까지 무려 5

년이나 걸렸다. 1차 주말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은총이 컸기에 이동옥+최진현, 임영일+정근정, 손병두+박경자, 

김철환+문성애 부부는 팀 봉사와 각종 프로그램 개발, ME 확산의 선두에서 봉사하였다. 잊을 수 없는 미국인 팀 

부부 짐+잴일런 부부는 첫 주말을 진수시킨 공으로 서울대교구장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에게 감사패를 받았다. 5

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초대 대표팀을 맡은 김진헌+송호전 부부와 마진학 신부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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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①제2, 3, 4차 주말 시행, ②주한 미국인 부부와 설 요한 신부 파견하여 홍콩에서 영어 첫 주말 시행, ③디퍼 

첫 주말 시행, ④주한 미국인 부부 괌도에서 주말 시행, ⑤ME 국제대회(미국 L.A.) 등에 한국대표로 참석.

(1) 제1차 아시아 협의회 창설

•제2~3대 대표팀 : 김철환+문성애 부부 / 마진학 신부(1977. 8.~1979. 10.)

대표팀은 ME가족의 쉐링(나눔)모임을 이끌 4부부(유정+변성숙, 이금증+황정원, 손병두+박경자, 임영일+정근정)를 선

임하였다. 인천 대표팀은 장건순+강영애 부부와 황상근 신부, 부평 대표팀은 황동환+이경 부부와 설 요한 신부가 

맡았다. 1979년 10월까지 제5~28차 주말을 했으며 주말지원 및 행정, 재정, 나눔, 새 프로그램 도입, 개발, 한국

ME 가족모임, 아시아 총회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수많은 사업들을 하였고, 더 많은 봉사부부와 특히 지도사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모든 문제와 사업 행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논의·토론하여 결정하였다. 

1979년 1월 12~14일 ME 아시아총회를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에서 개최했다. 대만 부부와 신부, 인도네시아 부

부와 신부, 인도 부부, 일본 부부, 스리랑카 신부, 필리핀 부부와 신부, 하와이 부부, 벨기에 신부, 한국 부부와 신

부가 참석했다. 민박가정, 공항출영, 한국 소개, 관광, 리셉션, 간식, 쇼핑안내, 노래자랑, 기도편지, 고리기도 등 

철저한 준비로 한국 최초 ME 국제대회를 유치하였다.

다른 교구의 주말 준비와 가족모임, 예산 부족 등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지만, 특이한 것은 1개월 이상 

10/10대화를 열심히 한 부부에게 디퍼주말을 체험할 기회를 주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ME 마크 등록(김충엽+박순보 

부부), ME 사서함, ME 단체 등록도 하였다. 제3회 ME 가족모임이 역곡 성심여대에서 제1주제 ‘성생활과 대화 생

활 비교’, 제2주제 ‘재현-참부모가 되는 길’, 제3주제 ‘생명을 주는 것-참부모가 되는 길’로 진행되었고, 그룹토의

와 선물교환 등 화기애애하고 진지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미국뿐 아니라 안동, 춘천, 원주, 경기, 전남에서도 참가

하였다.

(2) 다른 교구로의 확산

한국ME는 안동·대구로 확대되어 14개 교구 전체로 향하게 되었다. 사도직 프로그램인 「참부모가 되는 길」과 

「참부부가 되는 길」도 막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지역 나눔의 활성화, 나눔 지도자 양성, 쉐링 담당의 디퍼주말, 주

말 전후 본당 신부에게 인사, 주말 후 파티와 소감발표 등 주말 전후의 풍속도가 잡히기 시작했다. ME 프로그램이 

『여성중앙』, 「중앙일보」, MBC 등에 기사로 보도되었는데, 혼인교육이나 남녀성차에 대한 교육이 없었던 우리나라

에 ME는 새롭고 참신한 것이었다.

제4대 대표팀의 소명식별에서 대표 소명은 ①부부 사이가 좋고 대화하고 있는 부부, ②긍정적인 부부(좋은 인상을 

주는 부부), ③팀 부부, ④기쁘게 일할 수 있는 부부, ⑤시간이 자유로운 부부, ⑥열심히 하는 신자, ⑦임기 1년에서 

재임이었고, 대표사제 소명은 ①주말지도 경험한 신부, ②자유로이 시간 낼 수 있는 신부로 선정했다.

•제4~5대 대표팀 : 김창석+김영원 부부 / 마진학 신부, 류봉구 신부(1979. 11.~1981. 10.)

ME주말의 확대로 봉사부부가 부족해지면서 1980년 12월 31부터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팀들의 소명식별을 강

경하게 논의했다. 연간 주말 발표(2회), 팀 피정(1회), 팀 재교육(6회) 중 4회를 참가해야 주말봉사 배정을 받도록 

했다. 이는 책임을 팀에게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의무로 다가와 자립성이나 자율성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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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했다. 박정일 주교와 두봉 주교의 주말 참가도 ME운동에 큰 축복이었다.

전국 ME 총대표 선출방식은 소명식별로 총 대표팀에게 주어져 임기 중에 할 일과 대표팀에 요청되는 특성을 먼

저 제시한 후 선출했기에 새 대표는 통합 결정된 이 요구와 필요성을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고, 한국ME 성장을 위

한 모든 사업을 선도할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게 부여되었다. 만장일치는 귀찮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대표직에 대한 

신뢰에 전적으로 동의를 보내고 전적인 지지와 사랑을 모아 ME가치관을 마음 놓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

의가 있었다. 한국ME, 아시아ME, 세계ME 대표 선출에 만장일치제를 택하는 것은 ME 사도직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제6대 대표팀 : 이철+최혜숙 부부 / 마진학 신부(1981. 11.~1982. 10.)

기하급수로 ME주말이 늘어나 최소한의 조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국 가족모임도 6번째로 1982년 9월 서

강대학교에서 ‘참부부와 본당 공동체’를 주제로 전국 ME가족이 모여 하루를 즐겁게 보냈다. 1982년 아시아협의회

를 두 차례 개최했다. 제5회 상가포르 회의에서 대표팀으로 인도네시아의 토니+트리스나디(Tony+Greta Trisnadi) 

부부와 한국의 마진학 신부를 선임하였다. 제6회 아시아협의회는 7월에 필리핀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때까지는 대

표팀이 아닌 다른 부부가 참석하였다. 1981년에 세운 82년의 ME주말 수가 60차였는데 실제로 55차에 그쳤다. 사

제 부족으로 1983년에도 60차로 정해졌다. ME주말에서의 사제 역할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

목이다.

•제7대 대표팀 : 오재호+김태자 부부 / 서경윤 신부(1982. 11.~1983. 10.)

날로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른 봉사자·지도신부·재정·봉사내용 등이 확장되어 대표팀은 공식 문서에 서신형

식을 이용하여 많은 소식과 지도와 지적과 안내를 시도했고, 같은 방법으로 조직과 각 부서 업무에 대한 범위를 정

하였다(①전국 차원의 구성 : 전국 대표팀, 연구원팀, 총무담당, 재정담당, 회보담당, ②지역 대표회의 구성 : 4개 지역 대표, 전국 

차원의 담당, ③각 지역 대표팀 : 팀교육, 주말, 재정, 배너, 회보, 나눔, 사도직, 지구). 전국 단위로 시행하던 주말 차수도 교

구로 넘어가면서 차수 정리도 이루어졌다. 1983년 5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인 ‘선택’이 시작되어, 

7월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한국어 첫 주말을, 9월에는 원주교구에서 제1차 주말이 실시되었다. 7번째 전국 ME가

족 모임이 서강대학교 교정에서 ‘부부는 작은 교회’라는 주제로 성대하게 열렸고,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제8회 아시

아협의회가 개최되었다.

4) ME운동의 발전

(1) 전 교구로 뿌리를 내리다

•제8~9대 대표팀 : 윤갑구+김부희 부부 / 서경윤 신부, 김창석 신부(1983. 11.~1985. 10.)

1984년 3월 ‘지도자협의회’에서 WWME 한국조직과 규약을 통과시켰다. 14개 교구 대표팀이 조직으로 제자리를 

잡았고 전국자문위원회가 전국 팀사제, 구 전국대표팀, 디퍼 지도자팀으로 구성되었다. 기존 운영위원회는 ‘전국

협의회팀’으로 이름을 바꾸어 팀협의회, 주말협의회, 사도직협의회, 주말후협의회, 연구원협의회, 대표팀으로 구

성하였다. 그리고 총무팀을 두어 대표팀을 보좌하게 했다. 이 조직과 규약은 1984년 3월 20일 한국 주교회의 담

당 박토마 주교의 인준을 받았다. 1984년 9월 윤갑구+김부희 부부가 전국대표로 유임되고 김창석 신부가 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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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클레시알(Ecclesial)팀이 되었다. 1985년 3월 1일자로 박토마 주교의 인준을 받은 제2차 개정 규약을 발표했는데, 

전국협의회 부대표팀과 감사팀을 포함한 회장단을 정한 내용이었다. 교구별 분담금 및 미납액을 기록에 남기고 다

음해의 주요행사 계획을 작성하여 1년 전에 해당 부부와 사제, 교구에 알리고 전국의 주말 계획안도 날짜, 장소, 

교구별로 도표화했다.

(2) 10주년 기념사업

•제10~11대 대표팀 : 장융구+정경숙 부부 / 김창석 신부(1985. 11.~1987. 10.)

ME 10주년 기념사업으로 『한국ME 10년사』 제작준비, 제11차 아시아협의회 준비, 1986년도 사업계획, 조직개

편, 송년모임, 신년하례, 팀사제 모임 등이 연말연시를 장식했다. 김창석 신부의 난필이지만 정겨운 초청편지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2월 28일을 기념일로 잡고 10주년 개회미사를 신당동성당에서 한 것은 1976년 2월 마지막 

주일 한국에서 영어로 한 첫 주말을 기념한 것이다. 1986년 4월 28일~5월 3일 제11차 아시아협의회가 수원 말씀

의 집에서 열려 많은 봉사자와 조직에 힘입어 무사히 치러졌다. 주말 수는 79주말로 늘린 후 4년 동안 답보상태였

지만 교구, 지구지역, 본당에서의 나눔은 어느 때보다 원활히 이루어졌다. 다리과정의 도입으로 주말체험이 더욱 

강화되어 ME 가치관이 확실히 부각되었고 나눔 모임도 활성화되었다. 이때 주말 희사금 잔액(잉여금)을 70:30으

로 정하고 70을 전국재정에 입금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디퍼주말 초대 수도 교구별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통보하

게 하였다. 1987년 팀교육은 5월 1차 『보다 깊은 영성생활을 위한 피정』, 9월 2차 『몸에 밴 어린 시절』(저자 손경수 

신부)이라는 책을 읽고 강의와 그룹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한국ME는 이제 전국 합산 500차 주말을 달성하게 되었

고, 신청자가 쇄도하여 분위기는 한층 부풀었다.

•제12대 대표팀 : 이금증+황정원 부부 / 장덕호 신부(1987. 11.~1988. 10.)

새 대표팀은 ‘주말 후’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다. 팀교육 주말로 1988년 5월 13~15일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몸

에 밴 어린 시절』을 나누고 교육하며 성격유형 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진행했으며, 저자 손경수 신부가 직접 지도하

여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8월 팀교육 주말에서는 『늘 푸른 결혼생활』 12강을 하고 단행본으로 공급하였다. 

1988년 5월 29일~6월 4일, 싱가포르 제13차 아시아협의회에서 아시아 각국의 디퍼 초대 방법과 기준이 수집되

었다. 『한국ME 10년사』도 발행되었는데 수십 년의 자료와 첫 ME주말 시작 전후의 스토리를 담아 5,000원의 희

사금을 받고 공급하였다. 1988년 6월 21~25일 역곡 성심여대에서 제3회 선택 아시아협의회가 개최되었는데 선택 

대표의 요청에 따라 30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 1988년 10월 2~3일 임원총회를 위해 ‘현재 잘되고 있는 면’, ‘어려

움이 있는 면’, ‘또 나아가야 할 목표’, ‘필요한 도움’ 등의 설문조사를 했고 1989년도 계획과 새 임원을 선출하였다.

•제13대 대표팀 : 이금증+황정원 부부 / 김득권 신부(1988. 11.~1989. 10.)

회칙 개정안이 총회에 상정되어 회장단과 상임위원단에서 통과되어 1989년 3월 주교회의 의장 김남수 주교의 

승인을 얻어 시행되었다. 명확한 업무 분담과 대표팀의 임기를 2년으로 하였다. 이 개정으로 상임위원 6팀(대표, 감

사, 제1·2부대표, 총무팀, 재정팀), 분과대표위원 8팀, 지역 대표위원 14팀 총 28팀으로 구성하였다. 1989년 임원회 7

회, 분과대표 연석회의 4회를 개최했고 2월 19일 상임위원회에서 카드레(Cadre)협의회를 분과협의회에 포함해서 

구성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되었으나 감춰졌던 조직 속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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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5) ME운동의 성장

(1) 도약적인 성장

•제14대 대표팀 : 김건일+장진숙 부부 / 김득권 신부(1989. 11.~1991. 10.) 

세계 결혼기념일 행사로 ‘닮은 부부 사진 콘테스트’, ‘올해의 부부 시상’ 등 행사를 진행했고, 1988년 11월 주

말 후 재모임 대요에 성경 대화까지 포함하여 새로 제작했으며, 팀으로서의 「소명식별」 자료를 붙여 발송하였다. 

1990년 2월 팀교육에 ‘혼인성사에 대한 사목교서’를 시행했으며 4월 프로그램 ‘행동유형’ 주말을 양성팀을 대상으

로 시행하였고, 8월 부천 은혜의 집에서 ‘하느님 계획 안에서 결혼’이라는 새 대요를 집중 검토하였다. 양성팀의 책

임과 임무와 권리에 관한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이었고, 10/10의 생활화가 팀으로서 소명임을 강조하였다. 1990

년 6월 16일 마진학 신부의 은경축을 맞아 기도하였다.

1990년 9월 25일 제1차 르트루바이(Retrouvaille, 혼인의 재발견) 주말 후 프로그램에 이어 11월 15일 제2차를 압구

정성당에서 개최하여 발표자 양성에 들어갔다. 1991년 한국에서 개최할 아시아협의회 준비로 소요경비 2,000만원 

조달방법과 고리기도를 정해 배분하였다. 그리고 아시아협의회에서 파키스탄 첫 주말을 위해 4,000달러 지원을 

결정했다. 조직의 규모가 커지며 회칙 개정과 조직 개편이 수행되었으며, 총회에서 대표 임기를 아시아와 세계 대

표팀과 같게 3년으로 확정하였다.

(2) 아시아 ME의 중심이 되다

•제15대 대표팀 : 손병두+박경자 부부 / 김계춘 신부(1991. 11.~1994. 10.)

전년도 112주말에서 121주말로 상향조정되어 또다시 도약적인 시도가 가슴을 뛰게 하였다. ‘봉사자명단’으로 작

성되던 팀 명단을 「한국ME 편람」으로 개칭하여 1년 동안 유용하게 쓸 수 있게 제작·공급했고, ME 달력도 배포하

였다. 디퍼주말은 현 대표팀이 카드레팀으로서 주말을 시행하고 직전 두 대표에게 위임할 수 있게 전환시켰다. 디

퍼주말분과는 행정적인 일을 하고, 카드레팀(대표팀)과 위임받은 2부부팀, 10명의 사제가 카드레를 형성하여 주말 

발표 준비를 했다. 1992년 2월 상반기 총회에서 ‘일요일 밤 부부’를 체험하였다. 3월 15일 꼰벤뚜알 성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한국ME 15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는데 ME 1차 봉사팀과 역대 한국협의회 대표팀을 초대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 감사를 전했다. 3월에는 미국 동부지역 한인 ME가족 일동의 이름으로 보내온 3,000달러의 희사금이 가

난한 농어촌 부부 주말, 장애자 주말을 위해 쓰였다. 

1994년 주말 시간표와 배너를 바뀐 것으로 시행하고, 주말 중 미사도 ‘여정을 함께하기’에서 파견미사로 취하

였다. 상반기 총회에서는 ‘현존’ 프로그램을 하였다. 4월 9일 ‘ME 만남의 집’에서 전 대표팀과 현 임원들이 조촐한 

다과회를 갖고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팀양성분과는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 정기적으로 대요 워크숍을 

시작하여 대요를 연구하고 검토하였다. 주말분과는 전국 팀 앨범 제작에 착수하여 사제 117명, 부부 338쌍의 사진

을 모아 9월에 발행하였다. 8월 22~2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협의회에서 손병두+박경자 부부가 아

시아 대표로 선임되었다. 사제는 일본의 밥(Bob) 신부로 3년간 함께 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아시아협의회를 창설

하였고 제1차 회의도 한국에서 치렀는데, 그제야 큰 소명을 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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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포 주말의 확대

•제16대 대표팀 : 박상일+남총자 부부 / 김계춘 신부(1994. 11.~1997. 12.)

1995년 1월 세계평의회를 한국에서 개최했는데 그 뒷바라지를 ME한국협의회에서 하게 되었다. 각 교구가 지구

와 본당의 도움을 받아 주말 및 가족모임을 운영하듯이 이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복음화의 한몫을 ME

운동이 차지하는 것이라면 한국에서의 세계평의회 개최는 자랑스러운 일이며, 자축할 만한 일이었다. 1995년 팀

관리 분과에서는 전국 주말팀 배정을 교구협의회에 이양하고 주말팀 중 2팀은 교구에서 1팀만 전국에서 교류 팀으

로 전국대표팀이 배정하도록 하였다. 4월 주말분과에서는 해외교포 주말에 파견되는 팀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발

표하였다. 11월 ‘위령의 달’ 미사를 준비하여 혼자가 된 팀들을 초청하여 식사 및 간담회를 했다. 상반기 총회에서

는 ‘부부의 날’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며, 3월 13일 팀양성분과에서는 「양성팀 활동지침」을 작성하여 양성팀들에게 

요구되는 사명과 영성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1996년 4월 연구소에서는 팀부부들이 혼인성사의 은총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주제별(①매일의 대화, ②첫 주말에 대한 연구, ③행동 유형, ④현존, ⑤관계 속의 리더십)로 연구팀을 구성

하고자 연구소 확대 제안을 하였다.

홍보분과에서는 한국ME 회보가 팀에게만 공급되던 것을 전국의 ME가족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1996년 8월 3~5일 단양 유스호스텔에서 전국 팀부부의 모임이 있었다. 팀부부 수가 360쌍이 넘어 전체모임을 하

기가 어려워 1989년 서강대학교에서의 전국 팀모임을 끝으로 더 이상 만나기 못했었다. 그러나 대표팀의 결심으

로 3년 중 한 번은 모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팀분과에서 계획하고 준비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4) 대희년을 앞둔 새 대요 확정

•제17대 대표팀 : 강수길+오미호 부부 / 배영무 신부(1998. 1.~2000. 11.)

「한국ME 편람」에 ‘한국ME 활동 부서 업무지침’을 확정하여 실었다. 1998년 1월 신년미사에서 3년간 1,000일 

대화를 권고하고 IMF 한파로 더욱 적극적이고 애정담긴 봉사를 부탁하였다. 1월 번역작업을 시작하여 교정·점

검 후 6차에 걸쳐 양성팀의 의견을 수렴하고 3차례의 연수를 거쳐 성사, 사회(‘현대’를 ‘사회’로 개칭), 자신 별로 주

제를 4~5개씩 묶어 책으로 편찬했다. 팀 지침서도 새로 책으로 묶어 간행하였고, 각종 자료를 모두 책으로 만들

어 공급하였다. 교포주말은 1998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멜버른, 상해에서 시행하여 총 70부부가 참가

하였다. 특히 상해 교포주말은 종교 활동이 어려운 중국에 ME가 첫발을 디뎠고 상해교구장과 주교좌성당의 루 신

부, 종교국 최고 책임자의 양해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일이었다.

(5) 변화와 도전-ME 25주년

•제18대 대표팀 : 조덕+이명숙 부부 / 하화식 신부(2000. 12.~2004. 11.)

상임위원회 소명을 줄 때 연륜이 아니라 개개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명을 주어 행사와 수행해야 할 일에 도

움이 되게 하였다. 수도권 교구 대표팀들에게 임원 선임의 도움을 요청하여 지역적 안배를 최대화하였다. 인터넷

을 통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정보분과를 신설하여 제1차 전국 홍보·정보 워크숍을 가졌고, 이를 계기로 교구별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한국ME 홈페이지와 연결되었다. 또한 사도직은 교구에서 자체적으로 잘 시행하고 있어 교

구로 이관했다. 협의회에서 발간하는 회보도 소식지 책자로 바꾸어 1년에 2~4차례 발간하기로 했다. 군인부부를 

위한 제1차 군종교구 주말을 실시하였고, 새 자신 발표팀 모임을 시작하여 한국ME의 분과에서 하는 일과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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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대한 설명, 발표팀으로서의 소명을 재다짐하게 하였다. 

제1회 교구 간담회에서는 회의 형태가 아니라 애로사항이나 발전적 방향을 자유롭게 대화하며 나누었다. ‘25주

년 기념 역대 대표팀 간담회’로 ME에 대한 바람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25주년 기념 언론인 초청 간담회’를 

통해 ME운동이 기사화되어 많은 부부들의 문의와 주말수강이 이루어졌다. 또한 ‘25주년 발표팀 모임’은 미사로 

시작하여 지난 25년에 감사하고, 「세상에 빛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영상으로 지난날의 모습과 현실을 보고 공감

하는 시간을 가졌다. 500쌍의 전국 발표 부부, 30여 명의 사제, WWME 세계 대표부부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

었다. 

각 교구마다 조직이 커지고 조직 내 원활한 소통과 활동을 위해 하반기 총회에서 발표 부부의 정년제를 발표하

였다. 7월 교구 간담회에서 차기 대표 소명식별을 하고, 8월 아시아대회에 옵서버로 참관하였다. 대요와 지침서를 

보완하여 전국 팀들에게 배포하였고, 25주년 기념 발표 부부 사진첩을 발간했다. 쉐링에 필요한 자료를 더 삽입해

서 매일의 노트를 재편성하여 제작하였고, 매일의 대화 주제와 전국 주말 일정을 넣은 달력을 제작하였다. 전국 발

표팀 기록카드를 작성하여 팀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게 했고, 「ME 편람」도 첫 주말 발표순으로 재편집하였다.

(6) 더 많은 ME주말로의 초대

•제19대 대표팀 : 장무용+김정희 부부 / 김종수 신부, 한상용 신부(2004. 12.~2006. 11.)

더 많은 주말과 더 많은 ME가족의 초대를 위해 교구별 다양한 주말 확대 계획수립 추진, 주말 안내 포스터 제

작, 명함형 안내 홍보물 제작, 사도직 프로그램 확대 실시, 가정 사목 활성화 방안으로 ME 활용 홍보(각 본당, 신심

단체), 소개, 신청, 초대 등 모든 주말 확대 방안을 실천했다. 그 결과 2003년 말 2,457주말(61,962쌍)이 2006년 말

에는 2,928주말(71,776쌍)로 늘었다.

더 깊이 있고 유익한 ME주말을 위해 주말 워크북 전면 실시, 팀교육 심화, 팀사제 모임 활성화, 디퍼주말의 내

용 심화, 팀양성 교육과 지침의 정밀화, 전산 시스템 정착으로 각종 자료와 정보의 공유화, 취약지역 본당에 관심

을 가졌다. 은퇴한 부부들의 모임인 한국ME Ever-Green 클럽 창립과 선종한 팀사제·팀부부를 위한 위령미사

를 통하여 온 생애 ME 봉사의 정착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언론매체와의 접촉, 건전한 가정 만들기 운동, 가정의 

달 시민행사 참여, 부부의 날 재정, 참부부상 정립에 적극 동참했다. 가정법원 이혼상담, 사회복지관 봉사에 부부

의 모습으로 참여하여 선교활동, 평협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가톨릭 정신의 한국사회로의 확장에 기여하였다. 지

진·해일 피해를 입은 아시아지역 ME 공동체를 위해 모금 및 희사(14,000달러)를 했으며 교황청 한국대사관 행사

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 역할에 기여했고, 해외교포의 주말 확대와 주재국 ME 공동체와의 친밀성 증대에 밑거름

이 되었다(방콕, 북경, 울란바토르에서 첫 주말 실시).

(7) 3L운동, 30주년 행사, 제3,000차 주말

•제20대 대표팀 : 이윤식+조윤숙 부부 / 김웅태 신부(2006. 11.~2009. 10.)

하느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로 마음을 모으고 모두 MR주말을 체험으로 시작하였다. 20대 구호 ‘이/그/잘/사’

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의 첫머리를 따온 것으로 공동체 안에서 갈등

이 있을 때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기 위한 구호였다. 2007년 3월 11일 서강대학교에서 30주년 기념미사(정진석 추기

경 집전)를 시작으로 언론인 간담회, ME 제3,000차 주말, 음악제 등 거의 매달 행사를 가졌다. 한국ME 30주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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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생명과 사랑의 빛이 되어’에서 생명(Life), 사랑(Love), 빛(Light)의 영문 첫 자에서 따온 ‘3L운동’을 제안했고, 

ME가족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한국ME 제3,000차 주말 시작에 맞추어 동성고등학교에서 감사미사를 봉헌하

였다. 10월 27일 수원교구 분당 요한성당에서 열린 30주년 기념음악회에서는 현정수(사도 요한) 신부가 이끄는 ‘이

노주사’의 공연과 현 신부가 만든 주제가 「생명과 사랑의 빛이 되자」 발표가 있었다. 또한 제32차 아시아ME에서 

제공받은 다큐 「희망의 식탁」을 보고 진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고, 동서울지역 ME협의회에서 준비한 뮤지컬 「라만

차의 사나이」 공연은 수준급이었다.

제33차 아시아ME대회가 2008년 8월 24~29일 한국ME 주관으로 수원 아론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오스발도 파

딜랴 교황대사가 개막미사, 수원교구장 최덕기 주교가 폐막미사를 주례하였고, 많은 이들의 참여와 협조 속에 기

쁘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다문화가정이 급속히 늘어나는 현실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주말 프로그램이 제주

교구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양성 길잡이 책을 발간하고 새 양성팀 교육을 신설하여 양성의 목적과 동기를 알게 하

고 통일된 양성을 할 수 있게 된 것, 성사교육을 신설하여 타성에 젖기 쉬운 오래된 발표팀의 소명의식을 강화한 

것, 연구소 기능을 분화시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한 일, 다리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워크북을 제작한 

것, 참부모 교육을 보완하여 4주간의 참부모 학교 프로그램을 만든 것, 이 모두가 평신도 운동으로서의 ME 정체

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과로 남을 것이다. 또한 30주년 책자를 발간하며 준비하는 동안 시작된 ‘부부 성구 갖기’

운동은 부부들이 말씀을 통해 일상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며 살게 하였다.

(8) 한국ME 35주년 기념 

•제21대 대표팀 : 김태성+김희숙 부부 / 최준웅 신부(2009. 11.~2012. 10.)

1월 팀사제 모임을 시작으로 새 발표팀과의 만남, 3월에는 사회팀과의 만남을 가졌다. 2010년 9월 10~12일에

는 국내 최초 청각 장애인 주말(부산 제283차 주말)을 하였고 10월에 르트루바이 워크숍을 하였다. 또한 한국ME 홈

페이지 통합 개통식도 10월에 있었다. 한국협의회 35주년 기념행사 준비 워크숍을 시작으로 기도문을 발표했고, 

춘천ME 팀부부가 ‘올해 부부의 날’ 기념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6월에는 주말 소개 홍보 동영상을 제

작·보급하였다. 2012년 4월 22일 동성고등학교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새로워지리이다’라는 주제로 한국ME 35

주년 기념행사로 전국 ME 발표팀 모임을 개최했다. 특히 이날 ME주말 프로그램을 창시하고 전파한 미국의 척 갤

러거 신부(2013년 선종)의 행사 축하 영상 메시지는 감동적이었다. 갤러거 신부는 우리가 교회에서 바라는 대로 세

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상기시켰다.

(9) ME운동의 활성화

•제22대 대표팀 : 이제빈+윤봉희 부부 / 최준웅 신부(2012. 11.~2015. 10.)

제22대에서는 Worldwide Marriage Encounter(WWME)의 비전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

랑하여라”라는 사명과 “혼인과 사제의 가치를 세상에 선포한다”를 널리 알리고 실천하여 ME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자 했다. 제22대 한국ME 공동체가 실행해야 할 활동방향을 3대 주제(①과거보다는 미래를, 나보다는 우리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공동체, ②ME운동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공동체, ③경제, 사회, 문화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우

리의 여정이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설정하고 이 주제 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나보다는 우리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공동체 : 2014년 7월 12일~12월 20일 실시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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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팀 교육에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Glow In Holiness), 관계를 통한 리더십(LTR),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Glow 

as a community of faith and love), 갈등관리를 다루었다. ME 안에서의 관계성 심화교육도 있었는데 양성부부 정기

교육, 새 발표팀 교육, 팀사제 모임이었다. 주요 관련 내용으로 목자로의 부르심(Called to Shepherd), 그리스도인의 

리더십(리더십 모델, 예수님 리더십, 교회 리더의 의무, 매일의 성찰), 공동체의 소속이다.

-ME운동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공동체 : 둔촌동·대치동·개포동·풍납동성당 등에서 한

국ME 대표신부의 미사 집전과 ME 사도직을 하며 본당신자 대상 ME운동을 소개하고 홍보하였다. 2015년 4월 

24~26일 동남아 제1차 ME주말을 실시했고, 태국 파타야 Redemptorist Center에서 필리핀·미얀마·인도·태

국 4개국 교포들이 모여 첫 주말을 경험하였다. 이외에도 해외 거주 교포를 위한 ME주말 및 사도직을 실시했는데 

ME주말은 호주 시드니(제10~11차), 중국 상해(제13~15차), 중국 광동(제1~2차), 사도직 발표는 호주 시드니(2015년)

에서 하였다. 서울시 주관으로 중년부부를 위한 ‘중년부부 관계 개선’ 교육도 있었다. 

-경제·사회·문화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여정이 지속가능한 공동체 : 기존 주말운영 방식인 2박

3일(금~일)에 참여할 여건이 되지 않는 부부들을 위해 새로운 주말운영 방식을 도입했다. WWME 아시아 회의에

서 주말운영 방식을 논의하고 1일 숙박(토 7:00~일 16:00), 주중에 수일간 실시(숙박, 비숙박), 몇 주에 걸쳐 주중 1일 

저녁 수일간 나누어 실시(3RE : Restore, Rekindle, Renew Experience)를 결정하였다. 또한 직원들의 연간 의무이수 

교육 중 ME주말 참가도 교육이수로 인정하는 기관이 있어 공무원교육과 사기업 사원교육에 ME주말을 소개하고 

주말 참여를 유도했다(대구대교구 내 교육자 대상 홍보 및 교사 주말 참여).

4) ME운동 홍보 및 기타 주요활동 : 한국ME 통합, HoME Page 및 인력관리 시스템 개선, 한국ME 모바일 

HoME Page 시범운영, NAS를 활용한 ME 관련 자료관리, ME 달력 및 HoME Page에 광고게재 유료화 승인, 언

론홍보 자료발간, 행사사진 촬영 및 자료관리, 교구/지역 네트워킹 공보공유 체계개발, 영상물 활용한 사도직 참

부모3 프로그램 개발. 아시아 ME주말 영문 대요 개정위원회 활동 및 개정(참가국 : 한국, 인도, 싱가포르, 일본, 필리

핀), 주말대요, 주말 워크북, 주말발표 PPT 활용 승인, WWME 한국협의회 규칙 개정, ME한국협의회 사무실을 

마포구 공덕동로 이전, MR운영규칙 개정, 르트루바이 분리 독립 등 많은 활동이 있었다.

(10) 한국ME 40주년 기념 전국 가족모임

•제23대 대표팀 : 김홍기+최계진 부부 / 김웅태 신부(2015. 11.~현재)

한국ME가족을 위한 미사와 상임위원 부부들의 한국ME를 위해 하루 묵주기도 20단을 바치는 것으로 출범했다. 

한국ME 가족을 위한 미사는 매월 셋째 토요일 저녁 6시 서울 중화동성당에서 시작하여 명동 평화빌딩 별관 4층

으로 옮겨 임기 내 계속되었다. 임기 중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한국ME 40주년 가족모임’ 개최다. 2016년 10월 

23일 베네딕도 피정의 집에서 개막미사를 시작으로 1년 동안 엑소더스 프로그램을 전국에 보급하였다. 부부의 날

인 2017년 5월 21일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2티모 1,6)라는 슬로건과 ‘한국ME 40년, 사

랑이 되어 세상을 비추다!’라는 주제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8,000여 명의 ME가족들이 모여 감동의 행사를 치

렀다. 2018년 6월 22~24일 미국 시카고 요크타운센터에서 세계ME 5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는데 한국ME 신부 

4명과 부부 29명이 참석했다. 2016년 스리랑카 칠라우의 제41차 아시아회의에서 있었던 프로그램 「기쁨과 자비

의 선교사가 되어라」(Be Missionaries of joy and MErcy)와 2017년 9월 중국 상해에서 열렸던 ME 아시아회의 프로그

램 주제인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Love Changes everything)라는 프로그램을 ME팀 부부와 사제에게 보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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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2017년 5월 등촌동 ME 만남의 집을 매입하여 12월에 염수정 추기경 집전으로 축복미사를 드렸다.

대수 재임 기간 대표 부부 담당사제

초대 1977. 3~7. 김진헌(클레멘스)+송호전(데레사)
마진학(D. MacInnis)

2~3대 1977. 8.~1979. 10. 김철환(요함 보스코)+문성애(앨리스)

4~5대 1979. 11.~1981. 10. 김창석(토마스)+김영원(레지나) 마진학, 류봉구(아우구스티노)

6대 1981. 11.~1982. 10. 이철(율리오)+최혜숙(레지나) 마진학(D. MacInnis)

7대 1982. 11.~1983. 10. 오재호(빈첸시오)+김태자(페르페투아) 서경윤(알베르토)

8~9대 1983. 11.~1985. 10. 윤갑구(바오로)+김부희(루치아) 서경윤, 김창석(타대오)

10~11대 1985. 11.~1987. 10. 장융구(스테파노)+정경숙(데레사) 김창석(타대오)

12대 1987. 11.~1988. 10.
이금증(안토니오)+황정원(보나)

장덕호(갈리스토)

13대 1988. 11.~1989. 10.
김득권(굴리엘모)

14대 1989. 11.~1991. 10. 김건일(요한)+장진숙(요안나)

15대 1991. 11.~1994. 10. 손병두(요한 보스코)+박경자(율리아나)
김계춘(도미니코)

16대 1994. 11.~1997. 12. 박상일(힐라리오)+남총자(마리아)

17대 1998.  1.~2000. 11. 강수길(그레고리오)+오미호(엘리사벳) 배영무(라우렌시오)

18대 2000. 12.~2004. 11. 조덕(알렉산데르)+이명숙(아녜스) 하화식(베드로)

19대 2004. 12.~2006. 11. 장무용(요한)+김정희(요한나 마리아) 김종수(요한), 한상용(티토)

20대 2006. 11.~2009. 10. 이윤식(후고)+조윤숙(안젤라) 김웅태(요셉)

21대 2009. 11.~2012. 10. 김태성(루치아노)+김희숙(아녜스)
최준웅(바르나바)

22대 2012. 11.~2015. 10. 이제빈(베드로)+윤봉희(스콜라스티카)

23대 2015. 11.~현재 김홍기(프란치스코)+최계진(마리아) 김웅태(요셉)

3. 현실과 전망

올해는 한국평협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세계ME 역시 50주년을 맞은 뜻 깊은 해이기도 하다. 지난 50년간 한국

평협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듯이 세계ME 역시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여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 지난 한국ME 

40주년 가족모임 행사는 세계ME 속에서의 한국ME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뜻 깊은 행사였다고 자부하며 행사에 

참여했던 아시아 ME 대표의 “Wonderful Power!”라고 외쳤던 감탄사는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다. 이렇게 기적적

인 발전을 이룬 밑바탕에는 초창기에 헌신한 ME 신부와 ME 부부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진 현실을 직시하면 그 옛날 선배 부부들이 가졌던 꿈과 희망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기에는 부

끄러움이 남는다. 불과 10년 전과 비교해 보아도 ME주말 참여자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한 해에 약 1,000부부 이상

의 숫자가 감소한 상태이고, 참여 신부와 수녀도 감소 추세에 있어 현실은 그동안의 성과에 마냥 자축만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자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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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염분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한다고 한다. 한국ME도 인구의 3%가 ME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노

력을 경주한다면 세상을 밝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한국평협이나 세계ME의 현

실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지만 지나온 50년을 거울삼아 다가올 50년도 우리 모두의 혼신의 힘을 다한다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올 것이라 믿는다. 

‘We reMEmber! We celebrate! We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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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1. 개  황

•소재지 : (03009) 서울시 종로구 평창12길 20-8

•CEL 010-5282-7354, 사무국장 010-3896-2026 / Fax (02) 6490-2919

•설립 연월일 : 1985년 10월 15일

•주교회의 인준일 : 1985년 (추계 정기총회)

•회장 : 안병철(베드로)

•담당사제 : 지영현(시몬)

2. 협회 약사 및 주요 활동

1)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50년 약사

(1)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와 함께한 한국 교회미술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정관과 회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창립 취지는 “미술 활동을 통하여 교회 정신을 구현, 교

회미술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참가 활동을 통하여 신앙을 중심으로 각기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 국내

외 전시와 작품 교류를 함으로써 복음 정신을 전개”하는 데 있다.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한국 가톨릭 미술가들의 회원수는 총 900여 명에 달한다. 우리 교회에 보다 양질

의 교회미술을 전국적으로 보급·확산함으로써 ‘예술을 통한 복음화’에 앞장서고자 하는 본회의 공식적인 설립일

자는 1985년 10월 15일로 이는 주교회의에서 인준 받은 날짜이지만, 벌써 1970년 그 모태이자 전신인 ‘서울가톨릭

미술가회’가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근원은 한국 천주교회가 시작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 가톨릭 미술의 역사는 1784년 북경에서 돌아온 이승훈(李承薰)을 중심으로 한국 천주교회가 세워졌고, 그가 

중국에서 가져온 성화(聖畵)가 그려진 상본이 처음으로 한국교회에 소개되며 성미술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앙의 징표이자 교회의 거울인 성미술은 신자들의 신앙과 정신을 고양시키고 심적 위안을 주는 역할을 한다. 

십자고상, 성모자상, 성화, 성물 등 교회미술품은 신앙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직접적이고 결속된 연관성을 가

진 ‘살아있는 도구’로 기능한다. 한때 서양미술사 속, ‘성상숭배’의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성화상(聖畵像)의 본질적 

역할은,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존재로 느껴지는 ‘하느님을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존재로 구현’해 내는 매체임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성미술은 이를 바라보고 묵상함으로써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는 다리 또는 창 

역할을 해주는 도구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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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한 화가 이희영(李喜英, 루카)을 비롯하여 한국에서의 성미술 제작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가혹한 천주교 박해로 인해 현존하는 상본 및 성화에 대한 기록이 거의 전무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우리 가톨릭 역사의 현실이다.

그러다 1882년 서구 여러 나라와 국교를 맺기 시작하며 마침내 신앙의 자유가 용인되었고, 1886년 한불수호조

약(韓佛修好條約)이 체결되자 천주교는 광명과 회생의 활기를 얻게 된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느님께 봉헌된 기도 공

간인 ‘성당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1890년 ‘종현(鐘峴)성당’(현 명동 옛 주교관), 1892년 ‘약현(藥峴)성당’(현 중림동약현성당) 그리고 1898년에는 한국천주

교회의 심장인 ‘명동(明洞)성당’이 준공되기에 이른다. 이 성당들 모두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의 프랑스인 신부들에 

의해 19세기 당시 프랑스에서 유행한 신고딕 양식(Neo-gothic style)으로 지어졌고, 성당 내부를 장식하는 스테인드

글라스 역시 프랑스 남부 투르(Tours) 공방에서 제작되어 설치되었다. 그 밖에 서울 용산 성심학교 건물을 비롯하

여 교내에 있는 ‘예수성심성당’(1902년 준공), 1918년에 준공된 ‘대구(현 계산 주교좌)성당’과 1937년의 ‘인천(현 답동 주

교좌)성당’은 프랑스 신고딕 양식 성당이고 전주 ‘전동성당’은 프랑스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대표적인 성당으

로 손꼽힌다.

한국 가톨릭의 급속한 발전으로 독일 베네딕토회, 미국 메리놀회, 아일랜드 골롬반회 등 수도회의 한국 진출은 

보다 다양한 서구교회 문화와 양식의 도입을 의미했다. 그중에서도 서구 양식의 무차별적 수용이 아니라 한국 고

유의 정통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서구 영향을 수용한 ‘한국 교회미술 토착화’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성당들이 

처음 등장하고,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양교구 소속 ‘신의주(新義州)성당’이 손꼽힌다. 중세 로마네스크 양식의 바

실리카 구조와 한국 고유의 합각지붕을 얹은 독특한 구조로, 동서양 양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성당으로 

높이 평가받는 이 성당은 안타깝게도 북한의 종교탄압으로 인해 오늘날 어떠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지 알 수 없

는 상황이다.

여태까지 한국 성당 내·외부의 성상(聖像), 성화 및 공예작품 대부분이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지에서 

가져온 것들로 장식되다가 마침내 1920년대 들어와 한국 미술가의 손에 의해 제작된 작품이 등장하게 된다. 1920

년 일본 동경미술학교에 입학한 장발(張勃, 루도비코, 1901~2001년)이 19세에 그린 「복자 김대건 신부」(서울대교구 소

장)는 국내에 현존하는 첫 성화로 알려져 있다. 마침내 한국 정서에 맞는 ‘우리 성미술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2)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의 전신, 서울가톨릭미술가회의 설립 배경과 역사

-한국 가톨릭 미술 발전의 초석을 다지다, 고(故) 장발(張勃)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난 화가 장발은 일본 동경미술학교(1920년), 미국 콜롬비아대학 미술학과(1923~1925

년)에서 수학하고 귀국한다. 그는 명동성당 제대 뒤의 「14사도」(1925~1926년), 「복자 김대건 신부」(1920년)와 「김 골

룸바와 아녜스 자매」(1925년) 등 한국 초기 교회미술사를 대표하는 작품 다수를 남겼다. 1946~1953년에는 서울대

학교 미술대학 초대 학장을 역임하며 후진 양성에 주력하면서 오늘날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탄생의 기반을 닦는 

중대한 역할을 한 인물로 그 공로가 높이 평가된다. 

그의 가톨릭미술에 대한 애정과 열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당시 서울미대 교수진은 물론 학생들도 세례를 받아

야 하는 분위기였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을 정도이다. 장발 후임으로, 서울미대 제2대 학장으로 일본 도쿄 상지

대학에서 종교철학을 공부한 한록(閑鹿) 박갑성(朴甲成, 1915~2009년)이 젊은 미술가들에게 이론 및 종교철학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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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으니 당시 서울미대의 ‘가톨릭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엿볼 수 있다. 

1954년 10월 5~12일 명동 미도파백화점(현 신세계)에서 ‘성미술 전람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는 장발을 중심으로 

당대 미술계 각 분야를 대표하는 23명의 작가들이 대거 참여한 전시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의 

전신인 ‘서울가톨릭미술가회’ 발족의 초석이 되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문화선진국인 프랑스에서는 1930년대부터 시작하여 1940~50년대에 ‘성미술 운동(L’Art Sacré)’이 활발히 전개되

었는데, 이는 동시대의 현대 미술을 교회 안에 수용하여 교회를 쇄신하고자 한 운동이다. 옛것을 답습하던 구시대

의 전통을 탈피하여 동시대의 ‘살아 있는 미술(L’art Vivant)’ 표현을 받아들이고자 한 이들의 궁극적 취지는 교회와 

신자 간의 진정한 소통을 꾀한 매우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프랑스 ‘성미술 운동’에 앞장선 인물로 피-레몽 

레가메(Pie-Raymond Régamey, 1900~1996년) 신부, 마리-알렝 쿠튜리에(Pierre Marie-Alain Couturier, 1897~1954

년) 신부 등 예술에 대한 뛰어난 안목과 비전, 열정 그리고 추진력을 모두 겸비한 이들이 앞장섰으며, 당시 보수

적인 교회도 긴 설득 끝에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현대미술 도입이 가능

했다. 이는 물론 그 현대적 감성과 어우러지는 현대 건축의 동반된 발전을 의미했다. 이같이 프랑스에서는 20세기 

현대건축의 대부로 불리는 르 코르뷔지에(Ch. Edouard Jeanneret le Corbusier, 1887~1965년)의 아름다운 롱샹성당

(Chapelle Notre Dame du Haut de Ronchamp) 등과 같은 아름다운 현대 성당들이 탄생하게 된다.

1954년 서울에서 개최된 ‘성미술 전람회’는 바로 프랑스 ‘성미술 운동’ 정신에 탄력을 받아 탄생하게 되었고, 이

는 그 유례가 없는 ‘자생적인 그리스도교 역사’와 순교자들의 붉은 피 위에 꽃핀 한국 가톨릭 정신의 산 증거인 성

미술 발전의 필요성에 뜻을 함께 한 것이다. 또한 이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대변혁을 불러일으킨 제2차 바티칸 공

의회를 소집한 교황 요한 23세(재위 1958~1963년)의 ‘교회개혁’ 그리고 그를 이은 바오로 6세(재위 1963~1978년)가 

1964년 로마 바티칸 시스틴 경당에서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발표한 ‘새로운 교회미술 선언’보다 십여 년 앞선 것이

라는 점은 괄목할 만하다.

(3) 서울가톨릭미술가회의 역사가 시작되다(1970년)

-초대 회장 고(故) 이순석(李順石)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북이 분단되었고, 그로부터 남북 간의 교류는 단절되어 각기 극단적인 양상으로 전개되

었다. 불행히도 북한에서는 인권 및 종교말살정책으로 수난의 시작인 반면, 남한에서는 본격적인 성미술 발전의 

시작을 의미했다. 1946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설립하고 초대 학장을 지낸 장발을 중심으로 이순석(李順石), 윤

승욱(尹承旭), 김종영(金鍾瑛) 등의 교수진이 주축이 되어 한국 가톨릭미술의 본거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1954년 개최된 ‘성미술 전람회’를 기반으로, 마침내 1970년 3월 19일 공예가이자 서울대학교 미대 응용미술학과 

교수인 이순석(李順石, 루카, 1905~1986년)이 회장, 담당사제는 왜관 베네딕토 수도회의 김영근(베다) 신부가 맡아 ‘서

울가톨릭미술가회’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또 당시 김수환(金壽煥, 스테파노, 1922~2009년) 추기경(당시 서울대교구장)

의 비서였던 장익(張益, 십자가의 요한, 1933년~ ) 신부(훗날 춘천교구장 주교)가 서울가톨릭미술가회에 대한 남다른 애

정을 갖고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했고, 결국 김영근 신부의 후임으로 미술가회의 담당사제직을 맡게 된다. 제4대 

대한민국 부통령을 지낸 장면(張勉, 요한, 1899~1966년) 박사의 넷째 아들이자 장발을 숙부로 둔 그는 한국의 유서 

깊은 가톨릭 집안 출신으로 한국 가톨릭미술계를 정신적·신앙적으로 인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서울가톨릭미술가회 설립 이듬해인 1971년(제1회)과 1972년(제2회)은 신세계백화점 화랑, 1975년(제3회) 미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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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 1976~77년(제4, 5회) 신세계미술관에서 정기전을 개최했고, 1978~79년(제6, 7회)은 세종문화회관 전시장, 

1980년(제8회) 롯데백화점, 1981년 9월 6~12일에는 제9회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 미술전을 세종문화회관 전

시장에서 개최하였다. 계속해서 1982년(제10회) 동덕미술관, 1983년(제11회) 신세계미술관에서 열리는 등 매년 정기

전이 개최되었다.

1970년대 당시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성당 건립은 1980년대 이르러 전성기에 이르렀고, 전국적으로 1년

에 100개가 넘는 성당을 건립하던 이 시대에 그 내부를 채울 성미술의 수요가 많았던 것은 한국 교회미술 활성화

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한국가톨릭미술 발전에 대한 열의는 역대 전례가 없는 것으로, 그 열기는 1984년 7월 한국의 국경을 넘

는 국제적인 미술행사인 ‘국제 현대종교미술전’(제12회) 개최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서울가톨릭미술가회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가톨릭미술가회가 차례로 설립되었다. 1974년 대구가톨릭

미술가회, 1983년 부산, 1984년 광주, 1987년 부천, 1990년 원주, 1992년 인천과 청주, 1994년 대전, 1995년 춘

천, 1997년 마산과 미국 L.A. 1998년 안동, 1999년 수원과 전주 그리고 2014년에는 제주가톨릭미술가협회가 설

립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의정부교구와 군종교구를 제외한 14개 교구에 조직된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는 각 교구

별로 지도신부와 임원(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총무, 재무, 감사)진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9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다가 1985년에 이르러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이름으로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정식 등록되고 설립되었다. 

이같이 미술 활동을 통해 그리스도교 정신을 구현하고, 한국 교회미술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각 교구 미

술가회의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교회미술 창작 연구와 신앙생활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4)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 ‘현대 종교미술 국제전’ : 영원의 모습(Images of the Eternal)

-국립현대미술관, 1984년 7월 21일~9월 14일

당시 서울가톨릭미술가회 회장은 국립 현대미술관장(당시 덕수궁현대미술관)이자 서울대 조각과 교수인 김세중(金

世中, 1928~1986년)이 맡고 있었다. 그는 1954년 ‘성미술 전람회’ 출품작으로 2017년 문화재로 등재된 한국 성미술

의 보물, 「김 골룸바와 아녜스」(1954년)를 남긴 뛰어난 예술가이자 동시에 미술교육과 행정면에서도 두드러진 활약

을 하였다. 특히 서울가톨릭미술가회 회장 재임 시 1984년 7월 21일에서 9월 14일까지 무려 두 달여간 덕수궁 국

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으로 현대 종교미술 국제전(International Exhibit of Modern Religious 

Art)인 ‘영원의 모습(Images of the Eternal)’전의 성공적 개최를 성사시켰다. 가톨릭미술가협회와 MBC 문화방송이 

공동 주최하고, 문화공보부·교황청 대사관·독일대사관·프랑스대사관이 후원한 대규모 전시기획으로, 이는 한

국·이탈리아 바티칸·프랑스·독일 네 나라가 참여한 대형 전시였다.

① 한국의 가톨릭미술가협회 작가 작품들 : 장발(루도비코)의 「순교자 VII」, 김세중(프란치스코)의 「은혜의 성모」, 

문학진(文學晉, 토마스)의 「성인 현석문 초상」, 최종태(崔鍾泰, 요셉)의 「성 골룸바, 아녜스 김 자매」, 이남규(李南窐, 루

카)·최의순(崔義淳, 요한 비안네)의 「부활」, 임송자(林松子, 리타)의 「김대건 신부님」 등 작품 48점.

② 이탈리아 바티칸 박물관 현대 종교미술 소장품의 주요 대표작들 : 페리클레 파치니(Pericle Fazzini, 1913~1987

년)의 「부활상의 모형」(1969~70년), 조지 루오(Georges Rouault, 1871~1958년)의 「미세레레」(Miserere, 1922~27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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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코모 만추(Giacomo Manzu, 1908~1991년)의 「요한 23세」(1962년) 등의 작품 56점,

③ 프랑스 문화성 미술부에서 선정한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1887~1985년)의 「푸른 장미」(1964년), 알프레드 마

네시에(Alfred Manessier, 1911~1993년)의 「스테인드글라스」, 제르멘 리시에(Germaine Richier, 1904~1959년)의 「아시

의 십자고상」(청동),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 1869~1954년)의 「제의(祭衣)」 등 83점.

④ 독일 쾰른(Köln)대교구 건축관리위원회 소장의 다양한 ‘독일 현대 교회건축 사진 및 도면 전시와 성미술’, ‘마

인츠(Mainz) 로만-게르만 중앙박물관’, ‘독일 C.H. 베링거(Boehringer) 제약회사 소장품’이 출품되었는데 그중 에기

노 바이너트(Egino Weinert, 1920~2012년)의 「주교 십자가」(2점), 「성 베드로 성좌」(9세기) 등의 귀한 성미술품 118점.

위와 같이 총 305점에 이르는 국내외 우수한 성미술품이 한국 대중에게 소개되었다. 이는 무려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기획하기 어려운, 시대를 앞선 우수한 전시 기획이었다. 이 같은 국제 규모 그리고 수준 높은 성미술 

걸작들을 한자리에 모아 대중에게 선보인 전시는 당시 서울가톨릭미술가와 한국 교회의 높은 수준과 활발한 활약

상을 여실히 증명해 준다. 이 뜻 깊은 문화행사는 물론 모든 중요한 자리에는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이 항상 

함께 하였다. 사회 다방면 활동은 물론 문화예술에도 남다른 애정과 그 필요성을 인지하였던 김 추기경은 아래의 

축사를 남겼다. 

“…이제 이백 주년을 맞아 이런 믿음을 목숨으로 증거한 선열들의 얼을 기리는 뜻 깊은 때에 그 기념의 일환으로 

‘현대 종교미술 국제전’을 열게 된 것을 매우 값지고 기쁜 일로 여깁니다. 유럽 세 나라의 탁월한 예술인들이 ‘영원

의 모습’을 추구한 아름다운 결실을 우리나라 교우 작가의 그것과 한데 모은 이 큰 잔치를 베풀게 된 것은 천주교

회로서뿐 아니라 나라로서도 반갑고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토록 큰일에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바티칸 

박물관, 독일 쾰른대교구, 프랑스 문화성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 훌륭한 전시회가 이루어지도록 

애써 주신 가톨릭미술가협회와 문화방송국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전시회가 모든 이의 마음에 

많은 것을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1985년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는 국제 그리스도교 미술 중심 단체로 건축·회화·조각·공예 등 그리스도교 

미술 발전과 상호교류를 위해 창시된 ‘시아크(SIAC : Societé Internationale des Artistes Chrétiens, 국제 기독교 미술가

협회)’에 정식 등록, 가입한다. 그리고 이듬해 10월 14일~11월 14일 이탈리아 로마 산토 스테파노 로론토(Santo 

Stefano Rotondo) 성당에서 SIAC 주최 ‘국제 종교 미술전’에 참가한다. 영국·독일·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

오스트리아·네덜란드·스위스·벨기에·폴란드 등 무려 17개국이 참여한 이 전시에 한국 작가들은 김세중 외 21

명이 참여했고, 진영선(로사리아) 교수는 ‘한국 교회와 미술가 역할에 대한 당면 문제’라는 주제 발표를 하는 등 한

국 성미술을 해외에 알리고 해외 작가들과 교류하는 귀한 자리가 되었다. 당시 한국 측 전시 참석자들은 장익 지도

신부, 최봉자(레지나) 수녀, 김영섭(시몬), 조영동(루도비코) 등이었다.

(5)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 기념 ‘평화를 그리는 미술전’(1989년)

-올림픽 공원 테니스 경기장 특설 전시관

이남규(李南窐, 루카)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한국 화단의 훌륭한 추상미술 화가로, 특히 그는 

한국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를 정통으로 창작한 개척자로 그 공로가 매우 크다. 그의 주요 작품들로는 서울 혜화

동성당(1978년), 시흥동성당(1979년), 명동대성당(1980~84년) 등의 스테인드글라스 작품들이 손꼽힐 뿐만 아니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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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톨릭미술가협회 회장으로도 높은 공로를 세웠다. 

1989년 온 세계 인류가 형제가 되고자 세계 교회 각국의 교회 대표자들과 교우가 모여 개최되는 ‘세계성체대회’

는 1874년 프랑스 아비뇽의 타마지에 여사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 사람들에게 ‘성체조배’의 중요성을 일깨

우기 위해 시작된  대제전이다. 1989년 제44차 세계성체대회가 바로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를 비롯하여 100여 명의 추기경과 대주교 등 세계 고위 성직자들이 대거 참석한 이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올림픽

공원 테니스 경기장 특설 전시관’에서 서울가톨릭미술가회 작가 86명이 예술작품 전시를 통해 성체의 의미와 평화

를 염원하는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특히 성체대회 로고를 미술가회의 신명우(요셉, †2008년)가 맡아 성체의 의미가 

보다 친근하게 모든 신자에게 널리 보급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1990년 11월 9~15일에는 예총화랑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자선전’을 개최했는데 작품 판매금을 이듬해 1월 17일 ‘신망애의 집’에 전달하며 이웃과의 나눔을 실

천하는 뜻 깊은 행사를 하기도 하였다. 

1991년 10월 17일~10월 20일에는 범종교적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민국 종교인 미술 큰잔치’(서울 예술의 전

당 미술관)가 개최되었다.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한국기독교예술문화협회·한국불교미술협회·원불교미술인

회·천도교미술인회 등 종교 미술단체가 대거 참여한 종교 잔치로, 당시 서울가톨릭미술가회 회원 60명을 비롯

하여 30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진정한 종교 큰 잔치였다. 문화부 종무과와 한국문화예술진흥회 후원으로 성사

된 의미 있는 행사로, 다음해인 1992년에는 ‘제2회 종교인 미술 큰 잔치’(서울 세종문화회관 전시장)가 연이어 개최되

었다. 

(6) 프라 안젤리코 성인을 미술가회 주교성인(축일 2월 18일)으로 모시다

-제1회 한국교회미술연구 세미나(1994년)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창립전(서울 공평아트센터)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CBCK)에서 ‘가톨릭미술상’ 제정

이탈리아 르네상스 전기 도미니코회 수사화가로 모든 성미술 작가에게 귀감이 되는 프라 안젤리코(Il Beato Fra 

Angelico, 1387~1455년)는 1455년 2월 18일 눈을 감았다. 평생 영적·미적 일치가 이루어진 아름다운 성화, 수사본 

등을 무수히 남긴 그의 작품들 중 「성모영보」는 특히 유명하다.

1994년 2월 18~28일 명동성당 문화관 전시장에서 프라 안젤리코 축일에 맞춰 ‘미술가의 날’로 제정 기념전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그의 정신을 본받아 아름다운 성미술 제작의 의미를 살펴보고 한국 교회미술의 바람직한 방향

을 모색하고자, 제1회 ‘한국 교회미술 연구 세미나 : 한국 교회미술의 오늘과 내일’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 김수

환 추기경도 참석하여 “교회와 미술가는 서로 필요로 한다.”는 내용의 강론을 했고, 장익 신부, 김정신 교수(건축), 

송현섭 신부, 김종수 신부, 김원 선생(건축), 마르크 수사(스테인드글라스)가 차례로 발표하였다.

1995년 ‘우리 전례 공간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제2회 ‘한국 교회미술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교회미술의 바람직

한 방향을 제시한 시간이었다. ‘성당 내부-뜻과 쓸모와 아름다움을 찾아서’(장익 지도신부), ‘토착화 과정에 있어서

의 성상미술’(최종태), ‘성당 건축 계획의 방법론적 접근’(윤성호)이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다.

아울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CBCK)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종교미술의 발전과 토착화를 후원하기 위해 1995년 

가톨릭미술상을 제정, 매년 2월 18일 프라 안젤리코 축일을 기해 가톨릭미술 발전 및 공로를 세운 예술가에게 ‘가

톨릭 미술상’(건축, 조각, 회화, 공예 부문)을 선정하여 수여하기 시작했다. 제1회 가톨릭미술상은 본상에 최봉자 수녀

(조각)와 최영심(스테인드글라스), 특별상은 장발 선생(회화)이 수상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996년 9월 18일부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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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일까지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창립전’을 서울 인사동에 있는 ‘공평아트센터’에서 개최하기에 이른다. 서울 및 

지방 교구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가톨릭미술가회 작가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전시한 매우 뜻 깊은 자리

였다.

1998년에는 ‘광주가톨릭대학교 신축공사 준공식 기념 교회미술 초대전’을 개최했는데, 이는 서울가톨릭미술가회 

회원들이 최초로 공동 작업을 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원주교구 배론성지의 성당 내에 성미술품 다수를 설치하며 

기금 마련을 도왔을 뿐 아니라 작가들이 받은 재료비는 미술가회 기금으로 모으기도 하였다. 

서울대학교 조각과 명예교수 및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명예회장인 최종태는 한국 교회미술 발전에 앞장선 미술

가회의 어른으로, 큰 공로를 세운 인물로 평가된다.

(7) ‘새날 새 삶 대희년 기념전’(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일본가톨릭미술가들과 L.A. 한국가톨릭작가들도 참여한 대잔치

-중림동 가톨릭화랑의 시대가 열리다

2000년 2월 11일~2월 21일 ‘새날 새 삶 대희년 기념전’이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렸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교구, 서울(133명), 부산(30명), 대구(34명), 광주(22명), 전주(7명), 마산(28명), 안동(4명), 원주(12명), 춘천(13명), 

부천(13명), 인천(15명), 수원(33명), 대전(23명), 청주(13명), 미주(L.A. 13명) 그리고 특별히 초청한 일본가톨릭미술가

회 작가 12명, 총 408명의 작가들이 참가한 큰 행사였다. 역시 이 귀한 자리에 김수환 추기경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2002년 2월 25일~3월 25일 ‘가톨릭화랑 개관 기념전’이 개최되었다. 한국가톨릭미술가회의 새 지도신부이자 

당시 가톨릭출판사 사장인 박항오(마르티노) 신부의 배려로 중림동 가톨릭출판사 신관 1층에 ‘가톨릭화랑’이 개관되

어 이때부터 이곳은 가톨릭 미술 모임의 중심역할을 하게 된다. 중림동 가톨릭화랑 개관 이후 계속 이곳에서 전시 

및 세미나를 열었다.

2005년 10월 12~25일 가톨릭대학교 개교 150주년을 기념하여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생명’전을 개최하였

고, 2009년 2월 4~15일에는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40주년 기념전’을 개최하는 등 매년 정기전을 열고 회원들 

간 친목을 도모하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 미술가 개인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및 피정, 교회미술 연구 

세미나, 원로 작가의 작업을 재조명하며 배움의 시간을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는 전 서울대교구장 정진석(鄭鎭奭, 니콜라오) 추기경과 현 교구장 염수정(廉洙政, 안드레아) 

추기경의 각별한 관심 속에 새로운 기획과 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다.

(8)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전

-‘새 생명-인간, 삶, 자연’(2011년),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2012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2013년), ‘평화-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2014년),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2015년)

신임 회장으로 강희덕(姜熙德, 가롤로) 교수(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가 선출되고 이때부터 전국 교구의 미술가회 

작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전’이 매년 개최된다. 이전에도 전국 규모의 ‘한국가톨릭미술가협

회전’이 개최되었지만 이처럼 매년 열린 유례가 없었다. 그동안 각 교구별, 개별적으로 활동하며 각 협회의 정체성 

및 기반을 다지는 시간을 거쳐 매년 서울을 시작으로 지방 여러 도시를 돌아가며 전국적으로 모여 전시하며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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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류를 하는 것은 실로 고무적인 현상이라 평가된다. 

2011년 6월 2~8일 ‘새 생명-인간, 삶, 자연’전(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2012년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전

(부산 디자인센터), 2013년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전(대전 쌍리 갤러리와 덕린 갤러리)이 열렸고, 2014년에는 ‘평

화-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전(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2015년에는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전(대구문화예

술회관)이 개최되었다. 또한 한국 가톨릭 역사 속 기쁘고 감동적인 축제 시간이었던 교황 프란치스코의 방한 기념

전 ‘일어나 비추어라’전(명동 평화화랑)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2015년 9월 4일에는 ‘한국 교회미술 재정립을 위한 연구 세미나’를 혜화동 혜화아트센터에서 개최하고 『보시니 

좋았다』 세미나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헌장」에서 강조하는 성미술의 본질적 목적

으로 “하느님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지향하며, 그 목적은 다름 아닌 자기 작품을 통해 인간 정신을 경건하게 하느

님께 돌리는 데에 크게 이바지하고 하느님 찬미와 현양에 바쳐진다.”는 의미를 되새기며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2015년 2월 11~17일에 개최된 서울가톨릭미술가회 정기전인 ‘기도’전을 시작으로, 명동 갤러리 1898이 

서울가톨릭미술가회의 본거지가 되었다.

(9) ‘성미술-나눔전’(2018년, 갤러리 1898)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가톨릭미술가들이 모이다

2016년부터는 안병철(安炳撤, 베드로) 교수(서울시립대 환경조각학과)가 제8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각 교구별로 정기

전 및 특별전 등의 전시를 이어나갔다.

2016년 8월 24~30일 서울가톨릭미술가회 주관으로 병인 순교 150주년을 기념하여 ‘순교와 자비 특별전’을 명

동 갤러리 1898에서 열었고, 이와 동시에 서울대교구청에서 ‘순교와 교회미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염수정 추기경이 자리를 함께 한 이 세미나는, 미술가들에게는 순교자들의 신앙과 열정을 

본받아 보다 깊은 영성에의 길로 나아감으로써 보다 아름답고 영적인 성미술품 제작에 기도와 정성을 기울일 필요

성에 대해 고민하고, 성당 설계 및 본당 성미술품 선정 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에게는 보다 진지하고 적극

적인 협조 및 지도편달을 요청하는 자리기도 하였다.

바로 연계하여 같은 해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서 ‘하느님의 자비, 아름다움으

로 깨어나라’ 전시에 13개 교구 212명이 참여하는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전을 개최하였고, 이듬해인 2017년 5월 

24~28일에는 광주대교구청에서 ‘하늘, 땅…바람’의 전시 주제로 14개 교구 작가 207명이 참여했다. 또한 젊은 가

톨릭 작가를 양성하기 위해 ‘가톨릭청년작가회’를 결성하여 2017년 8월 16~22일 명동 갤러리 1898에서 창립전을 

개최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018년 1월 31일~2월 6일 명동 갤러리 1898에서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주최로 서울가톨릭미술가회 작가 50

명이 8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  ‘미혼모 시설 돕기 나눔전’을 했는데, 이때 모인 기금 1,200만원을 미혼모 기관에 

전달한 보람된 행사였다. 현재 진행되는 작업으로는 한국 순교자들의 순교영성을 신앙생활에 구현하기 위해 ‘한국 

103위 순교 성인 초상화’를 제작 중에 있다. 한국의 뛰어난 성미술 작가들을 중심으로 제작 중인 이 사업은 주교회

의 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완성하여 2019년에 특별전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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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대 회장 및 담당사제

대수 재임 기간 이름(세례명) 담당사제

초대 1971~1984년 이순석(루카) 김영근(베다)

2대 1984~1986년 김세중(루도비코)
장익(십자가의 요한)

3대 1987~1992년 이남규(루카)

4대 1992~2004년 최종태(요셉)
장익(십자가의 요한), 장동하(베네딕토),

박항오(마르티노)

5대 2004~2007년 최인수(프란치스코) 박항오(마르티노)

6대 2007~2010년 이광미(앙즈) 박항오(마르티노), 지영현(시몬)

7대 2010~2016년 강희덕(가롤로)
지영현(시몬)

8대 2016년~현재 안병철(베드로)

3. 현실과 전망―가톨릭 미술관, 소통의 장을 꿈꾸다

2018년 11월 9일~11월 13일에는 원주 치악예술관에서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전’이 개최되었다. ‘우리를 구원하

는 희망’을 주제로 전국 14개 교구 회원 190명의 작품이 출품되어 의미 있는 전시를 개최하였다. 2019년 2월에는 

가톨릭 신자들은 물론 한국 사회 전체의 존경을 받는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를 맞아 그를 다시 기억하고 기

리기 위해 ‘그립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주제의 전시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은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 깊은 해다. 한국 가톨릭미술 역사 반

세기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한국 정서에 맞는 새로운 교회미술 정립과 발전을 기약하기 위한 50주년 기념 대규

모 전시와 더불어 『한국 가톨릭 교회미술 50년사』의 방대한 역사 정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는 한국가톨릭

미술가협회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전진하기 위한 도약의 기반이 될 것이다.

한국 가톨릭교회의 정신적 산물이자 증인인 성미술은 우리 가톨릭문화의 소중한 ‘정신문화유산’이자 우리 ‘시대

를 반영하는 거울’, 더 나아가 우리가 귀하게 키워온 ‘신앙의 결정체’이다. 순교자들의 선혈 위에 뿌리내린 한국의 

가톨릭 역사는 그 유례가 없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정신적 유산이자 신앙의 원천이다. 한국에 그리스도교가 뿌리

내린 지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아직도 우리는 진정한 교회미술의 ‘토착화’ 문제를 중대한 과제로 안고 있다. ‘토

착화’란, 민속적인 의미의 한국적인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닌, 한국 정서에 맞는 아름답고, 성스럽고, 현대적인 예술

적 표현을 일컫는 것이니 결코 간단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서구의 2,000년이 넘는 역사에 비하면 불과 1/10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낸 성과이니 이는 분명 매우 

자랑스러운 것이지만 아직 많은 개선점과 발전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뿐 아니라 아직 한국에서는 ‘성미술의 가치

와 그 의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성당에 있는 많은 작품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빈번한 것

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과연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하는 전문가인 가톨릭 미술가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탄생한 

‘영적·지적 산물인 성미술 작품’이 아닌, 정체불명의 공산품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느님을 제대로 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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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아름다움[美]은 하느님으로 향하는 어느 지점에서 결국 진리(眞)와 선(善)과 만나는 하

느님의 속성이다. 

신자들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마음에 위안을 주는 성미술의 주된 기능은 ‘아름다움’이신 하느님께로 이끌어주는 

도구 역할을 한다. 하루빨리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미술 작품들을 수집·분류·복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

는 ‘성미술자문위원회’가 조성되어 전국 교구의 성미술품을 선정·심사·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보다 품격 있

는 양질의 성미술이 신자들에게 보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벌써 본당에 설치되어 있는 귀한 성미술품들이 

훼손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현실적 사안이다. 현재 ‘성당건축위원회’는 있는

데 ‘성미술자문위원회’는 부재한 상황이다. 빠른 시일 내에 아름다운 성당에 걸맞은 아름다운 성미술이 설치되기를 

희망한다.

1962년 요한 23세에 의해 개최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헌장」에는 ‘성미술과 성당 기물’에 대한 장을 특별

히 다루며, 신자들의 신앙과 정신을 고양시키는 데 있어 성미술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발언과 더불어, 교회 역할

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성직자들은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 성미술의 역사와 그 발전에 대하여, 또한 성미술 작품들이 그 바탕으

로 삼아야 할 건전한 원리에 대하여 배움으로써 교회의 존귀한 기념물들을 존중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또 작품 활

동을 하는 미술가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줄 수 있어야 한다”(129항).

이와 같이 성미술의 역할은 단순히 성당 내부를 ‘장식’하는 차원을 넘어 신자들의 정신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고

양시켜 주고 마음에 영적 평화를 주어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끌어준다. 또한 신학교에서는 ‘교회미술의 역사’ 수업

을 진행함으로써 미래에 본당을 책임지게 될 성직자들에게 미감을 키워주는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평신도들에게는 이같이 새로운 ‘아름다움’에 깨어 있기 위해 ‘열려 있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제안하고 당

부하는 바이다. 예술은 놀라운 하느님의 신비에 보다 부드럽고 감동적으로 이르게 해주는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

이다. 

끝으로 아름다운 것을 감상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공간으로, ‘한국가톨릭미술관’ 건립을 제안

한다. 미적인 감동과 함께 영적인 울림을 주는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신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진정 아름다

운 성미술의 모델을 제시해 주는 이정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정신적 휴식처’이자 ‘배움과 소통

의 공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교회가 몸소 ‘열려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가톨릭의 위상’이 드높여질 것은 당연

한 것이다.

김수환 추기경은 “교회의 높은 담을 헐고 사회 속에 교회를 심어야 한다.”고 하였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

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희생을 몸소 보여주셨다. 현대 교회는 사회 속에 들어

가기 위해, 이 세상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교량역할을 하는 제3의 장소를 필요로 한다. 그 역할을 바로 

‘미술관’, ‘가톨릭미술관’이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예술은 바로 그 유연한 아름다움으로 우리 영혼을 적셔주는 언

어, 부드럽지만 가장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 1905~1980년)는 그의 자서전에 이같이 기록하고 있다. “문화는 그 어떤 것도, 누구도 구할 수 없다. 문화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은 인류의 산물이며 인간은 스스로 그곳으로 뛰어들어 그 속에서 자기 자신

을 인식하고 그 엄숙한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본다.”

이에 덧붙여 1984년 ‘영원의 모습’전(덕수궁국립현대미술관) 이후에는 해외 성미술 작품을 한국에 소개하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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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지 못하고 국내 활동에만 주력해 왔다. 그동안 국내에서 매우 활발한 작품 활동, 전시, 세미나, 피정 등의 모임

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한국 성미술 발전 그리고 보다 성숙한 ‘토착화’를 위해 온 힘을 쏟아 왔다. 미래에는 한국가

톨릭미술가협회의 이름으로 한국에서 국제 규모의 전시를 개최하는 일은 물론 국내를 넘어 해외에 ‘토착화된 한국 

성미술’, ‘성숙하고 아름다운 한국의 성미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날이 오길 조심스레 희망하며 

이에 본 협회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평신도 사도직 임무에 충실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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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Korea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Service Association)

1. 개  황

•소재지 :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명동2가) 가톨릭회관 618호

•Tel (02) 777-3211 / Fax (02) 777-3219

•설립 연월일 : 1973년 12월 5일

•주교회의 인준일 : 1988년 3월 21일

•회장 : 윤영수(스테파노)

•담당사제 : 김영철(베드로)

2. 협의회 약사 및 주요 활동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KCCRSA)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성령께 대한 새로운 각성’으로 시작되어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던 성령쇄신운동이 한국 가톨릭교회에도 전해져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던 1973년 12월 5일

에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회장직을 사제가 맡았으나, 2012년 6월 30일부터 평신도가 맡게 되면서 평신도들의 더

욱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1) 가톨릭 성령쇄신과 한국교회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성령쇄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가톨릭교회는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에 관해 새롭게 각성하기 시작하였다. 이 새로

운 각성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년)에서 활짝 피어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선포하고 개최한 요한 

23세 교황(†1963년)은 공의회의 성공을 위해서 “새로운 성령강림으로 우리의 일상을 당신의 경이로움으로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특별히 간청하였다. 이 공의회를 마무리 지은 바오로 6세 교황(†1978

년)도 “교회의 일차적 급선무는 언제나 성령강림을 생활화하는 것이다.”라고 천명하였다. 

「교회헌장」 12항에서 “성령께서는…모든 계층의 신자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나누어 주신다.”라고 밝힌 공의회는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3항에서 “성령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시어’(1

코린 12,11)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여’(1베드 

4,10) 사랑으로 온몸이 성장해 나가게 하신다(에페 4,16 참조)”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 가톨릭교회의 성령쇄신이 일어났는데, 그 시작은 1967년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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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츠버그에 있는 듀케인 대학교에서 몇 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이루어졌다. 이들은 대학에서나 교회 내

에서 종교적 열성이 차차 식어가는 상황에 직면해서 참다운 교회쇄신은 새로운 성령강림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

고, 바오로 서간과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하였으며, 이들 중 일부는 매일 ‘성령송가’를 바쳤다. 그러던 중에 이들은 

피정에서 신령한 언어 등의 성령은사를 체험하게 되었다.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에서 긍정적으로 수용된 성령쇄신은 전 교회의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수용되었다. 1975

년 ‘제9회 세계성령쇄신대회’에서 바오로 6세 교황은 다음과 같은 말로 참석자들을 맞이하였다. “교회와 세계는 성

령강림의 기적이 역사상 계속되기를 어느 때보다 더 바라고 있습니다. 갈수록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가는 이 시대

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신앙쇄신’을 증언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어떻게 이 영적 쇄

신이 교회와 세계에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975년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로마에서 개최된 이 대회에는 한국에서 온 메리놀회의 백 제랄도(한국명: 백

영제, Rev. Gerald Farrell) 신부와 베네딕토회의 현 바르톨로메오 신부가 참석했다.

(2) 성령쇄신과 한국 가톨릭교회

미국에서 시작된 성령쇄신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갔고, 한국 가톨릭교회에도 도입되어 교회의 활성화와 신자들의 

신앙쇄신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1967년 미국 듀케인 대학에서 시작된 성령쇄신이 한국 가톨릭교회 내에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해는 1973년이다. 이전에도 개인적으로 성령쇄신을 체험하기도 하였고, 개신교 선교사를 통

해 성령쇄신이 전해지기도 하였지만, 이 해부터 한국 가톨릭교회 성령쇄신이 자리를 잡고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1973년 3월 성령쇄신에 관한 글들이 백 제랄도 신부의 주선과 장익(십자가의 요한) 신부(전 춘천교구장 주교)의 번역

으로 『사목』 3월호에 게재되었다. 같은 해 4월에는 세계적인 성령쇄신 지도자인 조지 코시키(George Kociki) 신부가 

메리놀회 소속 사제들과 수사들을 위해 성령피정을 지도하고, 5월에는 서울대신학교(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한국 신학생 250여 명을 상대로 성령쇄신에 관한 강론을 하였다. 

조지 코시키 신부는 마산교구에서도 소속 사제들을 위한 강론을 하였는데, 이때 장병화(요셉) 주교(전 마산교구장, 

†1990년)가 함께 강의를 들었으며 통역은 두봉 레나도 주교(전 안동교구장)가 하였다. 장병화 주교는 그 해 1973년 

6월 1일부터 3일까지 노틀담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 가톨릭 성령쇄신대회에 참가하였다. 동년 11월에는 서울 대신

학교에서 처음으로 ‘성령 안의 생활 세미나(Life in the Spirit Seminar)’가 실시되었는데 신학생 15명, 수녀 2명, 평

신도 1명이 참가하였다. 이 세미나는 최기산(보니파시오) 부제(전 인천교구장 주교, †2016년)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최기산 주교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1973년쯤의 일이었다. 내가 속한 본당신부님은 레슬리 블

라워즈라는 메리놀회 소속 사제였다. 방학 때마다 느끼는 것이었지만 참으로 열심하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분

이었다. 그는 자주 우리와 기도하기를 즐겨하였다. 나는 그의 열심함에 반해서 성령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성령운동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고 하나의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

도회를 갖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중에 레슬리 블라워즈 신부님의 지도로 신학생들 몇몇이 성령세미나를 갖게 되

었다. 성령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회에 참석하였다. 당시를 회상해 보면 참 기쁨이 가득하

였고 사랑과 평화가 넘쳐났었다.” 

그리고 그 해 가을에는 대구 베네딕도회 독일 수녀들의 노력으로 30여 명의 한국인 수녀들이 백 제랄도 신부의 

인도 하에 성령세미나를 수료하였다. 



293

제3편 평협단체사

1973년 12월 5일, ‘성신운동협의회(Charismatic Service Committee Meeting : 현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가 

결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백 제랄도 신부·서 요셉 신부·베네딕도회의 바이스트 수녀·이정자 수녀·염영호 형

제 등이 위원으로 참석하였고, 회장으로 백 제랄도 신부(1973년)가 선출되었다. ‘성신운동협의회’는 가톨릭 신자들

만으로 세미나와 기도회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고, 협의회의 모든 진행상황을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에게 보고

하고 승인을 받았다. 

2) 한국 가톨릭 성령쇄신의 정착기

(1) ‘성신’보다는 ‘성령’

1974년 3월 1일에 열린 제3차 ‘성신운동협의회’는 ‘성신’보다는 ‘성령’을 그리고 ‘방언’ 대신에 ‘심령기도’를 사용하

자는 의견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그리고 제7차 모임(1975년 2월 7일)부터는 명칭을 “전국성령봉사회”로 개칭하

였다. 

제1대 회장 백 제랄도 신부와 제2대 회장(1974년 1월) 서 요셉 신부(한국명 : 서충렬) 두 회장의 임기는 모두 2년 남

짓이었다. 메리놀회 소속 신부로서 지리적, 문화적, 언어 등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한국 가톨릭교회 성령쇄신의 기

초를 다지는 데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1975년 4월 11일 제8차 전국성령봉사회가 개최되었는데, 최봉도(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가 제3대 회장

(1975~1982년)을 맡게 되었다. 한국 가톨릭 성령쇄신을 이끌어가는 회장이 한국인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한국 가톨

릭의 성령쇄신이 어느 정도 한국인에 의해 이끌어질 만큼 성장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같은 해 6월 25일에는 

성령세미나 교재로 쓰기 위해 두 번째 성령쇄신 관련 한국어 책인 『성령세미나 매일묵상』이 이승우(바오로) 회장에 

의해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1976년 3월 16일에는 서울 장충동 분도회관에서 제2회 ‘전국성령봉사회’ 총회가 개최되었으며, 5월에는 월간 

『성령쇄신』이 4면으로 창간되었는데, 편집은 이 프란치스코 신부(인천교구)와 공영길 회장이 맡았다. 『성령쇄신』지

는 성령쇄신 발전에 크게 기여하면서 1978년 5월 정간되기까지 25회가 발간되었다. 

(2) 성직자·수도자 성령묵상회

1976년 5월 24~28일 경북 왜관 피정의 집에서 제1차 ‘성직자·수도자 성령묵상회’가 개최되어, 신부 11명과 수

도자 43명이 참가하였다. 그 당시 이 묵상회를 주관했던 최봉도 신부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는 전국성령봉사회 회의를 주관하면서 첫 회의부터 한국에서 성령쇄신이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평신도들을 

위한 성령세미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고 성직자·수도자들을 위한 성령쇄신 묵상회를 개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때 봉사회원들 중 이 크리스타 수녀 한 분만 긍정적으로 호응하였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회

의적이었다.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의 이유는 우리 능력으로는 평신도들은 괜찮으나 성직자·수도자들의 성령

세미나는 과분하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성령쇄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너무 모자란다는 것이다. 지금 같으면 

성령쇄신에 관한 책도 많지만 그 당시는 초창기라 성령세미나 묵상서 외에 책이라고는 아주 얇은 소책자 한두 권

이 전부였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지만 성령세미나 시에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이를 참가자들이 체험하게 되므로 

우리의 부족한 지식과 경험으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나의 주장을 계속 강하게 밀



294

 한국평협 50년사

고 나가니 다른 분들도 드디어 수락하게 되어 1976년도에 제1차 성직자·수도자 성령묵상회가 성공하면 제2차 묵

상회는 그 다음해에 개최하고 만약 실패하면 제2차 묵상회는 2년 후로 미루기로 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성직자·수

도자 성령묵상회는 일반적인 염려와는 달리 성령의 강한 활동으로 대성공적이었다. 그래서 그 즉시 그해 가을에 

서울 상지회관에서 제2차 성직자·수도자 성령묵상회를 개최하였다. 이렇게 시작한 성직자·수도자 성령묵상회

가 해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을 뿐 아니라 1년에 3~4차례씩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활동

이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

1976년에 제1차로 시작된 성직자·수도자 성령묵상회는 지금은 1년에 3번씩, 장소를 달리하여 개최되고 있으

며, 제153차 성직자·수도자 성령묵상회를 2018년 6월 11~15일, 수원 아론의 집에서 개최하였다. 

성직자·수도자 성령묵상회를 이야기할 때 떠오르는 분은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2009년)이다. 1981년 3월 

9~13일 왜관 분도 피정의 집에서 열린 성직자·수도자 성령묵상회에 참석한 김 추기경은 신령한 언어의 기도(심

령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 새까만 후배 신부들도 척척 해내는 이 기도가 끝내 되지 않자 김수환 추기경은 “순전히 

내 독특한 구강 구조 때문이다.”라고 말해 함께 모였던 이들이 박장대소했다는 일화가 있다.

(3) 서울대교구의 단위 봉사회 설립과 통합

1974년부터 한국인 신자들이 성령쇄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서울대교구에서는 단위 봉사회가 곳곳에서 생

겨나기 시작했다. 1974년 1월 1일을 기하여 ‘명동 성령쇄신봉사회’, 1975년 ‘종로 성령쇄신봉사회’, 1975년 11월 ‘바

오로 성령쇄신봉사회’, 1977년에는 ‘가나안 성령쇄신봉사회’, 1979년 면목동성당에서 ‘베트·엘 성령쇄신봉사회’, 

1981년 ‘수유리 성령쇄신봉사회’, 1982년 ‘남부 성령쇄신봉사회’, ‘북부 성령쇄신봉사회’, ‘예수성심 성령쇄신봉사

회’가 설립되어 활발히 활동하였다. 

이러한 활동 가운데 1989년 12월부터 각 단위 봉사회 기구를 교구와 지구별 관할 본당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지

구별로 봉사회가 재정비됨으로써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지구별 지도신부도 임명하여 교계제도 안

에서 일관성을 갖게 되었다.

(4) 한국 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위원회

1976년 2월 2일 전국 성령봉사회는 기구의 확대개편과 함께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 자격은 각 교구

의 교구장이 임명한 지도신부와 평신도 대표 그리고 교구봉사회에서 추천한 평신도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기구의 

역할이 증대되고 세부적 계획을 구성하는 결정권을 갖게 되었다. 명칭도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위원회”(이하 

‘가성위’)로 개칭되었으며 회장에는 최봉도 신부, 부회장에는 송광섭(베드로) 신부가 선출되었다.

1980년은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한 한 해였다. 1980년 2월 27~29일 가톨릭 성령쇄신 본부 사무총장인 토마스 

훠레스트(Rev. Thomas Forrest) 신부가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했고, 같은 해 3월 6~12일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차 

아시아 국제 리더십 대회(Asian International Leadership Conference)에 한국에서 캐레이 신부, 윌리엄 신부, 허연구

(모이세) 신부, 조영호(데포레스 스틸프) 수사가 참가하였다. 10월 3~6일에는 미국의 성령쇄신 지도자 린 신부(Rev. 

Mattew and Dennis Linn) 형제를 초청하여 서강대학교 메리놀회에서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였고, 10월 7일에는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전국 성령쇄신대회’를 개최하였다. 12월 31일에는 서울 명동성당에서 약 2,00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의 밤’이 개최되었는데, 이 기도회에 처음으로 참석한 김수환 추기경은 가르침을 통해 가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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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 성령쇄신운동을 강조하였다.

1981년 5월 4일에는 로마에서 ‘세계 성령쇄신 지도자대회’가 개최되어 최봉도 신부와 하승백(바오로) 서울대교구 

회장 등 19명의 한국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이 대회에는 세계 95개국에서 600명의 지도자들이 참가하였다. 그동

안 국제 가톨릭 성령쇄신의 책임자였던 수에넨스 추기경의 후임으로 훼레스트 신부가 선임되었으며, 국제본부도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이동되었다. 그리고 12월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사목주교위원회를 구

성하고 위원장인 두봉 주교가 성령쇄신 담당주교로 결정되었다.

3) 한국 가톨릭 성령쇄신의 발전기

(1) 본당 기도회의 육성

‘한국 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위원회’ 총회(1982년 1월 15~16일)에 참석했던 11개 교구의 21명 대표는 성령쇄신의 

방향을 ‘본당 기도회 육성의 해’로 설정하였다. 이 시기 성령세미나를 실시하는 교구가 계속 확대되고, 성령세미나

에 참가하는 성직자·수도자가 증대하며, 본당 기도회를 비롯하여 지구 또는 교구 차원의 기도회가 활발하게 확

산될 뿐만 아니라 철야기도회도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등 영적 성숙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들이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매년 대규모의 전국대회와 교구대회가 개최되었고, 매년 4차례의 성직자·수도자들의 성령묵상회도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비록 미약하지만 청소년 성령세미나와 기도회도 점차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 성모님의 짝이신 성령

1983년 정기총회에서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창렬(바오로) 신부가 같은 해 11월 21일 주교로 성성되어 제주교

구장으로 임명되었다. 김창렬 주교는 자신의 체험담에서 “나는 우여곡절 끝에 성직자·수도자를 위한 어느 성령묵

상회를 찾아가게 되었다. 거기서 성모님은 나를 당신의 짝이신 성령과 대면시키셨다. 그분이 대면시킨 성령은 내

게 결코 낯선 분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최봉도 신부는 체험담에서 김창렬 주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김대군 신부님의 안내로 함께 1980년 묵상회

에 참가하신 이분은 과거에 서울 가톨릭대학 학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마치 학생처럼 강의실 앞자리에 정자세를 취

하신다. 강의를 하는 이들 특히 나 같은 이는 평범한 평신도들에게 겨우 알맞은 수준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강의

를 그렇게 진지하게 들으시다니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묵상회를 끝마치고 대단히 만족해하셨다. 

이런 분에게 ‘한 번 더 오십시오.’라고 내가 제의를 했을 때 이분은 고개를 좀 갸우뚱하시며 가만히 계신다. 그러

나 그 후 묵상회에 또 오셨다. 그런데 처음 오실 때와 같은 자리에 앉으신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는 태도도 전과 

똑같았다. 묵상회를 마친 후 또 만족해하신다. 

세 번째 참가하실 때도 저번과 같은 자리에 앉으시고 놀랍게도 똑같은 진지한 태도로 그 강의를 들으신다. 다 마

친 후 표현하시기를 ‘강의를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린다.’는 것이다. 옛날 사도들의 강론이 상상된다는 것이었다. 

실은 언제나 같은 내용과 같은 표현을 하였다고 생각되는데 … 성령의 놀라운 활동을 또 실감한다.”

(3)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제주교구장으로 임명된 김창렬 주교의 후임 회장으로 송광섭(베드로) 신부가 제5대 회장(1984~1986년)으로 선임

되었다. 이미 이전에 송광섭 신부는 서울대교구 성령쇄신 지도신부로 임명되어 있었다. 김수환 추기경은 성령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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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를 받은 신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사목적 지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송광섭 신부를 1979년 12월 16

일자로 교구 성령쇄신 지도신부로 임명하였다. 송광섭 신부는 성령쇄신을 관리 발전시키기 위한 서울대교구 성령

봉사회를 발족시켰고, 초대 회장에 하승백(바오로) 형제를 선출하였다. 또한 1976년 5월에 창간된 『성령쇄신』의 발

행 책임도 맡게 되었다. 

송광섭 신부는 성직자·수도자 성령묵상회에 참가했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서울대교구 돈암동성당에 

부임했을 때 나는 하노라고 했지만 여러 면에서 번번이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였다. 나에겐 어떤 돌파구가 필요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가톨릭신문」 광고란에 제1차 성직자·수도자를 위한 성령세미나가 실시된다는 내용이 실

렸다. 나는 즉시 참가신청서를 보냈다. 많이 기다려졌다. 기대를 갖고 왜관에서 세미나에 참석하는 동안 나는 가

르침에 귀를 기울였고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결심을 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진지한 자세

로 성령세례를 받기 위한 영혼과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였다. 

안수를 받을 때 내 생애 처음 참으로 신비스런 체험을 했다. 하느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고 버리신 게 아니라 엄

청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마음이 들어온 것이다. 과거에도 나를 사랑하셨고 현재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뜨겁게 느꼈다.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동안 나는 참으로 행복했다. 죽을 때까지 여기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예수의 현성용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 사도가 느꼈던 심정과 비슷했으리라. 나는 우리 가톨릭교회 안에 이 성령쇄

신 운동이 있는 이상 여기에 헌신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본당에 돌아왔을 때 모든 상황은 전과 똑같았지

만 나는 매우 기쁘게 살았다.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려나갔다.”

(4) 청년 성령쇄신봉사회

많은 젊은이들이 성령쇄신의 초창기부터 참여하여 각 교구와 단위 기도회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1991년 5

월 11일에 “서울대교구 청년 성령쇄신봉사회”가 결성되어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1996년 3월 1일에는 이 청년 봉사

회 주최로 서울 동성고 강당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8주간의 성령세미나와 기도회가 개최되었고 전국적으로 꾸준히 

확산되어 갔다. 

1997년의 경우 1천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정규 또는 단기 성령세미나에 참가하였다. 어린이 성령세미나도 개최

되었는데, 1997년의 경우 어린이 성령세미나에 참가한 어린이가 200명이나 되었고, 지금도 각 교구와 단위 기도

회에서 어린이 성령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다.

현재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국 가톨릭 젊은이 성령쇄신연합”이 결성되어 있으며, 2001년 12월 15일 제1회 ‘전

국 청년 성령쇄신 찬양의 밤’을 시작으로 2018년 6월 10일에는 인천교구 가톨릭청소년센터에서 9개의 교구와 단

위 기도회 소속 젊은이들 600명이 참여하여 제18회 전국 젊은이 성령축제를 개최하였다.

(5) 수도회의 설립

한국 가톨릭 성령쇄신의 특징 중 하나는 성령쇄신에 투신하였던 사제들에 의하여 여러 수도회가 설립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성령쇄신에 열심했던 젊은이들은 이러한 수도회에 매력을 느끼고 투신하게 되었다.

① 오순절 평화의 마을을 설립한 오수영(히지노) 신부(†2018년)는 1986년 오순절 평화의 수도 공동체(현 성령강림

사도 수녀회, 오순절 요셉 자매회)를 설립하였다.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새롭게 변화된 초대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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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와 감사, 나눔과 섬김의 생활을 하며 오순절 성령강림의 뜻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작은 불씨가 되고자 하는 것

이 오순절 평화의 수도 공동체의 정신이다. 또한 사도행전 2장과 콜로새서 3장 12-17절의 정신으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을 살고자 노력하는 공동체이다. 1990년 3월 25일에 첫 서원, 1993년 12월 8일에 첫 종신서원을 하였다. 

② 꽃동네를 설립한 오웅진(사도 요한) 신부는 신학생 시절(1974년) 성령세미나에 참여했고, 1977년에도 성직자·

수도자 성령묵상회에 참가하여 많은 은사를 받았다. 1977년 9월 16일 16명으로 첫 성령기도회를 시작하였는데, 

이 기도회는 현재까지 매월 진행되고 있다. 1979년 9월 무극본당 청년 레지오 단원이었던 한 형제가 오웅진 신부

를 도와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자원하였고, 1981년 서울에서 한 자매가 평생 봉사하고자 자원하

였다. 훗날 이것이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와 자매회’의 기원이 된다. 이 수도회는 1986년 12월 27일 청주교구 소속 

수도회로 정식 승인을 받고 프란치스코회와 예수성심 시녀회의 지도로 1987년부터 정식 수련을 시작하여, 1993년 

7월 5일에 첫 종신서원식을 하였다. 

③ 사랑의 성령 수녀회(현 삼성산 성령 수녀회)가 서울대교구장의 인가를 받아 1990년 8월 22일에 송광섭 신부에 

의해 창설되었다. 수녀회는 1994년 5월 20일 김수환 추기경 주례로 작은 형제회 수도원 성당에서 첫 서원을 하였

으며, 1999년 5월 21일 김옥균(바오로) 주교(†2010년) 주례로 같은 장소에서 최초로 종신서원을 하였다. 

송광섭 신부는 이렇게 말한다. “제2의 성령강림 시대에 활기찬 믿음의 삶을 살면서 받은 은사로 봉사에 헌신하

고자 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사는 수도회 설립은 시대의 요청이며 교회의 필요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던 중 성산 기

도의 집 대표 에르나 슈미드, 장 엘리사벳 두 자매가 나를 방문하여 자기네 공동체를 성령쇄신의 영성으로 하는 수

녀회로 창설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는 하느님의 뜻임을 굳게 믿게 되었고, 수도회 담당주교와 교구장 김수환 추

기경께 그동안의 경위와 뜻을 상세히 말씀드렸을 때 추기경께서는 당신이 서울대교구장으로 부임한 지 20년이 넘

었지만 한 번도 수녀회 창설을 허락한 적이 없었는데 송 신부에게 처음으로 허락한다고 대답하셨다.” 

④ 작은 예수 수도회, 작은 예수 수녀회는 1992년 박성구(요셉) 신부에 의해 설립되었고, 현재 서울대교구 김용

태(요셉) 신부가 지도를 맡고 있다. 작은 예수 수도회와 수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수도생활을 하고 있다. 

이 수도회와 수녀회에서 장애인은 약간의 핸디캡을 갖고 있을 뿐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어지간한 소아마비 정도

는 장애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비록 어떤 가족은 장애가 매우 심해 먹이고 입히고 잠자리까지 모두 거들어야 하

지만,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모두 하느님 앞에 영적 장애인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있기에 동병상련의 정을 나누

며 서로의 손발이 되어준다.

3) 한국 가톨릭 성령쇄신의 위기와 극복

(1) 기도 공동체 성가집과 한국의 성령쇄신 발간

이범주(바오로) 신부가 회장(2000~2002년)을 맡고 있던 2002년 『기도 공동체 성가』가 발간되었다. 모두 765곡이 

수록된 이 성가집은 한국의 가톨릭은 물론 개신교에서 불리는 성가도 참조하였는데, 개신교 용어를 가톨릭적으로 

고쳐서 편집하였다. 개신교 성가를 함께 부르는 이러한 시도는 교회일치운동의 정신을 따르는 좋은 선례이다. 그

리고 미국과 남미에서 불리는 성가와 아직 책으로 나오지 않은 곡들도 참조하였는데, 외국 곡들을 번역하여 다듬

는 작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의미가 있는 작업이었다. 이 성가집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이라면 어디에

서든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2002년 9월에는 『한국의 성령쇄신-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발간되었다. 이 책은 한국 성령쇄신 역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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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내자는 1996년 가을의 결정에 따라 한국 가톨릭 성령쇄신이 시작된 후 30여 년의 자료를 정리한 책이다. 한국의 

성령쇄신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번역하고 정리하여 2000년 대희년까지 마감하여 마무리하였다. 집필 책임은 

남현욱(요셉) 교수, 자료수집과 정리는 김종만(프란치스코 하비에르) 회장이 맡아 많은 수고를 하였다. 

(2) 분열의 위기와 극복

2000년 초반에 위기가 찾아왔다. 이를 극복하는 데는 박용일(타대오) 신부(1987년), 김택구(루도비코) 신부

(1991~1995년)와 함께 두 번(1988~1990년, 1996~1999년)에 걸쳐 회장을 역임했던 김대군(파트리치오) 신부(2003~2006

년, †2016년)의 역할이 컸다. 서울대교구 염수정(안드레아) 주교(현 추기경)는 김대군 신부를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

사회 담당사제 겸 한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회장 신부로 선임, 사태 수습을 맡겼다. 

‘한국 성령쇄신의 대부 또는 산 증인’으로 불리기도 하는 김대군 신부의 성령쇄신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다. 김

대군 신부는 선종 직전, 한 지인에게 ‘내가 성직자·수도자 성령묵상회에 100번 정도 참여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대군 신부가 이전에 회장으로 있던 1988년에 본 회는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라고 명칭을 바꾸

고 춘계 주교회의(1988년 3월 24일)에서 인준을 받았다.

김대군 신부는 말년에 시력장애로 앞을 못 보았지만 한 번 들은 봉사자의 이름은 거의 다 기억하거나, 목소리만 

듣고 봉사자를 알아볼 정도로 뛰어난 기억력을 갖고 있었다. 김대군 신부는 생전에 이러한 말을 하였다. “눈이 안 

보이니까 하느님이 보인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육신의 눈이 안 보이게 되니까 영적

인 부분들이 더 잘 보인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3) 한국 세계성령대회

오태순(토마스) 신부(2007~2008년)는 2007년 9월 그동안 사용하던 교재 『성령세미나』(불모임) 대신 새로운 교재인 

『신앙성숙과 견진성사를 위한 성령세미나』를 내고 전국 교구에 보급하였다. 224쪽짜리 확대판과 152쪽짜리 축소

판 등 두 종류로 제작된 이 교재는 2015년 4월 『성령 안의 생활을 위한 성령묵상회』라는 새 교재가 나오기까지 사

용되었다. 

오태순 신부는 회장으로 재임하던 2008년에 ‘2009년 세계성령대회’의 한국 유치를 성사시켰다. 오태순 신부는 

이후 세계성령대회 한국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열성을 다하여 준비하였고, 이듬해인 2009년 6월 7일 음성 꽃

동네에서 개최된 세계가톨릭성령대회에는 10만여 명이 참가하였다. 이 대회를 위해 『중재기도 봉사수첩』과 『성령

쇄신 영한 용어집』 등 두 권의 참고 도서가 출간되었다. 

세계성령대회는 그동안 유럽대륙에서만 개최되었으나 타 대륙 그것도 아시아의 한국에서 열렸다는 것은 한

국 가톨릭 성령쇄신의 역량을 세계에 드러낸 사건이었다. 한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회장 :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 

2009~2012년)와 세계성령대회 한국준비위원회(위원장 : 오태순 신부)가 주관한 이 대회는 6월 3일 개막미사를 시작으

로 4~6일 지도자대회, 7일 군중대회 순으로 열렸고, 세계적 성서학자 알베르 바노에 추기경 등의 강의와 미사, 성

시간, 찬양의 밤 등으로 알차게 꾸려졌다.

이 대회에 참가한 44개국 377명의 외국인들은 꽃동네 각 시설이나 서울역 지하도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대회 

주제인 ‘행동하는 사랑(love in action)’을 실천하였다. 참가자들은 식전행사로 6월 2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민

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였고, 식후행사로 6월 8일 5개 교구 성지를 순례하고 9일 경기도 광주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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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암성지를 방문해 순교자 현양미사를 봉헌했다.

특히 6월 6일 지도자대회와 함께 열린 “제9회 젊은이 성령축제”는 한국 교회 성령운동의 희망을 볼 수 있는 시

간이었다. 세계 각국 젊은이들을 비롯해 전국 각 교구 청년 성령운동 관계자 1,200여 명이 함께한 이날 행사에서 

청년들은 성령 안에서 일치의 기쁨을 만끽했다. 특히 청년들은 안수예절로 지난 시간을 회개하고 새롭게 성령 안

에서 거듭나는 큰 은총을 맛보았다.

4) 평신도 회장 시대 

(1) 평신도 회장 시대가 열리다

2012년 6월 30일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는 일대 혁신의 장을 열었다. 1973년 봉사자협의회의 전신인 

‘성신운동협의회’가 만들어진 이래 39년 동안 사제가 회장을 맡았으나 평신도가 회장을 맡는 체제로 바뀐 것이다. 

평신도가 회장을 맡게 되는 개정 회칙은 2012년 8월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았다. 

봉사자협의회는 2012년 12월 1일 청주 성령쇄신봉사회관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평신도들로만 이루어진 임원

진(회장 : 김현조, 부회장 : 김명심 수녀·두현자·윤영수·김지만, 감사 : 심요섭·문호)을 꾸렸다. 김현조(스테파노) 회장

(2013~2016년)은 협의회 내에서는 ‘일을 일부러 만들어 해내는 사람’으로 통했다. 김현조 회장은 2013년 3월 봉사

자협의회 내에 5개 분과(기획, 행사 홍보 시설, 국제, 기도, 교육)로 세분화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성령쇄

신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활성화에 기여했다.

(2) 새로운 교재 발간 

협의회는 2013년 ‘신앙의 해’를 맞아 신앙생활 수기를 공모했다. 2012년 10월 11일부터 2013년 그리스도왕 대축

일인 11월 24일까지 모인 총 188편의 응모작 중 33편을 뽑아 한 권의 책 『순례 길에서 만난 그분』(2014년, 한국천주

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출판)으로 냈다. 

2014년 초 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사용해 온 교재 『신앙성숙과 견진성사를 위한 성령세미나』의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 김현조 회장을 중심으로 최운식(의정부), 김명희(서울), 이인복(서울), 이상욱(서울) 등 교육분과 전문위원들이 

교재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1년여의 노력 끝에 2015년 4월 초판을 발행하고, 이후 2016년 교회 승인을 받고 2017

년 2월 개정증보판을 냈으며, 현재 전국 15개 교구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같은 해 6월 『봉사자 기본 교육』(교회 인가 2016년) 교재도 발간하여 봉사자들의 교육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 『봉

사자 기본 교육』 교재 발간과 함께 ‘봉사자 기본 교육’, ‘은사학교 그룹 봉사자 교육’, ‘그룹 대화 봉사자 교육’ 등과 

같은 봉사자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3) 성령쇄신 50주년과 로마 세계성령대회

세계 가톨릭 성령쇄신 50주년을 맞이하여 로마에서 세계성령대회가 2017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열렸다. 

이 대회는 교황으로 선출되기 이전에 아르헨티나 주교회의에서 성령쇄신 담당주교를 하였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령쇄신이 시작된 50주년을 맞아 로마에서 세계성령대회가 열리기를 원한 덕분이었다. 이 대회에는 한국에서 김

영철(베드로) 대표담당사제와 함께 193명이 등록하여 참가하였으며, 꽃동네에서도 참가하였다.

로마 치르코 마시모(Circo Massimo)에서 열렸던 전야 기도회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50년 동안 가톨릭 성령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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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가톨릭교회에 기여하였음을 기억하면서, 또 앞으로도 가톨릭 성령쇄신에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성령쇄신

은 은총의 흐름(Current of Grace)이며 이 흐름은 초교파적으로 흘러야 하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

였다.

(4) 창작성가집 

협의회는 또 지난 2012년 ‘주님께 새로운 노래를 불러 드리자’는 취지 아래 성가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6

년 창작성가 경연대회를 열고 응모곡 중 107곡을 묶어 『창작 복음성가』집을 냈다. 성령쇄신 50주년을 맞이한 2017

년 12월 세상에 선을 보인 이 성가집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창작 성가집 발간의 첫 삽을 뜬 김현

조 회장(대표담당사제 : 김명선) 그리고 주교회의의 승인(2017년 7월 17일)을 받는 등 마무리를 한 윤영수(스테파노) 회장

(2017년~현재, 대표담당사제 : 김영철) 등 편찬 관계자들의 많은 노고가 뒤따랐다. 2018년 7월 12~13일에는 수원 아

론의 집에서 이 창작 성가집을 가지고 제1회 창작 성가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5) 은사학교 

‘성직자·수도자 은사 세미나’로 시작되었던 ‘은사학교’는 2011년에 ‘은사쇄신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평신도 봉사

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바뀌었고, 성령쇄신 봉사자들 안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강사진은 국내외의 유

명 인사들로 짜여 있으며, 특히 2017년 은사학교에서는 국제가톨릭성령쇄신봉사회 미셸모란 회장이 강사로 초빙

되어 성령쇄신의 정체성과 올바른 길을 제시하였다. 

이 은사학교는 참가자들이 일정 이상의 수준을 갖추어야만 신청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은사학교를 수

료한 사람이 1,3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2018년 10월 1~5일에 개최된 제8차부터는 ‘봉사자학교’라는 명칭을 사

용하고 있다.  

3. 현실과 전망

1) 성령쇄신의 그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24일 「올바른 성령 이해」라는 제목의 문헌을 내놓

았다. 이 주교회의 문헌에서 볼 수 있듯이 성령쇄신에는 그늘진 측면이 있었다. 곧 성령은사의 오해와 남용, 외적 

은사에 대한 집착, 봉사자들의 자질 미흡, 전문 봉사자의 부족, 일부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의 일탈, 일부 기도회의 

광적인 분위기 등이다. 

2) 성령쇄신의 빛

그러나 이러한 그늘에도 불구하고 성령쇄신을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빛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성령쇄신의 

빛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느님 현존 체험을 통한 개인의 신앙 쇄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헌

신과 적극적인 봉사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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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느님 현존 체험을 통한 개인의 신앙 쇄신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하느님의 현존 체험은 큰 도움이 된다. 성령쇄신에 참여한 많은 이

들은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고 깨닫게 됨으로써, 생동감 있는 신앙생

활을 하게 되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추기경 시절에 한 인터뷰에서, 성령쇄신운동이 신자들의 신앙쇄신에 도움이 되는 하느님 

현존 체험의 기회를 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교황은 “개인적 체험 없이는 교의적 믿음은 공허하다.”는 말로 신

앙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바로 성령쇄신운동이 이러한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2) 교회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적극적인 봉사 활동

초대교회에서는 교회의 건설과 공동체의 선익을 위하여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베풀어졌는데, 성령쇄

신운동의 참여자들은 바오로 사도가 언급한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1코린 12,4-11 참조)을 체험하게 되었고, 내적이

고 외적인 치유를 체험하게 되었다. 

성령의 은사는 좋은 열매를 맺었다. 첫째는 개인의 삶과 인간관계의 긍정적 변화이다. 둘째는 교회 내에서의 단

체활동과 능동적인 봉사활동이다. 셋째는 선교에 대한 용기와 지혜 그리고 교회 밖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

동이다. 

3) 오소서 성령이여

일찍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고

자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사도 1,12-14 참조). 그러한 가운데 성령께서 사도들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던 

이들에게 내려오셨다(사도 2,1-3 참조).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계시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도와주셨고, 특별

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성령쇄신’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주셨다. 

교회의 구성원은 모두 성령의 이러한 역사(役事)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언제나 ‘성령강림을 생

활화할 수 있도록’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평신도들은 언

제나 ‘오소서, 성령님’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거듭 청해야 한다.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평신도들이 하느님 현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 쇄신과 내적 치유를 이룬다면, 예수

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제시하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세상 속에서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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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1. 개  황

•소재지 : (06335)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15(개포동) 석탑플라자 605-2호

•Tel (02) 451-0333~4 / Fax (02) 451-0335

•설립 연월일 : 1986년 3월 13일

•주교회의 인준 : 1986년(춘계 정기총회)

•회장 : 양지수(미카엘)

•담당사제 : 김용태(요셉)

•구성 : 10개 교구 13개 선교회 / 등록 회원 1,000명

2. 협의회 약사 및 주요 활동

1) 설립 목적 및 주요 사업

각 교구 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며, 시각장애인의 복음화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에 설립 목적이 있다. 주요 활동은 총회 및 회장단 피정(연 1회), 전국 회장단 회의(연 2회), 전국 

레지오 마리애 피정(매년 개최), 전국 하계 수련대회(격년 개최), 점자 및 녹음도서(성경, 가톨릭기도서, 가톨릭성가, 예비

신자 교리서 등의 도서와 주보, 매일미사 등) 제작 보급, 장학사업 등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①각 교구 가톨릭시각장

애인선교회 간의 연락 및 협의, ②시각장애인 복음화 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③시각장애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을 도모하는 사업, ④국내외 시각장애인 관계기관 간의 상호 교류 등, ⑤각 교구 선교회별 전례, 행사, 신심 활동 

등을 하고 있다.

2) 주요 활동

[협의회 약사는 전국 선교회를 다루어야 하지만 집필 여건상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를 잉태한 전국 본부

인 서울선교회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1970년대가 밝아오기까지 시각장애인계는 천주교의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충주 ‘성모학

교’와 국립인 서울맹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립 맹학교들을 개신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서울맹학교의 학생 자치회 종교부 역시 개신교 위주의 활동만을 하였다. 주일에는 학생들을 개신교회로 안

내하였고, 매주 월요일에는 개신교식 주일학교를 열었으며, 때로 개신교 목사를 초청하여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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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강연을 듣게 했던 것이다.

성당이 교회처럼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가는 데에도 도움이 필요한데다, 어찌어찌 성당에 간다 하더라도 

봉헌이나 영성체가 문제였으므로 소수의 천주교 신자들조차도 냉담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충주 성모

학교를 졸업한 신자 학생들이 서울맹학교로 진학해 오면서 몇몇 열성적인 신자 학생들은 신앙생활을 계속하기 위

해 노력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새로운 영세자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생긴 신자 학생들과 가톨릭 집안에서 자란 신

자 학생들이 힘을 합쳐 ‘서울맹학교 인왕 가톨릭 학생회’라는 모임을 만들었던 것이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음전

파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성직자들에게 이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며, ‘우리 밖의 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관심을 끌어내게 되었다.

중·고등부 학생에 불과한 이 어린 학생들에 의해 처음으로 점자로 된 성가집, 기도서, 교리서, 성인전이 만들어

졌고,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느님이 주시는 희망과 기쁨을 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것이 훗날 ‘한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의 주춧돌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에 찾아갔을 때 그저 재정적 도

움을 청하러 온 줄만 알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나상조(아우구스티노) 신부, 계속된 인

연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김운회(루카) 신부, 미사가 끝난 후 “제대에 올라와서 부활초에 직접 친구하고 만져보라.”

고 할 정도로 시각장애인을 많이 이해하고 사랑해 주셨던 프란치스코회의 공아영(안드레아) 신부, 어려웠던 초기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를 오랫동안 돌보아주셨던 살레시오 수도회의 윤선규(루카) 신부, 50~60명이 들어

갈까 말까 한 좁은 남산동 성전에 9년 동안 미사와 각종 전례를 집전해 주고 신자들을 격려해 주었던 반예문 신부 

같은 성직자들을 만나게 해주심으로써 미리 준비하신 당신의 일을 이루시려 하신 하느님의 뜻이었을 것이다.

(1) 초대(1979. 4.~1980. 4.) : 이익섭(요셉) 회장―여명

드디어 1979년 4월 13일 성금요일에 서울 대림동 소재 살레시오 수도원에서 22명의 시각장애인 신자들이 모여 

‘한국가톨릭맹인선교회’ 창립총회를 열게 되었다. 창립총회의 안건과 여기서 결정된 사업 계획은, 아래와 같이 맹

인선교회 최초의 신문 보도인 「가톨릭신문」 1979년 5월 20일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명의 좌절 딛고 선교 대열에 맹인들이 맹인 선교 대열에 뛰어들었다. 실명의 좌절을 극복, 조용히 신앙을 

키워온 맹인신자 청년들이 이제 신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모임을 발족시켰다. 지난 4월 13일 성금요일 서울 

살레시오 수도원에는 22명의 맹인신자 청년들이 모여‘한국가톨릭맹인선교회’를 발족, 맹인 선교를 위해 소

명을 다하기로 굳게 다짐했다.

정상인도 해내기 어려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맹인들과 대학생 맹인들로 구성된 가톨릭맹인선

교회는 전교 활동과 학술 활동을 통해 회원 간의 유대를 강화, 맹인복지 구현에 일익을 담당할 결의에 가득 

차 있다.

특히 맹인선교를 위해 예비자용 점자 통신교리와 신자용 점자 통신 성서 발간을 최대 활동 목표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접촉 중이다. 점자 통신교리는 현재 CCK 교리통신부 교재를 점역화할 계획인데 재원이 아직 확

보돼 있지 못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맹인 수는 15~18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가톨릭맹인선교회는 전교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신교리 교재를 점역화해 두고,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점자 통신교리 교재를 발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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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중략) 가톨릭맹인선교회는 성령강림절을 전후하여 창립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당시 발표한 한국가톨릭맹인선교회의 설립 취지는 다음과 같다.

① 맹인의 복음화

② 맹인 선교사로서의 자질 계발과 맹인의 선교활동 지원

③ 점자 및 녹음테이프 서적을 출판·보급함으로써 맹인의 독서생활에 기여한다.

④  맹인의 사회적응 능력을 신장하고, 사회일반의 계몽을 통하여 맹인의 원활한 사회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돕

는다.

⑤ 맹인의 재활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이는 크게 ‘시각장애인의 복음화’와 ‘시각장애인의 복지’로 묶을 수 있다. 결국 가톨릭맹인선교회의 첫째 목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물질적 차원의 도움이 아니라 ‘맹인의 복음화’, 즉 선교였다.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같은 

시각장애인에게 전하고, 다음으로는 시각장애인 스스로가 평신도 사도직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리

고 둘째 목표는 전교활동과 학술활동을 통해 회원 간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맹인복지 구현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선교회 창립 기념미사는 창립총회 후 50여 일이 지난 성령강림대축일 다음날인 6월 4일 오전 11시, 회원 40여 

명과 가족·친지·성직자·수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동성당 사제관 3층 경당에서 조촐하게 봉헌되

었다.

1979년 5월, 선교회 창립의 첫 사업으로 점자 회보 『글로리아』를 창간하였고, 선교회 창립 기념미사가 있었던 6

월 4일, 공식적으로 이를 첫 배포하였다. 1979년 7월 11일 장기 입원환자들을 방문하기 위한 ‘글로리아 위문단’을 

구성하여, 4~5명이 한 조로 한강성심병원 중환자 병동 4개 동의 입원 환자들을 문병하고 2시간에 걸쳐 환자들과 

대화하며 함께 노래 부르는 활동을 매주 하였다.

다음은 94번째로 병원을 방문하던 1981년 4월 16일, 김종환을 비롯한 3명의 단원들이 KBS 방송에서 나눈 인터

뷰의 일부이다.

사회자 :  매주 목요일만 되면 병원을 찾아 장기입원 환자를 위문하는 한국가톨릭맹인선교회 회원이십

니다. 어떻게 해서 병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까?

김종환 :  병원에 가보시면 교통사고나 산재로 장애를 입고 장기간 입원한 환자가 많을 것입니다. 육체적으

로도 괴롭겠지만, 정신적으로 겪는 타격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때 정상적인 사람이 다가가

서 “용기를 가지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하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지 않습

니다. 그러나 못 보는 사람이 그분을 찾아가서, 별다른 말을 할 줄 모르지만 밝게 미소 지을 때, 그

분들에게는 하느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느님과 함께 하는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강력

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이날 방송된 글로리아 위문단의 활동은, 장애인은 도움을 받기만 한다는 세상의 편견을 깨는 커다란 촉진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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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월, 점자 성가집 『글로리아 성가집』을 출판하여 전국에 보급하였다. 이 성가집은 가톨릭 성가와 공동

체 성가 중에서 널리 불리는 100여 곡을 선곡하여 가사만을 담은 책이었다. 선곡은 윤 루카 신부가 하였는데, 선교

회 지도신부가 아니더라도 여러모로 이에 적임자였다. 그리고 11월 6일에는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 정

식 가입하였다. 선교회의 평협 가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단신이 있었다.

“가톨릭맹인선교회가 11월 6일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 정식 가입됐다. 가톨릭맹인선교회 윤 루카 지도신부와 회

장단이 평협 사무실에서 김기철 평협 회장과 만나 평협 가입을 결정하고, 앞으로 시성시복 운동을 포함한 모든 활

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2) 제2대(1980. 4.~1981. 1.) : 이수남(라파엘) 회장―아픔은 좋은 씨앗

이수남(라파엘) 회장은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회장에 선출된 지 1년이 채 안 되어 퇴임했다. 1980년 4월 점자 

회보 『글로리아』 대신 녹음 신앙 월간지 『글로리아 메시지』를 창간한 사업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사고는 

후에 ‘라파엘의 집’을 개원하는 동기가 되었다. 

(3) 제3대(1981. 1.~1993. 6.) : 제3대 나종천(라이문도) 회장―도약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한 ‘한국가톨릭맹인선교회’의 첫 번째 숙원은 사무실을 갖는 것이었다. 1981년 2월 1일, 서

울가톨릭사회복지회 회장 안경렬(토마스 아퀴나스) 신부의 배려로 서울 명동성당 교육관 105호에 사무실을 개설하

게 되었는데, 맹인·농아 두 선교부의 이름으로 나눠 쓰는 형편이었지만 그것은 큰 기쁨이었다. 그랬던 것이 이듬

해 6월 25일 스스로 마련한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양지아파트 301호로 사무실을 이전했으며, 1983년 7월 22일 

마침내 서울시 중구 남산동 2가 43-8 ‘가톨릭 맹인회관’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였다. 각 층 30평 규모의 5층 

신축 건물 1·2층, 연건평 60평을 임대받아 이 건물을 ‘가톨릭 맹인회관’이라고 명명하였다. 가톨릭 맹인회관 1층

은 성당과 녹음도서관, 2층은 선교회 사무실과 친교실(회의실)로 사용하였다. 9월 16일 개관 기념미사를 봉헌하고 

현판식을 거행함으로써 가톨릭 맹인회관이 정식 개관되었다. 개관 기념미사는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하여 윤 루카 

지도신부, 메리놀회 한국지부 반예문 신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최선웅(야고보) 신부, 그리고 이상준(타대오) 

신부가 공동 집전하였고, 지역구 국회의원·중구청장 등의 내빈과 선교회 회원 등 190여 명이 참석하여 개관을 축

하하고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하상복지관이 개관하기까지 거기에서 모든 미사와 전례는 물론, 사업과 행사들이 계

획·실행되었다.

시각장애인 복음화와 복지를 위한 사업들도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그 첫 번째가 양지아파트로 이전한 후 9월에 

개관한 ‘가톨릭 녹음도서관’이었다. 처음에는 주로 선교용 책자와 묵상집 등 신앙서적을 중점적으로 제작했으나, 

이후 일반서적으로 범위를 넓혀갔다. ‘가톨릭 녹음도서관’의 개관으로 선교회 최초의 시각장애인 복지사업이 열린 

것이다. 정보로부터 고립된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음도서의 보급에 앞장섰으며, 녹음기가 없

는 시각장애인에게는 녹음기를 지원해 주기도 했다. 특히 1985년 8월 16일을 시작으로 해마다 이루어진 소록도 

시각장애 나환우 방문 시 ‘사랑의 녹음기 보내기 운동’을 통해 모은 녹음기와 도서테이프를 꾸준히 전달하는 사업

을 벌였다. (이때 소록도의 시각장애 나환우 중 가톨릭 신자는 300여 명이었다.) 아울러 녹음테이프로만 발간되던 회보 『글

로리아』를 묵자로 발행하여 맹인선교회 소식을 후원자나 일반 교우들에게도 알리기 시작했다. 1986년 5월 3~5일 

충주 성심맹학교에서 제1회 전국 가톨릭 맹학생 대회를 개최했고, 1988년 3월에는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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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장학사업으로 ‘한올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두 번째로는, 1984년 7월 30일~8월 1일 2박3일간 경기도 가평에서 제1회 가톨릭맹인선교회 회원 수련회를 개

최한 것을 시작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기 수련회를 가진 것이다. 자연과 접할 기회가 적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자연

과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의 어려움을 잊고 즐길 수 있

게 해주고 있다. 여기에는 많은 후원자와 봉사자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 1985년 5월 22일에는 외로운 시각장애 노

인들을 모아 제1회 가톨릭 맹인 경로잔치를 열었고, 이듬해 5월에는 ‘심청이상’(김수환 추기경상)을 재정하여 시각장

애인으로서 자녀를 잘 길러낸 어버이에게는 장한 어버이상을, 시각장애인 부모를 잘 모신 자녀에게는 효부효녀상

을 시상했다.

세 번째로는, 시각의 장애 외에 또 다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공동체 설립을 들 수 있다. 그 시작은 

1986년 9월, 시각장애보다 더한 어려움을 지고 살아가는 중복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라파엘의 집’(서울시 종로구 

평동)의 개원이었다. 선교회 제2대 회장이었던 이수남은 1980년에 겪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오랫동안 후유증을 안

고 있었다. 시각장애에 가중된 육체적 고통으로 중복장애인의 어려움을 체험했던 이수남 회원이 중복장애인을 위

한 자신의 구상을 먼저 실행에 옮겼다. 중복장애인 재활시설을 위해 평동에 있는 대지 45평, 건평 41평의 2층 가

옥을 선교회에 기증할 뜻을 밝힌 것이다.

1986년 4월 선교회 이사회는 기증자의 뜻을 살려 시각장애와 함께 청각 또는 기타 지체 및 지적장애를 갖고 있

는 중복장애인 재활시설 건립을 결의하고, 이 시설을 ‘라파엘의 집’이라고 명명하였다. 시각장애인의 수호천사인 

라파엘 대천사는 맹인선교회의 수호천사이며, ‘하느님이 치유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 중복장애인 재활시설

로서 적절한 이름이었다. ‘라파엘의 집’ 건립을 위해서는 우선 이수남 회원이 기증한 가옥의 전세 보증금 2,250만

원과 시설 개수비용을 포함하여 3천만 원의 설립비가 필요했다. 1,500만원을 쾌척하고 수년간 빚을 갚아나간 오

옥자(클라라) 회원을 포함하여 200여 명의 선교회 회원과 봉사자 및 후원회원 등 1천여 명이 힘을 모아 라파엘의 

집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런데 선교회 바깥의 사회에서는 “맹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시선이 

대부분이었다.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우리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반대가 나왔다. 이러한 선입견 속에

서도, 시각장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중복장애인들의 새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땀을 쏟았다.

1988년 11월 17일에는 무의탁 행려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공동체인 ‘바르티매오의 집’이 개원되었는데, 그럴

만한 공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미사 드리는 성전 한쪽에 있는 작은 방에서 시작하였다. 그 배경은 이러하다. 

1988년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날, 무의탁 행려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선교회에 와서는 직원들의 퇴근시간이 되

어도 나갈 생각을 않고 있었다. 시각장애인 기관이라 뭔가 도움 받을 일을 찾아온 그를 차마 그냥 보내지 못해 난

처해진 나종천 회장은 자신의 집으로 그를 데려가서 얼마간 함께 생활하였다. 이런 무의탁 시각장애인들 대부분

은 중도실명으로 가족과 사회에서 버림받고, 재활 기회마저 잃어버린 채 행인들의 동전 몇 닢에 의존하여 살고 있

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무의탁 행려자 시설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 틈에서 시각장

애라는 특성에 맞는 보살핌 없이 방치되어 있었다. 이런 이유로 나종천 회장은 시각장애에 적합한 보호시설이 필

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와 유사한 사례가 거듭되면서 이 생각은 보다 구체화되었다. ‘자립 능력이 없고 

돌봐줄 가족이 없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생활공간을 마련해 주고, 신앙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의식

을 갖게 된 것이다. 이에 1991년 2월 원래의 ‘라파엘의 집’과 분리하여, 중복 시각장애 성인들을 위한 여주 ‘라파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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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을 개원하였다. 이런 사업들은 마침내 1993년 3월 10일 사회복지법인 ‘하상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이라는 결

과물을 이루어냈다. 이날 김수환 추기경 주례로 축복식이 있었다.

1985년 12월 13일 시각장애 독신여성을 위한 기도 공동체인 ‘오틸리아 공동체’가 개원되었고, 1982년 2월에는 

점자 『가톨릭 기도서』를 제작·발간했으며, 1988년 11월부터 시작된 ‘전국 시각장애인 레지오 마리애 피정’이 연례

행사로 매년 5월에 개최되고 있다. 그밖에 ‘한국맹인아마추어무선사회’를 발족하고, 시각장애인의 컴퓨터 접근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해 왔다.

이에 힘을 받아 1983년 6월 25일 광주가톨릭맹인선교회, 10월 13일 ‘대구가톨릭맹인선교회’가 설립되면서 1984

년 4월 22일 부활절을 기해 ‘한국가톨릭맹인선교회 전국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서울선교회의 회장단이 전국 회장단

을 겸하기로 함.) 이어서 1984년 10월 7일 부산가톨릭맹인선교회, 1985년 10월 27일 인천가톨릭맹인선교회가 설립

되고, 1986년 3월 13일 맹인선교회의 전국 조직인 ‘한국가톨릭맹인선교회’가 전국 단체로서 주교회의 인준을 받

았다.

이어서 1986년 10월 4일에 대전가톨릭맹인선교회, 1987년 5월 3일 춘천가톨릭맹인선교회가 설립되었으며 

1988년 11월에는 ‘전국 시각장애인 레지오 마리애 피정’이 연례행사로 시작되었다. 같은 시기에 여러 교구의 선교

회도 차례로 발족되어 1989년 2월 16일 광주대교구 내에 여수가톨릭맹인선교회, 6월 11일에 수원가톨릭맹인선교

회, 그리고 1992년 4월 4일에는 원주가톨릭맹인선교회가 각각 설립되었다.

(4) 제4대(1993~1998.) : 이미효(세례자 요한) 회장―침체

하상복지관 개관에 즈음하여 여러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한국가톨릭맹인선교회’ 회장을 겸하는 서울 선교회의 

전임 회장 사퇴와 신임 회장 선출 과정에서 회원들은 각기 신·구 집행부를 지지하는 두 편으로 나뉘어 심하게 대

립하였다. 이 일로 선교회 발전을 위해 애써온 일부 회원들이 큰 상처를 받고 선교회를 떠나기도 했고, 선교회의 

분열과 대립에 실망하여 발길을 끊는 회원도 있었다. 이러한 갈등은 상당 기간 회원들 사이에 불협화음을 만들어

냈다. 따라서 ‘한국가톨릭맹인선교회’ 역시 특별한 사업 없이 그동안에 해오던 사업들을 이어나가는 데 그쳤던 듯

하다. 1996년 6월 10일 부산교구 내에 울산가톨릭맹인선교회가 설립되었다.

(5) 제5대(1998. 8.~2003.) : 김경무(아우구스티노) 회장―시련

치열한 회장 선거로 교구로부터 ‘서울가톨릭맹인선교회’ 인준이 취소되기도 하고, 안으로는 회원들 간의 분열이 

계속되었고, 재정적 곤란이 심화되었으므로 모든 사업들은 답보 상태를 면할 수 없었다. 2002년 3월 21일, ‘맹인’

을 ‘시각장애인’으로 바꿔 부르자는 사회의 흐름에 따라 ‘한국가톨릭맹인선교협의회’를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

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6) 제6대(2003. 3.~2007. 1.) : 강성령(요한 보스코) 회장―회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궐로 선출된 강성령 회장은 무엇보다 서울선교회의 재정 안정에 진력하여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내었다. 2004년 1월 1일자로 서울대교구로부터 재인준을 받는 쾌거도 거두었고, 가톨릭교회 시설로 새로 

등록한 서울 ‘라파엘의 집’도 인준을 받았다.

2006년 9월에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지원으로 새로 번역된 『성경』을 점자로 발행하였다. 이렇게 되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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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의 사업도 탄력을 받아 원활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7) 제7대(2007. 1.~2010. 1.) : 윤재송(시몬) 회장―재도약

그동안 주춤했던 사업들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먼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지원을 받아 2008년 2월에는 

오랫동안 써오면서 점자가 희미해지기도 하고 새로 바뀐 부분도 있는 점자 『가톨릭 기도서』와 『가톨릭 성가』를 새

로 발행하였다. 무엇보다 획기적인 사업은 2008년 7월에 역시 주교회의의 지원으로 정보단말기용 전례서 소프트

웨어 ‘온소리 LOGOS’가 개발·보급되었는데, 이로써 부피가 너무 커 보유하기 어려웠던 점자 성경과 점자 성가집

을 정보단말기(시각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노트북)에 각자 장착하여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2009년 4월 12일 부활절을 맞아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의 모체인 ‘서울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는 

창립 30주년 기념미사와 12월 『서울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 30년사』 출판 기념미사를 김운회(루카) 주교 집전으로 

봉헌하였다.

2009년 7월 5일부터 12일까지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최초로 사제가 된 미국 예수회의 로렌스 길릭(Lawrence 

Gillick) 신부를 초청하여 서울·광주·부산 선교회와 충주 성모학교 등으로 순회 강연회를 하기도 했다. 이 초청은 

앞으로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사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도한 것이었다.

(8) 제8대(2010. 1.~2013. 1.) : 윤재송(시몬) 회장―전진

윤재송 회장이 재선출되면서 소프트웨어 ‘온소리 LOGOS’의 업그레이드와 신앙서적의 점역이 계속적으로 이루

어짐과 동시에 보급되었다. 2010년 3월에는 점자 『예비자 교리서』와 『기도 공동체 성가』가, 10월에는 점자 『상장예

식』이, 그리고 2011년 12월에 점자 『레지오 마리애 교본』이 발행되어 필요로 하는 전국의 시각장애인들에게 보급

되었다. 한편 2010년 9월 1~5일에 개최된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대회에 평신도 단체로 참가하기도 했다.

(9) 제9대(2013. 1.~2016. 1.) : 이준행(사도 요한) 회장―혼란

협의회의 본부인 서울선교회가 성라파엘사랑결성당과 분리되어 혼란을 겪어서 사업들이 답보 상태인 시기였다. 

2013년 9월에는 청주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가 설립되었다.

(10) 제10대(2016. 1.~2018. 1.) : 윤재송(시몬) 회장―정리

김용태(요셉) 신부가 담당사제를 맡으면서 서울선교회가 본당과 일치를 이루었고 그동안 주춤했던 협의회 사업

들이 다시 제자리를 잡아갔다. 2016년 9월 청주교구 내에 충주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가 설립되었다.

(11) 제11대(2018. 1.~현재) : 양지수(미카엘) 회장

2018년 1월 서울선교회의 양지수(미카엘) 회장이 선출되었고, 6월 14일에는 부회장단(부산선교회 최낙도 그레고리

오 회장, 인천선교회 김종해 베드로 회장)이 선출되었다. 5월 11~12일 전국 레지오 마리애 피정을 부산선교회 주관으로 

양산 정하상 바오로 영성관에서, 8월 13~15일에는 전국 하계 수련회를 서울선교회 주관으로 보은 속리산 유스타

운에서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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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대 회장과 지도신부 및 담당주교

대수 재임 기간 회장 지도신부 담당주교

초대 1979. 4.~1980. 4. 이익섭(요셉)
윤선구(루카)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2대 1980. 4.~1981. 1. 이수남(라파엘)

3대 1981. 1.~1993. 6. 나종천(라이문도)

윤선구(루카), 김창석(타대오), 

홍문택(베르나르도), 임상무(베네딕토), 

김구희(요한), 김상균(요한), 최선웅(야고보)

4대 1993~1998. 이미효(세례자 요한) 최선웅(야고보)

5대 1998. 8.~2003. 김경무(아우구스티노) 최선웅(야고보), 정순오(미카엘)

6대 2003. 3.~2007. 1. 강성령(요한 보스코) 김경하(베네딕토), 김용태(요셉)

7대 2007. 1.~2010. 1.
윤재송(시몬)

김용태(요셉)

김운회(루카)

8대 2010. 1.~2013. 1. 김용태(요셉), 고형석(스테파노)

9대 2013. 1.~2016. 1. 이준행(사도 요한)
최일광(라파엘), 정성환(프란치스코), 

김용태(요셉)

10대 2016. 1.~2018. 1. 윤재송(시몬)
김용태(요셉)

11대 2018. 1.~현재 양지수(미카엘) 유경촌(티모테오)

3. 현실과 전망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가 인준을 받은 지도 어언 33년째, 뜻있는 선배들의 아낌없는 노고와 사명감, 

그리고 교구 사회복지사목의 지속적인 관심, 후원자와 봉사자들의 물질적·활동적 도움으로 많은 발전을 해왔다. 

신앙서적 한 권 제대로 점역되지 않은 불모의 상태에서 오로지 신앙을 지키고 전파하겠다는 일념으로 22명의 회

원이 모여 창설하였고, 그동안 지역 선교회도 꾸준히 늘어나서 13개가 되고 전국에 등록된 회원만도 현재 1,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하느님의 개입하심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은 끝없이 많고 열정 또한 식지 않았지만 극복해야 할 난관이 너무나 많다.

첫째는 재정적인 문제이다. 대부분이 가난한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로 재정을 끌어가고 있는 상황인 까닭이다. 

둘째, 시각장애인 신자들이 뜻을 갖고 설립은 했으나 제대로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선교회들이 많다. 시각장애인

은 도움이 없이는 활약하기 어렵지만 조금만 도와주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

식하고, 그에 맞춰 이끌어주는 교구 사회복지사목부의 도움이 절실하다.

셋째, 아직도 찾아내지 못한 시각장애인 신자들이 많고,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시각장애를 입고 있는 신자들

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들의 실태를 하루빨리 파악하여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재활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야겠다.

넷째, 이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무직원 및 사업을 도와줄 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족도 많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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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다.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들이 끝없이 많지만 우선적으로, 이제는 그저 평범한 신앙생활보다는 더 깊이 있는 공

부를 하고 싶어 하는 신자들이 늘고 있다. 그들에게 강의 자료나 신앙 출판물을 점자로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동영상물에도 화면 해설이나 더빙을 붙여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도 출판사나 매스컴,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하겠다. 농아 사제가 배출되었듯이 우리도 가능하다면 

시각장애인인 사제 양성을 염원한다. 그리고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가 법인화되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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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

(CJCK : Catholic Journalists Council of Korea)

1. 개  황

•소재지 : (03925) 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 문화방송 시사교양본부 남궁찬

•Tel : 010-9274-5907 

•설립 연월일 : 1967년 6월 10일

•대 표(회장) : 김창옥(가브리엘)

•담당주교 : 옥현진(시몬) 광주대교구 보좌주교 겸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장

2. 협의회 약사 및 주요활동

1) 탄생의 주춧돌,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년)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이하 ‘가언협’)는 평신도 사도직의 중요성을 강조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토대로 

1967년 6월 10일 출범했다. 제1회 세계 홍보의 날(홍보주일) 한 달 후였다. 6월 30일에는 주교회의 매스컴위원회(이

하 ‘매스컴위’, 2018년부터 사회홍보위원회로 개칭)가 역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권고로 탄생해 평신도 언론인 단체들

을 도우며 교회와 언론, 교회와 사회 및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다. 가언협과 매스컴위는 이렇듯 같은 

배경으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매스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복음전파라는 목적을 향해 동행하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세계와 한국 교회 및 언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공의회를 소집한 성 요한 23

세 교황은 그 정신을 ‘쇄신과 적응’, 또는 ‘현대화’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아조르나멘토’(aggiornamento)라며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방 안에 가득 채우기 위해 창문을 활짝 열어라.”는 표현으로 풀이했다. 당시 교회는 성직중심주의

를 강조한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년) 영향으로 활기를 잃었다. 바깥세상은 급변하는데 교회만은 문을 걸어 잠

그고 있었던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렇게 답답하게 닫힌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새 바람을 불러들

였다. 무엇보다 교황을 정점으로 주교·신부·부제들이 포진하고 있는 피라미드 형태의 위계적 교회관에서 벗어

나 교회를 신비체로 보면서 성직자·수도자·평신도가 하느님 자녀로서 똑같은 품위를 누리는 하느님 백성으로, 

친교의 공동체로 이해한 것과 세상을 교회가 담을 쌓고 멀리해야 할 부정적인 대상이 아니라 복음정신으로 개선해

야 할 대상으로 본 것은 획기적이다. 더 나아가 현세질서를 하느님 뜻에 맞도록 개선하는 일은 세속에 살면서 누룩

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 받은 평신도에게 맡겼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1962년 10월 11일 개막되어 4개 헌장과 9개 교령, 3개 선언을 채택하고 1965년 12월 8

일 폐막했다. 성 요한 23세 교황은 정작 그 결실을 보지 못한 채 1963년 6월 3일 성령강림대축일에 선종하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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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로 6세 교황이 그 뒤를 이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 공의회 문헌 가운데 언론과 관련된 것은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관한 교령’인 「놀라운 기술」(Inter Mirifica, 

이하 「사회매체 교령」)이다. 교회는 그 전에도 매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교황 교서나 회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입장과 

가르침을 밝혀 왔으나 공의회 문헌으로 격상해 큰 관심을 나타내기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처음이었다.

「사회매체 교령」은 모두 2장 24개 항으로 공의회 문헌 가운데 가장 짧고 미디어에 대한 교회 입장을 포괄적으

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사회현상에 대해 교회가 지대한 관심

을 갖고 사도직 활동의 중요 부분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이다. 교령에서 미흡한 부분은 훗

날 사회홍보위원회(1984년), 사회홍보평의회(1988년)로 개칭되는 교황청 특별 사무국에서 훈령으로 보완토록 해 사

목 훈령 「일치와 발전」(Communio et Progressio, 1971년), 「새로운 시대」(Aetatis Novae, 1992년), 「커뮤니케이션 윤리」

(EticaNelle Comunicazioni Sociali, 2000년)가 나왔다. 또 매년 세계 홍보주일을 맞아 발표하는 교황 담화를 통해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처하는 교회 입장과 가르침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

한국에서 「사회매체 교령」의 결실은 공의회 폐막 2년 후인 1967년에서야 맺어졌다. 이 교령의 권고로 제1회 세

계 홍보주일이 주님승천대축일 다음 주일인 5월 7일로 정해지자, 교황청 사회홍보연구위원회는 담화문을 통해 

“모든 교구에서 지역 내 저널리스트들과 만날 것”을 촉구했다. 이를 근거로 한국에서도 가톨릭 언론인 조직과 주

교회의 매스컴위원회가 태어났다. 평신도 전문가 모임인 언론인 조직의 탄생은 그때까지 레지오 마리애와 가톨릭

노동청년회, 가톨릭학생회와 같은 사도직 단체만 있던 교회에 신선한 새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창립 때의 이름은 

‘한국가톨릭저널리스트클럽’이었으나 한국가톨릭언론인회(1987년),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1992년)로 명칭이 바뀌

어 오늘에 이른다.

2) 한국가톨릭저널리스트클럽 시대 개막(1967년)

한국가톨릭저널리스트클럽(이하 ‘전국 클럽’)은 1967년 6월 10일 서울 신문회관(지금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

회를 갖고 출범했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대교구장 서리이던 수원교구장 윤공희(빅토리노) 주교, 가톨릭출판사 사장 

최석호(바오로) 신부, 전국 클럽 창립의 산파역을 담당한 김태관(토비아) 신부, 가톨릭 언론인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문 11조로 된 전국 클럽 규약을 통과시키고 임기 1년의 초대 회장에 원로 극작가 이서구(동아일

보 기자, 조선일보 동경 특파원 역임), 부회장에 김자환(동양통신 편집국장)·이원교(중앙일보 편집국장), 사무국장에 안철

구(가톨릭시보 취재부장)를 선출했다. 김태관 신부를 초대 지도신부로 추대했다. 발기인으로는 초대 집행부 임원 4

명과 함께 권영백(동아일보 논설위원)·신상초(중앙일보 논설위원)·유치진(극작가)·이석현(『가톨릭소년』 편집장)·임택

근(MBC 아나운서) 등이 참여했고, 사무 간사는 최종률(중앙일보 출판국)이 맡았다. 창립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현

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각 분야에서의 우리의 영위(營爲)가 천주의 백성에 대한 창조주의 절대적 진선미(眞善美)의 

전달을 궁극 목적으로 하며, 이것이 우리의 성소라는 것을 자각하는 바이다. 우리에게 과해진 최고의 계율은 오직 

‘진리에 대한 증언’”이라고 선언해 가톨릭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과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사회매체 교령」 반포 이듬해인 1964년 ‘사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전

국적 사도직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계획과 합의, 단합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각 국에 출판·

영화·라디오·텔레비전을 위한 전국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주교회의는 1967년 6월 30일 매

스컴위를 신설하고, 총재에 마산교구장 김수환(스테파노) 주교(훗날 추기경)를 선임했다. 김수환 주교는 그해 7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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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명동 사제관에서 매스컴위 구성을 위한 첫 준비 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 전국 클럽 임원들이 대거 참여해 

매스컴위 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언론인 조직과 매스컴위는 처음부터 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갔다.

(1) 전국 클럽의 다양한 활동

①교구별 클럽 결성과 전국 클럽 인준 : 한국은 각 교구 클럽에 앞서 전국 클럽이 먼저 출범했다. 전국 클럽이 닻

을 올리자 단위 조직인 각 교구 클럽의 창설이 시급했다. 이를 위해 안철구 사무국장이 각 교구를 순방하며 그 지

역 언론인과 교구 관련 성직자들을 만나 클럽 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 결실로 1968년으로 접어들면서 3월 

16일 대구(회장 : 정만교)를 시작으로 5월 5일 부산(회장 : 곽도산), 5월 11일 서울(회장 : 이서구), 5월 30일 대전(회장 : 

신관우) 클럽이 잇따라 세워졌다. 각 교구 클럽의 탄생에 힘입은 전국 클럽은 그해 6월 9일 명동성당 내 가톨릭의

대 강당(문화관)에서 서울·대구·부산 클럽 회원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196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총회

는 서울 지역 회원들만 참석했던 창립총회와는 달리 교구 클럽 대표들이 처음 참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국 클럽

의 면모를 갖춘 역사적인 전국대회라 할 수 있다. 이 대회에서는 창립총회에서 채택된 규약을 전면 개정하여 전문 

16조로 된 회칙을 새로 마련하였다. 이 회칙은 전국 클럽의 성격을 각 교구 클럽의 협의체로 규정했다. 또 임기가 

만료된 이서구 회장을 유임시키고, 감사에 유재홍(대구 클럽)·김병대(부산 클럽)를 선임하는 한편, 전국 클럽 부회장

이던 이원교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김태관 지도신부가 집전한 미사를 봉헌한 뒤 서울 장충동

의 국회의장 공관으로 자리를 옮겨 이효상(아킬로) 국회의장이 마련한 칵테일파티에 참석해 친교를 다졌다.

각 교구 협의체의 면모를 갖춘 전국 클럽은 그해 7월 23일 대전 대흥동성당에서 개최된 한국가톨릭평신도사도

직중앙협의회(현 한국 평단협)에 신관우 회장을 대표로 파견하고 평협의 회원 단체로 가입했다. 또 10월 14~16일의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는 전국 클럽을 평신도 사도직 단체로 인준하고,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대주교를 총재

로 다시 선임하였다. 가톨릭 언론인들은 전국 클럽과 교구 클럽이 탄생하자 각 신문사와 방송사마다 교우회 또는 

사도회를 조직하고, 출판인들은 개별 회사들이 연합한 출판인회를 만들어 미사 봉헌, 피정, 성지순례 등으로 사도

직을 수행하고 있다.

②제2회 세계 홍보주일 지원 : 1968년 5월 26일 제2회 세계 홍보주일을 맞아 전국 클럽은 매스컴위의 요청으로 

이 행사를 지원했다. 이는 전국 클럽이 결성된 후 처음으로 참여한 초교구적 차원의 활동이었다. 서울대교구장 서

리 윤공희 주교와 매스컴위 총재 김수환 주교 공동 명의로 그해 3월 31일 명동 주교관에서 첫 준비 모임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김수환 주교, 주교회의 사무국장 김남수 신부(훗날 수원교구장), 매스컴위 총무 장익 신부(훗날 춘천교구

장), 「가톨릭시보」 편집인 박병원(필립보) 신부, 전국 클럽의 이서구 회장·김규환 부회장·안철구 사무국장이 참석

했다. 김수환 주교는 세계 홍보주일 행사 실무를 전국 클럽에 위임하였다. 이에 전국 클럽은 곧바로 이원교·권영

백(신문), 이서구(방송), 김수환(텔레비전), 이석현(출판), 유치진(연극), 한성(영화), 사무국장 안철구 등 분야별 실행위

원들을 임명해 준비에 착수했다. 

실행위원과 매스컴 관련 성직자들은 4월 24일 주교회의 회의실에서 구체적인 업무 분담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윤공희 주교, 교황대사 로톨리(Hippolito Rotoli) 대주교, 김수환 주교가 세계 홍보주일에 대한 의의를 라디오와 텔

레비전을 통해 전국에 방송했고, 절두산성지기념관을 일반에 공개해 선교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성바오로여자수

도회가 소장하고 있는 종교영화를 KBS-TV로 방영했고, 성직자와 평신도 언론인들에게 ‘종교와 매스컴’을 주제로 

한 논설(칼럼)을 전국 주요 일간지에 기고하도록 했다. 방송에서는 5월 3~9일 동양방송 라디오 「내가 만나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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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이서구 회장과 서울 대방동본당 오기선(요셉) 신부가 출연해 매스컴의 역할에 대한 대담을 하였다. 5월 15

일에는 명동 가톨릭 문화관에서 김남수 신부·구상 시인·왕학수 고려대 교수·최석채 조선일보 주필이 참석하여 

‘한국의 건전한 언론을 위한 성찰’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대구·부산 등에서도 지역 가톨릭 언론인들이 

나서 강연회와 전시회 등으로 적극 동참했다. 홍보주일 당일에는 미사 중 교황 담화문 낭독과 함께 회원들의 참여

로 작성한 자료로 특별 강론도 했다. 매스컴위와 전국 클럽이 설립 후 처음 맞은 세계 홍보주일 행사를 힘을 합쳐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969년에는 한국 교회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경사인 김수환 대주교의 추기경 서임(3월)과 서임식(4월 30일, 로

마)이 있었다. 이어 5월 20일 서울 혜화동 소신학교(성신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의 축하식을 시작으로 이틀 동안 대

대적인 축하대회가 열려 전국 클럽 회원들도 기꺼이 홍보 요원으로 뛰었다. 1969년도 정기총회는 김수환 추기경 

축하대회 직후인 5월 31일 열려 권영백(미카엘)을 제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는 또 교구 클럽 회장들로 회

장단을 구성하고 대표회장은 서울 클럽 회장이 맡는 것으로 회칙을 개정했다.

③1970년을 교구 클럽 확대 및 기금 조성의 해로 : 1970년도 정기총회는 세계 홍보주일인 5월 30일 명동 사제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개정 회칙에 따라 신태민(서울신문 논설위원)을 제3대 회장으로 뽑

는 등 임원을 개편하였다. 이날 구성된 새 집행부는 대표회장 신태민, 회장 정원교(대구)·최주식(부산)·신관우(대

전), 감사 조철웅(서울)·김병대(부산)를 선출하고, 사무국장에는 김해진(서울)을 선임했다. 당시 정부·여당에서 입

법을 추진 중이던 낙태 허용 조항이 담긴 ‘모자보건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성명을 낸 주교회의를 적극 지지

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전국 클럽은 1970년을 ‘교구 클럽 확대 및 기금 조성의 해’로 정하고 총력을 기울였다. 회장단의 적극적인 노력

으로 광주에서는 이일용(전남일보 편집부국장)이 광주 클럽을, 전주에서는 이동엽(전북일보 논설위원)이 전주 클럽을, 

마산에서는 이상준(경남매일신문 경제부 차장)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마산 클럽이 1971년에 결성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로써 6월에 신설된 제주 클럽까지 모두 7개 교구 클럽이 결성되었다. 기금 조성을 위해서도 회장단은 많은 노력

을 기울였으나 언론계 상황이 워낙 취약해 별 성과를 내지 못하던 중 박경원 내무부장관이 50만 원을 희사해 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

④공명선거 촉구한 김수환 추기경 성명 지지 : 4월 24일 명동 사제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1971년도 정기총회의 

주요 안건은 임원 개선이었다. 새 대표회장에 김자환(한국일보 논설위원)을 선출하고 회장단으로 최주식·신관우를 

유임시켰고, 백재기(대구)·이동엽(전주)·이일용(광주)·이앙준(마산)을 새로 뽑았다. 또 감사에 이준영을 뽑고 사

무국장에는 김해진을 유임시켰다. 신임 집행부는 이 자리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제7대 대통령 선거와 제8대 국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공명선거를 실시할 것과 인권을 유린하지 말 것 등 민주주의 실현을 촉구한 4월 

21일의 시국 성명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클럽은 또 제5회 세계 홍보주일(5월 23일)을 앞둔 5월 17

일 바오로 6세 교황의 담화문 주제인 ‘인류의 일치를 증진시키는 홍보 수단’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서울대 

신문대학원장 김규환 교수(전국 클럽 초대 부회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상희 교수(서울대), 최석우(안

드레아) 신부(명동본당 주임 겸 한국교회사연구소장), 강서룡 문공부 홍보조사연구소장이 주제 발표를 한 뒤 각 분과별 

토의가 진행되었다.

전국 클럽은 1971년 10월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소데팍스(Sodepax) 대회에 이순기 서울 클럽 사무국장(대한일보 

편집부국장)을 대표로 파견했다. 11월에는 아시아 14개국 가톨릭 언론인들이 서울에 모여 ‘변천하는 중공 정세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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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릭 언론인의 자세’를 주제로 ‘자유 아시아 언론인대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국내 정치 사정으로 결국 열지 못했다. 

일본·필리핀·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로부터 이 대회에 참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상당한 예산과 인력을 투

입해 준비 중이었다.

(2) 국제 언론인 기구(UNDA·OCIC·UCIP/World)의 한국 조직 설치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전국 클럽은 신문·출판과 방송, 영상 등 전문 분야별 세계적인 기구의 한국 조직이 

속속 들어서 훨씬 전문성을 갖춘 사도직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이들 조직은 1927년에 설립된 국제방송인회

(UNDA/World)와 국제영상인회(OCIC/World)와 1928년에 설립된 국제신문·출판인회(UCIP/World)로, 교황청 인준

을 받아 활동하던 평신도 전문 언론인 기구다. 이들 기구는 세계 기구와 함께 대륙별·국가별 조직을 두어 유기적

인 관계를 유지하며 정기적인 총회를 갖고 정보 교환과 협력을 다진다. 분야별 한국 조직도 출범 후 활발하게 국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가장 먼저 생긴 조직은 1970년에 설립된 방송인들의 UNDA/Korea였다. UNDA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일하

는 가톨릭 평신도 단체다. UNDA/Korea는 설립 이후 외국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에 참가해 각국 언론인들과 계속 

교류하면서 1984년 10월 4~5일 서강대 산업문제연구소에서 아시아 가톨릭방송인연합회(UNDA/Asia) 연차 총회를 

개최할 정도로 성장했다.

다음으로 설립된 조직은 1974년 12월 10일 창립 선언을 하고 발족한 영상인들의 OCIC/Korea였다. OCIC는 처

음에는 영화 매체의 활용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1975년 브라질 국제회의 이후부터는 시청각의 활용도 포함하게 되

었다. UNDA/Korea와 OCIC/Korea는 대희년인 2000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안양 라자로마을에서 아시

아 방송·영상인회 총회를 공동 주관으로 개최했다. 길이 남을 큰 업적이라 하겠다. 제10회 가톨릭 매스컴상 시상

식과 UNDA/Korea 전국대회를 겸해 열린 이 총회에서는 아시아 17개국 대표 61명이 한국 언론인들과 함께 했다.

한국가톨릭신문출판인협회(UCIP/Korea)는 가장 늦은 1977년 6월 18일 명동 사제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

했다. 신문사·출판사·잡지사 등 인쇄매체에 종사하는 평신도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UCIP/Korea는 처음부

터 국제 조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국내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1992년 9월 23~27일 브라질에서 열린 

제16차 UCIP 세계대회에 제9대 가언협 회장을 지낸 정달영(한국일보 주필)이 한국 대표로 참석해 에체가라이 추기

경과 나란히 ‘언론과 연대성’이란 주제를 발표했다. 이 대회에는 정 주필과 함께 이충우 가언협 회장과 김재범 교

수(한양대 신문방송학과)도 참석하였다. 정 주필과 김 교수 등은 1995년 9월 9~17일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열린 제

17차 UCIP 세계대회와 이후 열린 아시아대회에도 여러 차례 참석하며 국제 교류에 힘썼다.

3) 언론탄압 피해 갈 수 없었던 ‘암흑기’(1972~1987년)

민주주의를 말살한 군사독재시대는 1972년 ‘10월 유신’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는 1979년 ‘10·26사

건’과 신군부의 ‘12·12 반란 사건’, 1980년 5월 18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광주민주화운동을 거쳐 1987년 ‘6·10 

민주화 운동’으로 끝났다. 이 기간 동안 입법·사법·행정부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언론에 대한 통제와 탄압이 

자행되었다. 1974년 10월 24일 ‘동아 자유언론 실천 선언’과 12월의 ‘동아광고사태’, 이듬해 3월 17일 새벽 편집국

에서 농성 중이던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기자·PD·아나운서·기술인 113명을 폭력배를 동원해 거리로 내몬 폭거

와 조선일보 기자 33명 해고, 1980년 전국의 언론인 1,000여 명을 강제 해직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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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교회 언론도 예외일 수 없어 1972년에는 서울대교구에서 발행하던 월간 종합지 『창조』가 자진 휴간 형식

으로 문을 닫아야 했다. 가톨릭교회는 이에 맞서 반독재와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다. 정의구현사제단을 중심으로 

1974년 12월 30일 명동성당에서 ‘자유언론 회복 기도회’를 연데 이어 이듬해 3월 21일 ‘자유언론과 민주주의, 인권 

회복과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사제 80여 명과 현직 언론인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나타냈고, 기도회와 집회가 열렸던 명동성당은 민주주의의 성지가 되었다.

탄압과 저항이 반복되는 소용돌이 속에 가톨릭 언론인들만 그 칼날을 피해 갈 수 없었다. 동아투위 위원장 김태

진처럼 개별적으로 탄압받거나 언론자유 회복을 위한 기도회와 집회 등에 참여한 언론인들은 많았으나, 전국 클럽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맞선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전국 클럽 간부와 회원들에 대한 당국의 감시와 견제가 집요했

지만 가톨릭 언론사의 오점이 아닐 수 없다. 전국 클럽이나 교구 클럽이 다르지 않았다. 특히 197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거의 활동을 하지 못했다. 어느 원로 회원은 “전국 클럽의 암흑기”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전국 클럽 제5대 임택근(1972~1973년), 제6대 양흥모(1973~1974년), 제7대 정광모(1974~1981년) 회장 재임기가 이 

시기에 해당한다. 이 기간 담당 주교는 김수환 추기경·정진석 추기경·나길모 주교이며, 담당 사제는 김병도·반

예문·김정수·나궁열 신부다.

(1) 전국 클럽 재결성

전국 클럽 재결성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은 제8대 김현 회장(KBS 방송위원) 때였다. 1982년 1월 30일 서울대교구

청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클럽 제1차 회장단·이사진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국 클럽을 재결성하기로 하고 다

른 교구의 의사도 타진하는 등 빠른 시일 안에 전국 클럽을 구성하기로 했다. 그 무렵 대구 클럽 신임 회장으로 선

출된 마정웅(대구MBC 보도국 부국장)이 상경해 김현 회장을 만나 전국 클럽 재결성에 찬성하는 등 다른 교구 클럽에

서도 전국 클럽 재결성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았다. 이에 따라 2월 28일 서강대 산업문제연구소에서 서울·대구·

광주·대전·청주 등 5개 교구 대표들이 CCK 사무총장 정은규(시몬) 신부가 입회한 가운데 전국 클럽 재결성 총회

를 열고, 서울 클럽 김현 회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서울 클럽 회장이 자동적으로 대표

회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 대표회장 피선거권에 관한 조항을 회장단에서 호선으로 뽑는 것으로 수정해 그해 5

월 24~27일 열린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회장의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새롭게 출

발한 전국 클럽은 클럽이 활성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교구 중심의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

고 각 교구 클럽에 대한 지원과 함께 미결성된 교구의 클럽 결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2) 클럽 발전의 분수령 된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과 교회 창설 200주년

1981년은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1984년은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때 가톨릭 언론인들

은 신문과 방송, 출판, 영화 등 각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김현 회장은 교구 설정 150주년 행사 때 홍보국장

으로 봉사하면서 여의도 광장에서 있은 대규모 집회의 총연출을 하였다. 특히 교회 창설 200주년 행사 때는 성 요

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직접 한국을 찾아와 그해 5월 6일 여의도광장에서 103위 시성식을 거행했다. 교황 방한도 

처음이요, 교황청 밖에서의 시성식도 처음이며, 한꺼번에 103위라는 많은 성인이 탄생한 것도 처음이었다. 이 역

사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가톨릭 언론인들이 기획·홍보·문화 분과위원으로 참여해 큰 

역할을 한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이들 행사에 직접 참여한 최창섭 명예교수(서강대)는 “한국 천주교 200주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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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1984년은 가언협 발전의 분수령이 되는 뜻 깊은 해였다.”고 평가했다.

(3) 『한국 가톨릭 언론인회 20년사』 발간 등 활발한 국내외 활동

1984년도 전국대회는 200주년 행사 직후인 6월 16~17일 솔뫼 피정의 집에서 열렸다. 대전 클럽 주관으로 열

린 이 대회에는 1983년도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서 전국 클럽 제2대 담당 주교로 선임된 정진석 주교(당시 청주

교구장)와 대전교구 총대리 김영환 신부, 대전 클럽 이창덕 지도신부, 솔뫼 피정의 집 관장 김영교 신부, 그리고 서

울·대구·광주·부산·대전·청주·마산·제주 클럽 회장단과 대의원 등 모두 78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총

회에는 그해 재결성된 제주 클럽과 1968년 5월에 결성된 후 침체되었던 부산 클럽 회원들이 참석해 큰 환영을 받

았다. 전국 클럽은 총회 결정에 따라 서울 클럽과 함께 회보(News Letter)를 발행해 전 회원의 명단과 6개 교구 클

럽의 회칙을 게재했다. 또 그해 12월 8~9일 대구 가톨릭여성교육관에서 대구 클럽 주관으로 전국에서 55명이 참

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을 겸한 피정을 하였다. 대구대교구장 이문희 대주교도 참석한 이 피정의 지도는 박도식 신

부가 맡았다.

그에 앞서 9~10월에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아시아 가톨릭영상인회(OCIC/Asia)와 아시아 가톨릭방송인회(UNDA/

Asia)가 ‘교회의 매스컴에 대한 젊은이들의 발언’이라는 공동 주제로 15개국 대표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차 총회

를 열었다. 9월 29~30일 안양 라자로마을 아론의 집에서 열린 아시아 영상인 총회와 10월 4~5일 서강대 산업문

제연구소에서 열린 아시아 방송인회 연차 총회에 참석한 나라는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마카오,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등이었다.

1985년도 전국대회는 6월 1~2일 서울 클럽 주관으로 서울 한남동 꼰벤뚜알 성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렸고, 전

국 회원 687명의 명단과 회칙을 수록한 『회원 명단』(76쪽)을 제작하였다. 1986년도 전국대회는 6월 14~15일 광주 

예수 고난회 명상의 집에서 광주 클럽 주관으로, 1987년도 전국대회는 6월 13~14일 부산 해운대에서 부산 클럽 

주관으로 각각 열려 그해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가톨릭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다짐했다. 1988년 6월 20일에는 

그동안 논의만 해 오다가 실현을 보지 못한 『한국 가톨릭 언론인회 20년사』(서상요 편찬, 서종근 편집)를 발행했다.

1984년도 전국대회에서는 각 교구 클럽 회장들로 구성된 회장단에서 대표회장을 호선하도록 규정한 회칙 일

부를 개정하여 회원이면 누구나 대표회장이 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김현 회장이 서울 클럽 회장에서 물러난 

1984년 총회와 1986년 전국대회에서 연이어 대표회장으로 유임되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1987년도 전국대회에서 

회장단 호선으로 대표회장을 뽑는 것으로 환원되었다.

재개정된 회칙에 따라 김현 회장은 1988년 전국대회 때 정달영 서울 회장에게 대표회장직을 넘기고 물러났다. 

대표회장제는 1990년 5월 26~27일 전주교구 천호 피정의 집에서 열린 전국대회에서 서울대교구 회장과 정기총

회 개최 교구 회장, 차기 총회 개최 교구 회장이 공동으로 맡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최상완(서울)·최공엽

(전주)·이용기(대구)가 공동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1991년도에는 이충우(서울)·이용기(대구) 회장이 함께 회장직

을 맡았다. 이 공동 회장제는 1992년 5월 9~10일 대구 한티 피정의 집에서 개최된 전국대회에서 다시 단독 회장

제로 되돌아가 이충우가 제12대 회장이 된 이래 주로 서울대교구에서 전국 회장을 맡고 있다.



318

 한국평협 50년사

4)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 시대의 개막(1992년)

(1) 전국 클럽, 언론인회(1987년)에서 다시 언론인협의로

‘6·10 민주화운동’ 직후에 열린 1987년도 전국대회에서는 대표 회장 선출제도의 환원뿐 아니라 전국 조직의 명

칭을 ‘한국가톨릭언론인회’로 바꿨다가 1992년 전국대회에서 지금의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로 바꿨다. 교구 단

위 조직이 ‘언론인회’라면 전국 조직은 단위 조직의 협의체이니만큼 ‘협의회’로 하는 것이 맞다는 1991년 9월 26일

의 추계 총대리 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가언협으로 새 출발을 다짐한 1992년은 공동 회장제에서 단독 회장제로 

환원된 첫 해로서, 지난 2년 동안 대구의 이용기 회장과 함께 전국 회장을 맡아오던 서울 언론인회의 이충우 회장

이 제12대 회장이 되었다. 가톨릭광고인회도 이때 창립(1992년 9월 24일)되었다.

1993년 제27차 세계 홍보주일을 맞아서는 UCIP/Korea와 함께 명동성당에서 5월 22~23일 이틀 동안 도서 전

시회를 열고 ‘문화와 양심 형성에서 비디오와 오디오의 역할’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기도 하였다. 1994년 1월 

23~2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있은 제27회 전국대회에서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희진 회장(

당시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1,300명의 명단을 수록한 『1995 가톨릭 언론인 회원 수첩』을 제작하였다. 10년 전에 비해 

회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1995년 5월 27일에는 제29차 세계 홍보주일 기념행사로 서강대 다산관에서 키쉴롭

스키 감독의 영화 「십계」를 단체로 감상하고 토론회를 갖기도 하였다.

(2) 가언협과 UNDA·OCIC·UCIP/Korea가 함께 한 큰 잔치, 그리고 시련

1996년 11월 23~24일 가언협 전국대회 겸 UCIP, UNDA, OCIC/Korea 회원 150여 명이 의정부 한마음수련원

에서 모여 가톨릭 매스컴 합동 전국대회를 개최한 것은 한국가톨릭언론인회 역사에서 보기 드문 큰 잔치였다. 이 

대회는 그해 정기총회에서 제14대 가언협 회장으로 선출된 이화복 회장(당시 동아일보 과학부장)과 UCIP/Korea 정

달영 회장, UNDA/Korea 김성호 회장(당시 KBS PD), OCIC/Korea 최창섭 회장(서강대 교수)가 매스컴위 총무 오세

완 신부와 여러 차례 협의한 끝에 맺어진 소중한 결실이었다. 이 대회에서 매스컴위원장이던 부산교구장 이갑수(

가브리엘) 주교는 ‘주교와의 대화’에서 언론인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으며, 최창섭 교수는 ‘새로운 시대와 미디

어 교육’이란 주제로 강연해 대회의 품격을 한층 높였다. 피정을 겸한 이 대회에 참석한 전국 각 지역과 직능별 전

문 분야에서 각기 사도직을 수행하던 가톨릭 언론인들은 한마음이 되어 파견미사를 봉헌한 뒤 충만한 기쁨과 용기

를 얻어 각자 일터로 돌아갔다.

이 큰 잔치를 마친 가언협은 1997년 말부터 불어 닥친 IMF(국제통화기금) 한파에 또다시 꽁꽁 얼어붙었다. 가언

협과 각 교구 언론인회를 이끌던 간부들을 포함해 많은 회원들이 정든 언론 현장을 떠났다. 조직도 마비되었다. 이 

큰 시련기에 들어선 회장이 1997년 3월 7~8일 의정부 한마음수련원에서 열린 전국대회에서 선출된 김성호 제15

대 회장(당시 KBS 개혁 기획단 국장)이다.

(3) 한국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SIGNIS/Korea) 탄생

UNDA/Korea와 OCIC/Korea는 방송과 통신 융합 시대에 맞는 평신도 기구의 설립을 요청한 성 요한 바오로 2

세 교황의 뜻에 따라 세계커뮤니케이션협회(SIGNIS/World)로 통합됨에 따라 2002년 12월 5일 한국가톨릭커뮤니

케이션협회(SIGNIS/Korea)로 새 출발했다. SIGNIS/Korea는 방송·영상 분야뿐 아니라 인터넷 등 뉴미디어와 광

고 등 인쇄매체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평신도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발하게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다. SIG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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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는 국내 활동은 물론 2013년 6월 7~8일 서강대 정하상관 국제회의장에서 ‘미디어 속의 이주민’을 주제로 동

아시아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저력을 보였다. 김승월 전 회장(2012~2013년 재임)은 현재 SIGNIS/Asia 재정 담당 이

사로 활약하고 있다. 

(4) UCIP/Korea, CJPA로 탈바꿈

UCIP/Korea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교황청에서 2010년 UCIP/World의 인준을 철회함에 따라 영문 명칭을 

CJPA(Catholic Journalists and Publishers Association)로 바꿔 주로 국내 활동을 하는 조직이 되었다. 가톨릭신문출

판인회(CJPA)는 1999년 가을부터 IMF 사태로 거의 와해되다시피 한 조직을 재건하기 위해 매달 셋째 목요일에 미

사를 봉헌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처음에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성당에서 미사 봉헌 뒤 인근 식당

에 모여 점심을 나누며 정담을 나누었으나, 2011년 7월부터는 가톨릭출판사의 배려로 서울 중림동 마리아홀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출판사 구내식당에서 점심까지 함께 한다. 따라서 가언협은 현재 각 교구 언론인회와 SIGNIS/

Korea, CJPA를 회원 조직으로 하며 언론인 신앙학교, 가톨릭 포럼 등 사도직 활동을 함께 펼치고 있다.

(5) 신앙학교, 가톨릭포럼으로 다시 태어난 가언협

김성호 회장은 무엇보다 가톨릭 언론인들의 정체성 확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1991년 서울 혜화동 가톨릭교

리신학원에서 가톨릭 언론인 신앙학교를 개설했다. 11명으로 시작한 신앙학교는 매년 봄·가을 두 차례 수요일 저

녁마다 열어 지금까지 20년 동안 35기 700여 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2016년부터는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심화

반을 개설해 매년 가을 학기에 10주 동안 강의한다. 과목은 성경과 공의회, 사회교리, 역사, 정치, 교육, 언론, 문

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교회의 가르침이다.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한 언론인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

신을 이어받아 세상 속에서 주어진 평신도 사도직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장소는 2기까지 교리신학원, 

3~15기는 중림동 가톨릭출판사, 16기부터는 서울대교구청 강의실이다.

신앙학교와 함께 가언협의 핵심 사업이 된 가톨릭포럼은 2000년 3월 11~1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전국대회에서 선출된 제16대 최홍운 회장(당시 서울신문 편집인 겸 편집국장) 때 시작되었다.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그리스도교회의 시각에서 해법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자는 취지로 매년 홍보주일 전후로 열려 지금까

지 이어지고 있다.

제1회 주제는 ‘남북 화해시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제1국방위원장 

간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6월 5일)을 며칠 앞둔 6월 1일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열렸다. 포럼에는 당시 주한 교황

대사 조반니 바티스타 모란디니(Morandini) 대주교와 매스컴위원장이던 부산교구장 정명조 주교, 서울대교구 강우

일 보좌주교, 평협 회장, 정부 통일부처 고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며 뜨거운 관심을 나타

냈다. 2018년 7월 11일 열린 제18회 포럼 주제가 ‘남북 화해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로 정해진 점은 세계 유일

의 분단 지역인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알게 한다. 제18회 포럼 역시 북한의 평창 동계올

림픽 참가를 시작으로 남북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던 숨 가쁜 상

황에서 개회되었다. 가톨릭 포럼이 그동안 다룬 주제는 공교육, 언론 정책, 사회 통합, 공직자 윤리, 다문화, 자살 

문제, 빈곤의 대물림, 멀티미디어 혁명과 소통 문제, 안중근의 동양평화 사상, 한국 리더십의 위기, 공영언론 독립 

문제, 무너지는 사회 공동체와 나눔의 문제, 남북통일 시대 가톨릭 언론의 역할 등 그때그때의 당면 과제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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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다.

2004년부터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실시한 가톨릭언론인 산악회의 산행 역시 지금까지 매달 빠짐없이 이어오고 

있는 가언협의 중요한 활동이다. 처음 신문출판인회 활성화를 위해 2004년 10월 김종수 신부(가톨릭대 교수)를 지

도신부로 초빙하고 북한산에서 산상 미사를 봉헌하면서 시작해 곧바로 방송인회 회원들도 동참하여 전체 가언협 

사업이 되었다. 산악회는 2006년 4월 22일 제10차 산행 때부터 신앙 선조들의 순교 성지를 찾는 성지순례를 겸한 

산행을 시작해 2016년 10월 제126회까지 주교회의에서 2011년 펴낸 『한국 천주교 성지 순례』 책자에 수록된 성지 

111곳을 모두 순례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2003년부터 참여하는 꾸르실료 체험과 2004년부터 가언협에 동참한 ‘가톨릭드림필앙상블’의 정기 연주, 2011년 

매스컴위에서 발간한 『미디어 종사자를 위한 천주교 용어·자료집』 집필에 서울신문 주필과 편집국장을 각각 역임

한 임영숙·최홍운, 경향신문 편집국장을 역임한 김지영(제19대 가언협 회장)이 참여한 일, 2010년 협의회 로고 제

작, 회보 『가톨릭 언론인』 발행, 2014년 ‘한국 가톨릭 독서 아카데미’(회장 김정동, 2018년 12월부터 이상요)가 시작한 

‘가톨릭 독서 콘서트’도 가언협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 잘 진행되고 있다. 이 시기 회장과 총무국장 등 집행

부의 노고가 매우 크다. 또 담당 주교는 모두 주교회의 매스컴위원회(현재 사회홍보위원회) 위원장과 총무로서 김옥

균·이갑수·정명조·최덕기 주교와 조환길 대주교, 유경촌·옥현진(현재) 주교와 오세완·함정택·김민수·안봉

환(현재) 신부이며 가언협 활동을 헌신적으로 이끌고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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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대 회장

대수 이름(세례명) 취임일 당시 직책

초대 이서구(요셉) 1967. 6. 10 극작가, 동아일보 기자

2대 권영백(미카엘) 1969. 5. 31 동아일보 논설위원

3대 신태민(토마스) 1970. 5. 30 서울신문 논설위원

4대 김자환(요한) 1971. 4. 24 한국일보 논설위원

5대 임택근(사도 요한) 1972. 9. MBC 상무이사

6대 양흥모(마태오) 1973. 5. 중앙일보 논설위원

7대 정광모(사라) 1974. 5. 한국일보 논설위원

8대 김현(요셉) 1981. 11. 29 KBS 방송위원

9대 정달영(프란치스코) 1988. 6. 25 한국일보 주필

10대

최상완(가브리엘)

1990. 5. 26

경향신문 조사 연구실장

최공엽(디오니시오) 전북일보 상무이사

이용기(요한 비안네) 대구 MBC 제작국 차장

11대
이충우(안드레아)

1991. 5. 25
평화신문 편집국장

이용기(요한 비안네) 대구 MBC 제작국 차장

12대 이충우(안드레아) 1992. 5. 9 평화신문 편집국장

13대 김희진(안토니오) 1994. 1. 23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14대 이화복(베드로) 1996. 동아일보 심의위원

15대 김성호(빈첸시오) 1997. 3. 7 KBS 개혁기획단 단장

16대 최홍운(베드로) 2000. 3. 12 서울신문 편집국장

17대 김종완(스테파노) 2004. 3. 5
동아일보 

독자서비스센터 국장

18대 김홍(베드로) 2006. 2. 24 KBS 부사장

19대 김지영(이냐시오) 2008. 3. 7 신문윤리위 심의위원

20대 최정기(베드로) 2010. 2. 5 KBS 방송위원

21대 김태식(토마스) 2012. 2. 15 연합뉴스 기획위원

22대 이상요(T. 아퀴나스) 2014. 1. 27 KBS 연구위원

23대 황진선(대건 안드레아) 2016. 1. 26 논객닷컴 대표

24대 김창옥(가브리엘) 2018 2.~현재 우송대학교 초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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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과 전망

가언협도 한국 사회와 교회 공동체, 여타 사도직 단체들이 겪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거기에다 미디어 산

업의 지형 변화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가언협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고령화, 미디어 산업의 변

화, 세속화에 따른 조직 정체와 역동성 저하를 들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2026년에

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변화는 교

회 공동체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가언협의 뿌리인 단위 교우회와 직능협의회 회원들의 평균 연령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기존 회원들은 은퇴하거나 고령화되는데 젊은 회원의 참여가 저조하다 보니 단위 공동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젊은 회원들의 단위 교우회 직능 조직 참여가 저조한 것은 미디어 산업의 지각변동으로 매체 간의 경쟁이 치열

해짐으로써 조직 내에서 사도직 활동을 할 여유를 갖기가 구조적·정신적으로 어려워진 것이 주된 원인이다. 여기

에 젊은 회원들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세대차에 따른 정서적 이질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언협 차원에서 보면 젊은 회원들이 협의회를 교우회나 사도직 단체의 임원급 회원들의 장으로 인식하여 참석을 

주저하고, 젊은 회원들이 활동할 장 역시 넓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단위 조직이 건강하지 않으면 전체 조직이 역동성을 갖기 어렵다. 가언협의 근간

인 시그니스와 CJPA의 뿌리가 되는 단위 교우회와 직능 조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미디어 사도직은 언론과 미디

어에 종사하는 회원 각자의 일터에서 구체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때문에 단위 교우회와 직능 조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각 회원들이 미디어 사도직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미디어의 선용을 통한 복음 정신의 구현이라는 사명을 깊이 인식한 가운데 친교의 

공동체 일치의 공동체를 회복한다면 미디어 사도직이라는 소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짝지어 파견하셨다. 함께 갈 때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가언협은 단위 조직에서 하기 어려운 행사나 교육 프로그램, 친교의 장 등을 제공함으로써 회원과 단위 조직의 

사도직 활동을 지원하고 연대를 촉진하는 데 더 힘써야 한다. 단위 교우회와 직능 조직의 활성화 나아가 가언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회의 사목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교우회 단위의 미사 봉헌에서 더 나아가 가언협 회원

들이 세속주의를 탈피하고, 사도적 정체성과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시적·지속적·질적 사목활동

이 요구된다. 또한 서울 이외 지역의 열악한 언론·미디어 환경을 감안하여 지역 언론인들의 결속과 활동을 촉진

하고, 지원하기 위한 한국교회와 각 교구 차원의 사목적 배려가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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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

1. 개  황

•소재지 : (61244)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23(암동) 가톨릭사회복지회 104호

•Tel : (062)236-3004 / Fax : (062)227-7123

•설립 연월일 : 1975년 5월 29일

•주교회의 인준일 : 1977년 5월 26일

•회장 : 김명자(소화 데레사)

•지도신부 : 김정용(베드로)

2. 협의회 약사 및 주요 활동

1) 약사 및 주요 활동

(1) 초대~6대(1963. 11. 19~1977. 5. 26) : 박애주(클라라) 회장―창립총회

서울대교구에서 처음으로 가톨릭여성연합회가 창립되면서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이하 ‘한가협’)가 창립되었

고, 1977년 5월 26일 주교회의 인준을 받았다. 1969년 2월 28일 대전교구, 1971년 7월 3일 마산교구, 12월 5일 원

주교구, 1974년 8월 20일 부산교구, 1975년 11월 7일 광주대교구와 대구대교구에 가톨릭여성연합회가 창립되었

으며 초대 회장을 선출하여 창립총회를 갖고 사업보고와 각 교구의 연대를 시작하였다.

2012년 10월 25일 한국가톨릭여성협의회에서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회칙 개정안을 승인

(중협주: 제 2012-597호)받았다.

(2) 제7대(1977. 8. 31~1985. 8. 30) : 박애주(클라라) 회장―가톨릭 여성의 미래상

서울대교구에서 가톨릭여성연합회가 초석이 되어 국제 가톨릭 여성단체와도 유기적인 연대를 가짐으로써 한국 

여성 평신도의 정체성을 높여갔다. 1979년에는 세계가톨릭여성연합회(WUCWO : World Union of Catholic Women’s 

Organizations, ‘우코’)에 준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1982년 아시아태평양지역 가톨릭여성연합회 지역대회에 참석했

고, 1983년부터는 WUCWO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여성으로서 폭넓게 나아가야 할 가정과 생명을 중요시하는 

가톨릭여성연합회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3) 제8~9대(1989. 6. 21~1992. 6. 18) : 오덕주(데레사) 회장―여성의 삶

1987년부터 현재까지 WUCWO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여성의 역할과 여성의 삶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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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간이 되었다. 이에 한가협 회원들은 생명의 근원이며 주인이신 하느님과 우리들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참된 행복에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신앙 안에서 더욱 공감하고, 어머니로서 주부로서 기도하며 실천하는 단체로 

성장해 가고 있다.

(4) 제10~18대(1993. 6. 15~2010. 4. 30)

초대부터 제18대까지 서울대교구에서 회장이 나오다 보니 다른 교구 회원도 회장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제17~18대 회장 권경수(헬레나) 대에서 제19대 회장으로 대전교구 배순희(아가타)가 선출이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지금도 서울대교구 가톨릭여성연합회는 구조 현황이 다른 교구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후 가톨릭여성연합회는 매년 정기총회와 상임이사회를 활발하게 열고 특별히 여성에 대한 가정, 화해와 일치, 

생명에 대한 가르침에 중점을 두고 실천하는 단체로 성장해 가고 있다.

(5) 제19대(2011. 4. 27~2012. 4. 20) : 배순희(아가타) 회장―시작

4년에 한 번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가톨릭여성연합회 총회에 참가하였고, 2012년 4월 15일에는 한가협 회지 

창간호를 발행했다. 대전교구 주관으로 열린 ‘하느님의 종 순교자 124위와 증거자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순례’에도 참가하였다.

교회 발전과 영성 성장, 교육, 복지 문화 복음적 사명을 수행하고 여성에 관한 회원 상호간에 친교를 이루고 각 

본당과의 유대를 강화한다는 대전교구 여성연합회의 활동목표가 가톨릭여성연합회 회원 활동에 밑거름이 되었다.

(6) 제20대(2013. 4. 10~2014. 5. 1) : 김연숙(마르티나) 회장―생명과 말씀

제20대 회장이 선출되면서 지난해 40이라는 성서적 의미를 되새겼고, “첫 회의를 빛고을 광주에서 하게 되어 기

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열악한 재정으로 한국평협에 한가협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고 발표했다.

이 정기총회에서는 강길웅(세례자 요한) 신부의 생명과 말씀에 대한 강의가 있어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내 마음에 비밀의 방을 만들어 놓는 것은 예수님처럼 채찍질을 당하는 것이라며 내 비밀의 방에서 차곡차곡 쌓아

놓고 예수님을 만나라는 말씀에 치유가 되는 강의였다. 이날 김연숙 회장은 집으로 가지 않고 하루 더 머물다 팽목

항에 가서 세월호 추모미사에 참석하였다. 

이날 담당사제 마산교구 강영구(루치오) 총대리 신부의 강론에 이어서 한가협 회원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1. 가정은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삶의 현장이다. 가정의 복음화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자.

1.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화해와 일치를 이루자.

1.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2013년 4월 10일 한가협 회지 제2호가 발행되었고, 10월 7일 광주대교구에서 주관한 제1차 한가협 회원 교육

에서는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베드로) 주교의 강의가 있었다. 환경문제 중에서 원전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강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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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9일 한가협 회지 제3호가 발행되었고, 10월 13일 마산교구에서 주관한 제2차 한가협 회원 교육에

서는 수원교구 송영오(베네딕토) 신부의 생명과 가정 주제 강의가 있었다.

그동안 한가협은 내실을 다지기 위해 내부적으로 각 교구 회장들과의 결속을 위해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으나, 이 해부터는 가톨릭 발전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한가협 회장이 한국평단협의 당연직 부회장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한가협의 

위상은 물론 따뜻하고 섬세한 모성으로 교회 발전을 위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앞으로 함께 협력

하며 더 나은 교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논의하였다.

국제 교류에 있어서는 2015년 4월 21~26일 로마의 카사 라 살(Casa La Salle)에서 열린 세계여성연합회 이사회

에 참석한 권경수(헬레나)가 일정 보고에 이어 교황 바오로 6세의 교황권고 「복음 선교」(Evangelium Nuntandi) 말씀

을 인용하였다. “때로는 불안 속에서, 때로는 희망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현대 세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낙심하고 낙담하며, 성급하고 불안해하는 선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을 먼저 받아들여 열성으로 빛

나는 삶을 살려는 복음의 봉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WUCWO에 맡겨진 소명은 현대 세계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진리의 추구자로, 말이 아닌 행동의 모범과 열정을 통해 복음화의 길을 걸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7) 제21대(2015. 4. 13~2016. 4. 20) : 정성연(클라라) 회장―민족평화통일의 꿈

2015년 4월 14일 한가협 회지 제4호가 발행되었고, 10월 22일 수원교구 주관으로 제3차 한가협 회원 교육이 있

었다. 대전가톨릭대학 총장 곽승룡(비오) 신부가 ‘말씀이 움직이고, 성령께 이끌린 영성가 교황 프란치스코’라는 강

의를 하였다. 

2016년 10월 18일 수원교구가 주관한 평화통일 기원미사 도보기도순례에 14개 교구 70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 

민족화해센터,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의정부교구장 이기헌(베드로) 주교 집전으로 미사가 봉헌되었다. 수원교구 

정성연(클라라) 회장이 한가협 최초로 경기도에서 3,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16개 각 교구 지원금으로 전달되어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인천교구 사무처장 겸 여성연합회 담당사제 오용호(세베리노) 신부의 ‘민족 평화

통일의 꿈, 2045 가톨릭 평화통일운동’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었다. 

국제 교류 부문에 있어서는 2016년 4월 28일~5월 9일 피지(Fiji)의 수도 수바(Suva)에서 열린 WUCWO 아시아

태평양대회에 권경수 이사가 참석하여 한국가톨릭여성연합회 활동에 대해 보고하였다. 대화와 가족, 종교회의 가

족에 대한 결론, 인신매매와 성 착취, 중독과 중독방지 생식보전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 육체에 대한 신학을 

논의했다. 

또한 2016년 10월 19~23일 이탈리아 바리(Bari)에서 열린 정기 이사회 및 콘퍼런스에 참석하여 ‘대화와 만남의 

문화를 향해 가는 평화의 일꾼, 여성’을 주제로 한 콘퍼런스에서 중동 여성을 초청해 평화의 화해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들의 문제를 듣고 공감과 함께 연대하기로 했으며, 분임토의 및 각국의 활동보고를 하였다.

이 시기부터 한국 7대 종교 화합대회 ‘답게살겠습니다’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1박2일의 생명위원회 연수에 참가

하고 정의평화위원회 정기총회에도 참석하였다.

각 교구 회장들과의 결속을 위해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며 현재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교구를 합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결과 같은 해 10월 18일 14개 교구가 의정부교구 ‘참회와 속죄의 성당’에서 함께 평화통일 

기원미사를 봉헌했으며, 북한 여성과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봉헌금을 민족화해위원회에 후원하고, 14개 교구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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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가 교회 발전을 위해 함께 연대하여 교구별로 북한 여성 돕기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앞

으로 함께 협력하여 더 나은 교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마지막으로 결의문을 낭독했다. 

1.  우리는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닮아 모성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이 땅의 청소년들이 올곧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다.

1.  우리는 이 땅에서 사회적 약자인 미혼모가 그들의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며,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사랑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데 기여한다. 

1.  우리는 북한 땅에서 억압과 자유를 유린당한 여성과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

며, 그들의 자유를 향한 열망에 불을 밝힐 것이다.

함께 선창했던 결의문을 각 교구로 돌아가서 내년 정기총회 때까지 각 교구에서 여러 단체가 활동을 할 때, 그 

활동의 중심에 거울을 삼고 이 본질을 생각하면서 활동해 주길 당부하였다.

(8) 제22대(2017. 4. 18~현재) : 김명자(소화 데레사) 회장―생명

2017년 4월 18일 한가협 회지 제6호가 발행되었으며, 10월 17일 광주대교구가 주관한 한가협 회원 교육이 여성

에게 주어진 성소와 소명 역할에 대한 열린 공간(Open Space) 방법이라는 강성숙(레지나) 수녀의 연수가 있었다. 연

수에 참석한 회원들은 주제를 제출하여 선정하고, 소주제를 제안하여 토의하면서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어 가장 바

람직한 액션을 도출해 나감으로써 다 함께 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되는 새로운 토의 방법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이어서 광주대교구 여성위원회가 2017년 6월 30일 ‘여성 존재에 부여된 성소의 의미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서

울대교구청 신관 502호에서 개최한 주교회의 여성소위원회 세미나에 전 임원이 참석하였다. 이 세미나는 Open 

Space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은 틀과 격식을 초월한 자유로운 토론으로 다양한 의견들과 구체적

인 활동계획까지 만들어지는 시간들을 체험하였다.

2018년 4월 24~26일 제44차 정기총회가 제주교구 성 이시돌 피정의 집에서 전국 교구 여성연합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개회미사는 제주교구 문창우(비오) 주교가 주례하였다. 이 정기총회를 주관한 제

주교구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비극인 4·3사건의 현장이기에 총회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다. 제주교구 선교

사목위원장 황태종(요셉) 신부의 ‘생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이 특강에서 황 신부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며, 그분의 힘이 미치는 하느님의 나라에 살고자 하는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

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소명을 부여받은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아픔인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죄 없이 희생된 영령들을 위로하는 묵념의 시간도 마련

되었다. 또한 제주에 많은 사랑을 남기고 2018년 4월 23일 하느님 품으로 가신 임피제 신부의 영혼을 위해 회원 

모두가 소리 맞추어 연도를 바침으로써 여느 때 총회보다 더욱 큰 일치와 연대를 이룬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총회의 폐회미사를 집전한 한가협 담당사제 김정용(베드로) 신부는 여러 교구와 본당에서 어머니 역할을 하며 늘 

기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한가협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총회는 참가한 모든 회원들이 공동으로 채택

한 결의문을 다짐하면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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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느님의 힘이 미치는 곳에 살고자 하는 하느님의 창조물이다. 이에 하느

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온 세상 피조물에게 복음 선포의 소명을 받은 가톨릭 여성으로서 그 부르심에 맞

갖은 삶을 살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하느님의 피조물인, 가장 소중한 나 자신과 가족부터 사랑한다.

1. 가정 안에서부터 자녀의 올바른 신앙교육과 성교육에 힘쓴다.

1. 생태계의 보존을 위하여 모든 일상과 각종 행사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1. 남북교류와 민족화해를 지향하며 매일 기도를 바친다.

김명자(소화 데레사) 회장은 특히 자연재해로 가족을 잃은 청주교구 내의 교우 가정을 방문하여 위로한 점에 박수

를 보내고 또 다른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한가협이 되어주길 당부했다. 또 각 교구의 여성 사도직 활동 지

원과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여성소위원회 소통과 연대로 여성의 정체성을 향상시켜 가며 생명

존중과 환경운동에 관한 각 교구별 지속 실천과 활동을 전개하고, 각 교구간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연대를 통

한 사도직 활동의 활성화로 가톨릭 단체와의 유기적 연대를 갖도록 하자고 하였다.

2017년도의 행사로는 5월 13일 제8대 전주교구장 김선태(사도 요한) 주교 서품 및 착좌식이 있었고, 6월 16~17

일에는 속리산에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한국 7대 토론회가 있었다. 여성 종교인 ‘어머니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선포식이 7월 11일 서울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있었으며, 7월 24일 청주교구 청천본당에서 홍수 피해 신자 방문

을 주관하였다. 8월 15일 제주교구 문창우(비오) 주교 서품식이 이시돌 삼위일체 대성당에서 있었고, 주교회의 여

성소위원회 지도자 양성교육이 11월 27일 실시되었다.

제43차 정기총회에서는 담당사제인 수원교구 이근덕(헨리코) 신부는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신비이십니다. 세월

호가 물속에 있을 때는 단원고등학교가 있는 수원교구에서 회장님이 수고해 주셨고, 며칠 전 이제 세월호가 물 위

로 올라왔습니다. 팽목항에서 인양되어 목포 신항에 그 몸체를 온전히 드러낸 이 시점에서 광주대교구에서 한가협 

회장이 소임을 맡게 되셨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교회의 어머니 그 역할과 소명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기도

로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하였다. 

국제 교류에 있어서는 2017년 11월 20~24일 바티칸 외곽에 위치한 카사 라 살(Casa La Salle) 수도원에서 세계 

가톨릭여성연합회 총회가 개최되어 권경수 WUCWO 이사가 보고하였다. 그리고 첫째 날 미사로 은총에 감사드렸

고, 둘째 날 ‘함께 하는 교회 안에서 여성의 목소리 일깨우기’라는 주제 강연에서 당신들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서 셋째 날 교황의 일반 알현과 성 베드

로 묘소 앞에서 미사를 드리고 순교 역사를 묵상하면서 WUCWO 회의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날 강론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집이시다.’ 하시며 항상 고통 받고 있는 이웃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

고 했다. 현실에서 도전받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논의 발표를 하였으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

의 부르심에 순명하며 주님의 주신 고귀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하고, 마리아를 닮은 모성으로 겸손되이 우

리 주변의 외롭고 잊혀진 이웃에게 귀 기울이고 나눌 때 우리는 주님의 사도가 된다는 간절한 보고가 있었다. 이듬

해에 있을 WUCWO 회장 선출에 관한 토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WUCWO 여성들의 리더십은 하느님과 깊은 영

적 만남에서 나온다고 생각된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부르심에 순명하며 주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지키는 일

에 힘써야 하고, 마리아를 닮은 모성으로 우리 주변의 외로운 이웃에게 귀 기울이는 따뜻함을 나눌 때 우리는 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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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사도가 될 것이다. 각 이사들은 가톨릭 여성의 역할과 소명을 확인했으며, 보다 실천적인 면에 주력해야 함

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8년 10월 15~22일에는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세계 가톨릭여성연합회 총회와 이사회가 열렸다.

소록도 희년 걷기 행사 : 2018년 10월 23(화)~24일(수) 광주대교구 소록도성당

첫째날 - 김희중(히지노) 대주교는 시작 미사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신자 회장이며 한국교회의 기반을 다진 

강완숙(골룸바)의 굳은 신앙심과 희생정신을 그대로 이어가는 한가협 회원들에게 주교회의 의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다. 또한 김연준(프란치스코) 신부의 “소록도 이

야기” 특강에서 소외받은 한센인들에 대한 애환과 먼 나라에서 온 간호사 마리안느 스퇴거와 마가렛 피사렉의 사

랑 실천과 헌신의 이야기에 모두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작은 고통은 큰 고통 앞에서 치유된다.”는 신부님의 말

씀에 흠뻑 젖어들어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둘째날 - 한가협 회원 90명이 “치유의 길”을 걸었다. 이 길은 성하지 못한 한센인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4㎞ 정

도의 길로서 눈물의 길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하고 더욱 낮게 내려와 이웃의 어려움을 찾아 함께 

껴안아주는 실천적인 한가협 회원이 되자며 각자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묵상의 시간이 되기도 했다. 옥현진(시몬)

주교는 폐막미사에서 “때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곳의 스토리는 다르더라도 봉사자로 불림을 받은 자는 이

미 은총의 선물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세로 일하는 한가협 회원이 돼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번 행사의 담당사제인 김점용(베드로, 광주대교구) 신부는 “여러 교구와 본당은 크게 보면 하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전국 모든 교구가 한가협 가족이 되어 함께 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며, “여성들의 섬세한 마

음과 실천이 우리 사회를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되리라 믿으며,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여성 모두가 늘 기쁘고 행복한 가운데 하느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표양이 되기를 당부한다.”고 하였다.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은 평신도 희년의 특은에 감사하며 놓치기 쉬운 생활 실천사항을 다짐하면서 소

록도 걷기 행사를 마무리했다.

1. 장바구니와 개인 컵을 생활화하여 지구를 살리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선다.
1. 가톨릭 신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하여 마음 모아 기도한다.
1. 여러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며, 남의 험담보다 칭찬을 찾아 서로의 힘이 되어준다.
1. 자녀와 손자손녀의 세례명을 불러주며, 함께 기도하는 생활로 세대간의 신앙을 이어준다.
1. 우리 농촌 살리기에 앞장서며, 바른 먹거리로 가족의 식탁을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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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대 담당사제와 회장 

대수 재임 기간 담당사제 회장

1~6대 1963. 11. 19~1977. 5. 26
박애주(클라라)

7대 1977. 8. 31~1985. 8. 30

8~9대 1989. 6. 21~1992. 6. 18 오덕주(데레사)

10~18대 1993. 6. 15~2010. 4. 30

19대 2011. 4. 27~2012. 4. 20 배순희(아가타)

20대 2013. 4. 10~2014. 5. 1 강영구(루치오) 김연숙(마르티나)

21대 2015. 4. 13~2016. 4. 20 오용호(세베리노) 정성연(클라라)

22대 2017. 4. 18~현재 김정용(베드로) 김명자(소화 데레사)

3. 현실과 전망

현재 군종교구를 제외한 서울대교구, 광주대교구, 대구대교구, 대전교구, 마산교구, 부산교구, 수원교구, 안동

교구, 원주교구, 인천교구, 전주교구, 제주교구, 청주교구, 춘천교구 등 14개 교구의 여성연합(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대구대교구는 1975년 11월 가톨릭여성연합회 활동을 함께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었다. 이후 2002년 대구대교

구 여성연합회가 없어지고 여성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부터 해당 교구의 사목국 직속 평신도위원에만 소속되

었다가 2018년 8월 28일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에 재가입하였다. 추후 한가협에 의정부교구의 여성연합회가 

창단(2018년 말 예정)되어 입회하게 되면 전국 모든 교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

는 데에 더욱 큰 역할을 하리라 본다. 의정부교구까지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크고 작은 

소식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화해와 일치로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유기적인 연대를 이룰 것

이다. 

한가협은 전국 교구가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횟수가 적어 평협과 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매년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결의문을 실천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으며, ‘답게살겠습니다’ 운동을 전개하여 여

성 평신도의 정체성을 높여가는 것을 각 교구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 앞으로 각 교구가 교류함으로써 하나의 공동

체를 이루어 국내는 물론 세계여성단체와도 연대를 이루고 공동선을 추구하면서 정의와 평화의 도구가 되고자 노

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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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레지오마리애

1. 명칭과 기원

1) 명칭

레지오(Legio)의 의미는 라틴어로 ‘군단’이라는 의미이며 마리애(Mariae)는 ‘마리아’를 뜻한다. 다시 말해 레지오 

마리애는 영어로는 The Legion of Mary로 표현되며 성모님의 군단이라는 뜻이다. 레지오 마리애의 창설자 프랭

크 더프(Frank Duff, 1889~1980년)는 서재에 모셔진 아름다운 모습의 성모님 초상 앞에서 있을 때 그의 뇌리에 레지

오 마리애라는 이름을 떠올렸다고 한다. 레지오 마리애는 그의 해박한 성서적 원천과 깊은 신앙심이 바탕이 되어 

여러 사람들의 진지한 기도의 힘으로 탄생하였다. 레지오 마리애는 가톨릭교회가 공인한 평신도 사도직 단체로서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시며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인 성모님을 사령관으로 모시고 활동하며, 세속과 그 악의 

세력에 맞서는 교회가 벌이는 싸움의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로마 군단을 본 따 탄생한 영적 군대이다.

2) 기원

프랭크 더프는 1920년대 이전에 빈첸시오회 사업 이외에도 사회 전반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영적으로 소외

된 어린이들에 대한 교리교육, 단주회(斷酒會) 회원들에 대한 매일 미사 참례 권장, 예수 성심 알리기, 여성과 어린

이들을 위한 사업 등 다양한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주도했다. 또한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의 저서 『복되신 

동정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선행을 하고자 모인 사람들의 마음 안

에 성모님의 참모습이 각인되는 순간 모든 것은 이미 레지오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마침내 1921

년 9월 7일 수요일 저녁 8시 프랭크 더프를 포함한 15명의 여성들이 첫 회합을 열었다. 하얀색 보가 깔려 있는 탁

자 위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성상이 모셔져 있고 성상 양쪽으로 두 개의 꽃병과 불을 켠 두 개의 촛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바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탄 축일 전야에 아일랜드 더블린 시 프란시스 거리 마이러 하우스

에서 15명(여성 13명, 남성 토허 지도신부, 프랭크 더프 등 2명)이 첫 모임을 갖게 된 것이다. 여성 중에서 알리스 기오프

가 제일 처음 도착하여 나름대로 제대를 차렸는데 이것이 오늘날 레지오의 제대와 같은 모습이었다. 성모상은 반 

조반 센터에서 모셔졌던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상이었고 오늘날의 벡실리움(Vexillum)은 없었다. 처음에 그 

모임은 ‘자비의 모후회’라고 불렸고 단원들은 2명씩 짝을 지어 더블린 구호병원의 암병동을 방문하는 일로써 최초

의 주간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 최초의 주회합 모습으로부터 오늘날과 같은 레지오 마리애 주회합의 체계가 완성

되었다.

레지오 마리애는 창설 첫해에 4개의 쁘레시디움(Pr.)으로 증가되고 5년이 지나는 동안 9개의 Pr.으로 확장되었

으며, 타교구로 진출하는 데는 6년이 걸렸다. 1928년에는 해외로 진출하였고 8년 만에 남성 Pr.이 탄생되었다. 

1953년 레지오 마리애가 한국에 진출할 때까지 80여 개국에 이미 진출하였으며, 오늘날에는 170개국에 진출하기

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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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과 정신

1) 목적

레지오 마리애의 목적은 단원들의 성화(聖化)를 통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 단원들은 교회의 지

도에 따라, 뱀의 머리를 바수고 그리스도 왕국을 세우는 성모님과 교회의 사업에 기도와 활동으로 협력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한다. 

레지오 마리애는 꼰칠리움의 승인과 그 공인 교본이 명시하는 규정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교구의 교구장과 본당 

주임사제의 지도에 따라, 레지오 단원들에게 알맞고 교회 복지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형태의 사회봉사와 가

톨릭 활동을 전개한다. 그러나 레지오 단원들은 본당 주임사제나 교구장의 승인 없이는 그와 같은 봉사 활동이 어

떤 것이든 그 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교구장이란 현지 교구장, 다시 말하면 해당 교구의 주교 또는 

다른 적법한 교회 당국자를 가리킨다.

2) 정신

레지오 마리애의 정신은 성모 마리아의 정신이다. 레지오는 성모님의 깊은 겸손과 온전한 순명, 천사 같은 부드

러움, 끊임없는 기도, 갖가지 고행과 영웅적인 인내심, 티 없는 순결, 천상적 지혜, 용기와 희생으로 바치는 하느

님께 대한 사랑을 갖추고자 열망하며, 무엇보다도 성모님이 지니신 그 높은 믿음의 덕을 따르고자 갈망한다. 성모

님의 이와 같은 사랑과 믿음에 감화된 레지오는 어떤 일이든지 모두 해보려고 하고 할 만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불평은 결코 하지 않는다.

3. 한국 레지오 마리애 도입과 발전

1) 도입과 조직 확장

한국 레지오 마리애는 1953년 5월 31일 당시 광주교구 하롤드 헨리(Harold Henry, 玄海, 대주교) 신부(훗날 광주대교

구장 주교)에 의해 도입되었다. 그는 교본을 철저히 연구 검토한 후 레지오 도입을 결정하였다. 그는 목포 산정동본

당에 ‘치명자의 모후’ Pr.과 ‘평화의 모후’ Pr., 경동본당에 ‘죄인의 의탁’ Pr. 등 세 Pr.을 창설하여 영적 지도신부

로서 초창기 한국 레지오를 직접 육성하였다. 

단원들의 활동은 목포를 중심으로 광주교구 관할의 거의 전 지역에 걸쳐 전개되었고, 주로 가정방문을 통한 입

교권면에 주력하였다. 『경향잡지』 1956년 9월호에 따르면 그 시절 목포시민과 천주교 신자 비율이 18:1로서 해

마다 입교자수가 증가하여 전국에서 전교 실적이 가장 높았고, 그 해 8월에 실시된 지방의회 의원의 1/3이 천주교 

신자일 정도로 교세가 확장되었는데, 이는 레지오가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전교에 서광이 비쳤기 때문이

라고 기술하고 있다. 

1954~1958년 사이에 청주, 춘천, 원주, 전주, 순천, 제주, 부산, 광주, 서울, 마산, 대구, 대전, 인천, 안동, 수

원 등지에 Pr.이 설립됨으로써 레지오가 각 교구로 확장되었다. 1956년 1월에는 목포 산정동본당에 국내 최초로 

‘성조의 모후’와 ‘바다의 별’ 2개의 소년 Pr.이 설립되고, 4월에는 경동본당에 ‘상지의 좌’ Pr.이 설립되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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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로 타 교구에서도 앞 다투어 소년 Pr.이 설립된다.

2) 평의회 설립

(1) 평의회의 정의

레지오 마리애의 조직으로는 2개 이상의 쁘레시디움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꾸리아’(Curia, Cu.)가 있으며 꾸리아

의 평의원은 소속된 Pr.의 간부들로 구성된다. 2018년 7월 현재 전국에 28,969개의 Pr.이 2,417개의 Cu.에 속해 

있다. 

꾸리아의 고유한 기능 이외에 일정 지역 내 몇 개의 Cu.를 관리하는 상급 꾸리아를 ‘꼬미시움’(Comitium, Co.)이

라고 하는데 전국에 245개의 Co.이 상급 기관인 레지아나 세나뚜스에 속해 있다. 

넓은 지역의 레지오를 관장하도록 꼰칠리움으로부터 지정된 평의회로서 그 크기에 있어서 세나뚜스 다음가는 

평의회를 ‘레지아’(Regia, Re.)라고 하는데 전국에 15개의 Re.가 상급 기관인 세나뚜스에 속해 있다. 

한 나라의 레지오 마리애를 관리하도록 꼰칠리움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 평의회를 ‘세나뚜

스’(Senatus, Se.)라고 한다. 한국에는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Se., 서울 ‘무염시태’ Se., 대구 ‘의덕의 거울’ Se.가 

있다. Se.에서는 매월 월례 회의록의 영문 번역본을 꼰칠리움으로 발송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97개의 

Se.가 있다. 

레지오 마리애의 최상급 기관은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Concilium Legionis Mariae)로서 약칭으로 ‘꼰칠리

움’(Concilium, Con.)이라 불리며,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부를 두고 있다. Con.은 최고 통솔권을 부여받은 최상급 중

앙 평의회로서, 레지오 규율의 제정·개정·해석, 지역을 불문한 Pr.과 소속 평의회의 설립 및 해산, 레지오 방

침의 결정, 분쟁과 해소, 단원 자격 심사 및 활동 또는 활동수행 방법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결정하는 권한을 가

진다. 

이렇게 레지오 마리애 조직은 교회 행정기구를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특수하게 조직되어 일치되는 모습으로 활

동하고 있다. 

(2) 꾸리아(Curia, Cu.)

한국 레지오 마리애 조직이 창설 3년 만에 청주, 춘천, 원주, 전주, 제주, 부산, 광주, 서울 등으로 확장됨에 따

라 상호 유기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 1955년 10월 9일 목포 산정동본당의 3개 Pr.(‘치명자의 모후’, ‘평화의 모

후’, ‘동신자의 모후’)과 경동본당의 ‘죄인의 의탁’ Pr. 및 함평본당의 ‘전교의 모후’ Pr. 등 5개 Pr.으로 구성된 한국 

최초의 목포 ‘매괴의 모후’ Cu.가 설립되었다. 당시 이 기초 평의회는 Con. 직속으로 정기적인 통신 교환을 통해 

Con.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으며 광주교구 일원의 Pr.을 관리하게 되었다. 

1956년 8월 7일 광주 북동본당에 ‘모든 성총의 중개자’ Cu.(현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Se.의 모체)가 설립되고, 이

어 청주·춘천·부산 등지에 Cu.가 설립되어 경상북도, 충청남도, 경인 지방을 제외한 전국에 레지오 조직을 관리

하는 평의회가 자리하게 되었다. 그 후 1957년에 서울·마산·원주·전주·대구·제주에, 1958년에는 인천·논

산·수원 등지에 Cu.가 설립됨으로써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기초 평의회인 Cu.가 해당 지역 내의 Pr.들을 자체적

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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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꼬미시움(Comitium, Co.)

레지오 사도직의 소개가 잘 되어감으로써 교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본당마다 앞 다투어 Pr.을 설립하

였다. 단원들은 사제와 수도자의 손과 발 역할을 하며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고 자신들의 성화에 소홀함이 없이 모

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다. 1956년 12월 6일 광주 ‘모든 성총의 중개자’ Cu.는 ‘중재자이신 마리아’ Co.으로 승

격되어 이듬해 5월 7일 Con.으로부터 한국 레지오 마리애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해 달라는 공식 의뢰서를 접수하

였다. 

1957년 우리나라 12개 교구 안에 레지오 마리애 조직이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Cu.도 10개 교구 안에 설립됨에 

따라 본당 차원이 아닌 지역 단위에서 레지오 조직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하여 그

동안 교구 내 Pr.들을 관리해 왔던 Cu.가 Co.으로 승격하게 되는데 1957년 3월 10일에 부산 초량본당의 ‘임마꿀

라따’ Cu.의 Co. 승격을 선두로 5월 5일에는 춘천 소양로본당의 ‘평화의 모후’ Cu., 10월 7일 청주 내덕동본당의 

‘구세주의 모친’ Cu., 1958년 6월 29일 서울 혜화동본당의 ‘상지의 좌’ Cu., 1959년 2월 22일 대구 ‘천주의 성모’ 

Cu.가 각각 Co.으로 승격되었다.

(4) 소년 꾸리아

한국 최초의 소년 Cu.는 1956년 9월 18일 광주 북동본당에 설립된 ‘바다의 별’ Cu.이다. 그 후 1957년 3월 13일 

한국 레지오 마리애 발상지인 목포 경동본당에 두 번째로 ‘천지의 모후’ 소년 Cu.가 설립되었으며, 6월 10일에는 

광주 ‘바다의 별’, 10월 9일에는 부산 ‘천신의 모후’ Cu.가 각각 설립되었다. 

(5) 세나뚜스(Senatus, Se.)

1957년 5월 7일 한국 레지오 마리애의 대표권을 수임한 바 있는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Co.이 레지오 도입 5

년 만인 1958년 7월 13일 국가 최상급 평의회인 ‘중재자이신 마리아’ Se.로 승격되었다. 이로써 광주 Se.는 전국의 

행동단원 5,572명, 협조단원 18,359명을 이끄는 한국 레지오 마리애의 최고 사령탑이 되었다. 이와 때를 맞추어 

한국 레지오 마리애 본부는 목포 산정동 소재 광주교구청에서 광주 북동본당으로 옮겨와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3) 활성화 및 발전 과정

(1) 초창기의 레지오 마리애

평신도 특수 사도직은 레지오 마리애라는 신심단체가 전국의 모든 교회에 소개되자 사제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Pr.들이 앞 다투어 설립되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그러하듯이 레지오의 도입 과정은 결코 순탄치는 않았다. 예

를 들어 교본 내용이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교본 규칙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운영하다가 실패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도자 편의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되었으나 다행스럽게도 그 방법이 결코 바람직한 방

법이 아니었다는 것이 뒤늦게 발견되기도 했다. 어떤 평의회에서는 심지어 묵주기도를 5단이 아닌 1단만 바치자고 

했던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교본에 조직·운영에 따른 규칙이 자세히 나열되고 있지만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어 이

해하는 데 곤란했던 일 등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며 연구해서 원

만히 운영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대군단의 조직을 갖추게 된 것이다. 본 신심단체의 고유한 특성은 첫째 자기 자

신의 성화요, 둘째는 하느님 말씀의 전파이다. 신심단체이기 때문에 두터운 신심으로 영성생활이 앞서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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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단원들이 증가됨에 따라 약간의 혼선이 있었으나 영적 지도자들의 정성어린 

지도로 정상적으로 성장하여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한국 Se.는 아일랜드 출신의 지도신부를 맞아 바로 더블린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 정통성 있는 레지오를 전수받

아 전국의 레지오 지도에 임함으로써 레지오 운영의 본보기가 되었다. 어느 지역에서나 레지오 운영이 잘못될 경

우 광주 Se.에서 직접 방문하여 지도하였으며, 서신으로 질문에 응답하는 것은 물론 매월 월보를 통하여 지속적으

로 운영과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1965년에 발행된 「월보」를 통해 Se. 월례회의 내용뿐만 아니라 Con.으로

부터 접수된 편지도 번역 게재하여 전국의 교구 평의회의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2) 제2의 국가 평의회(Se.) 탄생

서울 지역의 레지오는 1955년 8월 19일 광주교구 현 하롤드 주교의 주선으로 당시 서울 성의중고등학교장으로 

있던 김성환(빅토리노) 신부의 지도를 받아 명수대(현 흑석동)본당에 ‘평화의 모후’ Pr.이 설립된 후로 모든 본당으

로 확산되었다. 1956년 9월 25일 혜화동본당에 ‘치명자의 모후’ Pr.이, 1957년 1월 29일 혜화동본당에 ‘상지의 좌’ 

Cu.가 설립되었고, 1958년 6월 8일에는 Co.으로 승격되었으며, 이후 ‘상지의 좌’ Co.은 서울 Co.으로 지칭되었다. 

1959년에는 명수대본당에 ‘평화의 모후’ Cu.가 설립되었다. 초대 교회 신앙 선조들의 강한 신심 못지않게 초창기

의 선배 단원들은 매우 열심히 레지오의 대열에 참여하였고, 매월 증설되는 Pr.과 평의회는 한국 레지오 마리애의 

거대한 군단을 형성할 수 있었다. 

1960년 1월 17일 수원에 ‘천지의 모후’ Cu.가 설립됨으로써 한국의 모든 교구에 기초 평의회인 Cu.가 자리 잡

게 되었다. 이는 조직의 체계화와 선교에 있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 선교 활동이 가능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1960년 3월 30일에는 명동대성당에 본부를 둔 ‘무염시태’ Co.이 설립되어 수도권 레지오를 관리 운영해 오다가 날

로 확장되는 레지오 조직의 관리를 위해 1974년 9월 25일 ‘무염시태’ Re.로 승격되었다. 

한국 Se.는 전국을 관리 운영하면서 이제까지 큰 고충은 없었으나 계속 레지오 조직이 확산되고 지역적 특성으

로 인하여 불편을 느끼게 되었다. 즉, 매월 Se. 월례회에 참석하기 위해 각 교구 평의회에서는 광주까지 장거리 이

동을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레지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서울 지역에 

Se. 설립을 서두르게 되었고, 마침내 Se.로 승격시켜 줄 것을 Con.에 상신하여 인준을 받아 1978년 12월 23일 서

울 ‘무염시태’ Se.가 탄생되었던 것이다. 서울 ‘무염시태’ Se.는 서울 지역의 인천·수원·춘천·원주·대전·청주

교구의 레지오 조직의 관리 운영을 담당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제3의 국가 평의회(Se.) 탄생

레지오 마리애가 대구에 도입된 것은 1957년 1월 13일 왜관 ‘종도의 모후’ Pr.이 설립되면서부터였다. 이후 1957

년 2월 4일 대구 계산본당에 ‘다윗의 탑’ Pr.이 설립되었으며, 1958년 1월 26일에는 계산본당에 ‘의덕의 거울’ 

Cu.가 설립되었다. 이어 1959년 2월 22일에는 ‘의덕의 거울’ Cu.가 Co.으로 승격되면서 대구 교구 평의회가 되

었다. 1986년 5월 1일에는 ‘의덕의 거울’ Re.로 승격되었고, 1999년 1월 1일에는 광주 Se.로부터 분리되어 Con. 

직속 Re.가 되었으며, 2003년 12월 21일 Con.의 승인으로 국가급 평의회인 Se.로 승격되어, 광주 Se. 소속으로 

있던 안동 ‘사도들의 모후’ Re.가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로써 한국 Se.의 역할을 맡았던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Se.는 광주·부산·전주·마산·제주교구의 레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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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와 운영만을 전담하게 되었고, 대구 ‘의덕의 거울’ Se.는 안동교구의 레지오 관리와 운영을 맡게 되었다. 이로

써 광주와 서울 그리고 대구의 3대 Se.는 성모님께 일치하는 모습으로 굳게 뭉쳐 오늘도 하느님 나라 건설에 충성

을 다하고 있다. 

4. 국가 평의회

1)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

(1) 개황

•소재지 : (61951)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로 75 (광주 가톨릭평화방송국 5층)

•Tel (062) 227-7128 / Fax (062) 234-4327

•설립 연월일 : 쁘레시디움  1953년  5월 31일

 꾸리아  1956년  8월 7일

 꼬미시움  1956년 12월 6일

 세나뚜스  1958년  7월 13일

단장 : 조상현(안드레아)

지도신부 : 이정화(가비노)

(2) 레지오 마리애 도입 25주년

한국에 레지오 마리애가 도입된 이후 단원들은 평신도 사도직의 신성한 의무를 정성껏 수행하며 한국교회 발전

에 봉사해 왔다. 한국 레지오 마리애 도입 25주년을 맞은 1978년에는 1,830개 Pr.에 7만여 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커다란 단체로 성장하게 되었다. 방대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2월 23일 서울 ‘무염시태’ Re.는 Se.로 

승격됨으로써 레지오 마리애는 사명을 재인식하고 선교의 과학화를 기하는 등 활동 방향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①기념행사 : 1978년 5월 5일 레지오 마리애 도입 25주년 기념행사가 한국 ‘중재자이신 마리아’ Se. 주최로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레지오 사상 처음 열린 전국 단위 대규모 행사에서 1만 5,000여 단원들은 ‘전 

단원의 선교사화’를 다짐하고 민족 복음화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 윤공희(빅토리노) 대주

교의 격려사가 있었고 Con.의 사절단인 맥그리드 신부의 축사에 이어서 장엄미사, 조철현(비오) 지도신부의 특강

이 있었다. 기념행사에 이어 전국 교구 평의회 지도신부 및 Co. 단장들은 광주 명상의 집에서 레지오 마리애 용어 

토착화, 평의회 직제 개편 보완 등을 논의하였고, 서울과 대구에 Se.를 확장 증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된 바 

있다. 또한 교본 수정안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과 교회쇄신 지침을 첨가하도록 결정하였다.

②천주교 한국 선교 200주년과 103위 시성식 : 1979년 7월 16~17일에는 서울 상지회관에서 천주교 한국 선교 

200주년에 즈음한 교세 200만 신자 확보를 위한 전국 Co. 단장과 지도신부 회의를 개최하고 민족 복음화 활동 5

개년 계획안을 확정하였다. 또한 1984년에는 한국 200주년을 맞이할 때까지 200만 신자 선교를 위한 각종 행사를 

광주와 서울 Se.에서 선교의 과학적인 계획을 세우고 각 교구마다 행사를 거행하여 선교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시

키며 레지오의 일치를 재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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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5월 6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103위 시성식 및 한국 선교 200주년 경축행사가 열렸다. 1986년 10월 

25~26일에는 광주 명상의 집에서 전국 Co. 단장과 지도신부 회의를 개최하여 3세기를 향한 민족 복음화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은 1990년까지 300만 신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선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자는 

다짐이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역사상 두 번째인 성모성년(1987년 6월 7일~1988년 8월 15일)을 윤허함에 따라 성모군단인 

한국 레지오에서는 전국의 각 Cu. 단위로 성모성년 개막에 따른 경축행사를 성대히 치렀다. 

(3) 레지오 마리애 도입 35주년

①기념행사 : 1988년 4월 5일 레지오 마리애 한국 도입 35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레지오 마리애의 첫 도입지인 

목포 산정동성당 부지에 한국 레지오 도입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건립되고 축성되었다. 이때 각 지역에서 6천여 단

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공희(빅토리노) 대주교의 주례로 미사가 봉헌되었고 이어 기념비 축성과 민요, 국악, 민속

놀이 등을 통해 뜻 깊은 하루가 성모님께 봉헌되었다. 

1988년 5월 15일에는 성모성년 전국 대회가 청주 공설운동장에서 8만 5천여 명의 단원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

게 개최되었다. 이 시대의 징표를 올바로 파악하고 민족 복음화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며, 그동안 베풀어주

신 성모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는 경축행사에 Con. 극동지역 담당 맥그리드 신부도 참석하였다. 이외에도 단원들의 

영성생활을 지도하고 성모님과 일치하며 충성스런 성모군대의 정예화를 위해 전국 각 교구 단원들을 대상으로 기

사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 피정을 실시하여 평신도 사도직의 활성화와 단원들이 레지오의 목적과 정신에 따라 생

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②월간지 『레지오 마리애』 창간 : 한국의 양 Se.는 단원들의 성화와 활동을 소개하여 레지오의 발전을 기하고 일

치된 모습으로 민족 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 1965년 5월 8일 창간되어 23년 동안 발행되어 오던 『월보』를 폐간하

고 월간지 『레지오 마리애』에 일원화시켰다. 레지오 마리애라는 이름으로 1988년 8월 1일에 창간된 레지오 영성지

는 한국 레지오의 길잡이가 되었고, 단원들로 하여금 조직에 순명하는 레지오 정신을 발휘하게 하여 민족 복음화

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91년은 세계 레지오 창설 70주년이 되는 축복된 해로서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Se.에서는 광주가톨릭대학

교 운동장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교구 내 성직자, 수도자 및 레지오 마리애 행동단원 및 협조단원 등 8천여 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는 민족의 평화와 복음화를 기원하는 1부 묵주기도, 2부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미사 봉헌과 전대

사를 받기 위한 예절, 3부 사물놀이와 강강술래 등 축제 한마당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각 교구 평의회별로 경축행

사가 열렸다.

(4) 레지오 마리애 도입 40주년

①기념행사 : 1993년 10월 10일 레지오 마리애 한국 도입 40주년을 기념하는 목포지역 행사가 목포 ‘매괴의 모

후’ Co.(단장 : 권근수 마태오, 지도신부 : 김양희 요한 보스코) 주관으로 목포 KBS 스포츠홀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목

포 Co. 산하 11개 Cu.의 2,300여 단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조철현(비오) Se. 지도신부의 강의와 

Cu.별 장기자랑으로 이루어진 기념행사와 윤공희 대주교 주례의 기념미사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서울 Se., 대

구·부산·전주·마산 Re.에서도 각각 레지오 도입 40주년 행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337

제3편 평협단체사

Se.에서는 산하 교구 단원들을 대상으로 중견 간부 양성을 위한 제 1, 2, 3단계 기사교육을 매년 2회 이상 2박3일 

일정으로 실시하여 내실을 다지고 평신도 특수 사도직의 수련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②레지오 마리애 기념관 개관 : 1998년 5월 23일 목포 선교 100주년 기념 및 한국 레지오 마리애 기념관 개관 

경축 미사를 목포 산정동성당에서 봉헌했다. 이날 행사는 윤공희 대주교를 비롯하여 광주 서율 Se. 지도신부와 간

부, 각 교구 평의회 간부, 레지오 단원 및 평신도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 미사와 기념관 축성식을 가

졌다. 전시관에는 Con.에서 보내온 세계 레지오 마리애 최초 교본을 비롯하여, 레지오 마리애의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와 성물이 전시되어 있다. 

③레지오 아카데미 실시 : 2000년 3월 15일 레지오 단원들의 폭넓은 교육을 위해 광주 지역 단원 345명을 대상

으로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제1기 ‘레지오 마리애 아카데미’를 실시하였다. ‘레지오 아카데미’는 일주

일에 2시간씩 9주에 걸쳐 실시하였고 수료증을 수여했다. 또한 레지오 도입 50주년을 앞두고 『한국 레지오 마리애 

오십년사』 편찬을 의결했고, 광주대교구 지원으로 각 본당 선교 계획 수립과 활동에 참고가 될 각종 선교 계획서와 

선교 자료를 모아 가톨릭센터 갤러리에서 ‘선교 홍보 자료 전시회’를 개최하여 레지오 단원들이 선교의 실무를 익

힐 수 있었다. 그리고 단원들의 선교 사명과 선교 훈련을 위해 레지오 마리애 선교대회를 4개 지역으로 나누어 개

최하였다.

(5) 레지오 마리애 도입 50주년

①한국 레지오 마리애 도입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 한국 레지오 도입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2002년 12월 14

일 대구 한티 피정의 집에서 개최되어 한국 레지오가 걸어온 지난 50년간을 되돌아보고, 참된 사도직으로 다시 태

어나기 위한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심포지엄에서 차동엽(노르베르토) 신부는 ‘레지오 마리애와 소공

동체’라는 주제 발표에서 소공동체와 레지오는 상호 대체가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박성대(

요한) 신부는 ‘사목자가 본 레지오 마리애’라는 주제 발표에서 레지오만이 최고라는 잘못된 신앙적 척도를 지닌 단

원들의 태도와 행동을 비판하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따른 교본 연구와 관리운영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레지오 마리애의 쇄신 방향 및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김춘호(베드로) 신부는 레지오의 쇄신은 교본이

나 제도만의 쇄신이 아니라 단원들 스스로 쇄신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단원들은 영적·인간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신부들의 역할 쇄신, 간부들의 자질향상, 단원들의 복음화된 

생활,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국 규모의 심포지엄을 통해 레지오 마리애의 내적 성장을 

위한 토대를 쌓았다고 할 수 있다.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질의 토의 시간을 통해 그동안 레지오가 조직 확장에 치우

쳐 활동의 참의미를 깨닫지 못했다고 반성하고, 각 단원들의 영성적 발전을 통해 레지오 전체의 발전을 이뤄나가

자고 뜻을 모았다.

②한국 레지오 마리애 도입 50주년 기념 전국 신앙대회 : 한국 레지오 도입 5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 신앙대회가 

2003년 5월 8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하나 되게 하소서’(요한 17,21)를 주제로 열린 이날 

신앙대회는 광주대교구장 최창무(안드레아) 대주교와 교황대사 모란디니(G.B. Morandini) 대주교를 비롯한 주교단과 

사제단, 15개 교구 레지오 단원 등 5만여 명이 참석해 성모님의 군사로서 복음화에 앞장서는 도구가 될 것을 새롭

게 다짐하며 성황리에 열렸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경축 메시지를 통해 “성모님의 거룩한 모범이 항상 레지오 단원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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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적극적이고 기쁨에 가득 찬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느님과 복음의 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

란다.”고 전했다. 최창무 대주교도 축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튼튼한 공동체 형성에 앞장서며 누룩의 역할을 해온 

레지오는 한국교회의 자랑이며 보배입니다. 레지오 마리애의 총사령관이신 성모님께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라고 일러주신 가르침에 따라 복음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성경을 생활의 길잡이로 삼도록 합시다.”라

고 강조했다.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낸 한국 레지오는 50주년을 맞기 전 2002년 12월 말 현재 광주, 서울에 Se. 2개와 12개의 

Re., 185개의 Co., 942개의 Cu., 3만 488개의 Pr.과 단원 60여 만 명의 거대한 성모님의 군대로 성장했다. 이날 

경축미사에서는 레지오 마리애 정신 회복을 위해 지난 1년간 전국 60만 명의 레지오 단원들은 레지오 마리애 정신

회복을 위한 지향으로 매일 묵주기도 5단 이상씩 바쳤으며, 이날 묵주기도 5억단 봉헌패를 봉헌하였다. 또한 레지

오 단원으로서 이 땅에 신선한 빛과 소금이 될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통해 교회의 사명에 열렬한 기도와 적극적인 

활동으로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③『한국 레지오 마리애 오십년사』 발간 : 2003년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에 맞춰 한국레지오마리애협의회에 

의해 『한국 레지오 마리애 오십년사』가 발간됨으로써 반세기 동안 한국교회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며 성모님의 

충실한 군대로 자리매김해 온 한국 레지오 마리애의 역사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서울 ‘무염시태’ Se.협의

회 주관으로 2년여의 편찬 작업을 거쳐 1,700여 쪽의 본집과 280여 쪽의 화보집으로 구성하였다.

본집은 제1장 ‘기원과 영성’을 시작으로 10년 단위로 2003년까지 한국 레지오의 발전된 모습을 담고 있으며, 제

6장 ‘한국 레지오 마리애의 나아갈 길 : 비전 3000’과 각 교구 평의회 약사 등으로 이뤄져 있다. 제1장에는 한국 도

입 전까지의 레지오 마리애 세계 연표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제6장에는 지난 50년 동안 수행해 온 활동영역을 점

검하고, 레지오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활동영역의 필요성과 사명을 밝히고 있다.

「가톨릭신문」 2003년 8월 10일자에 따르면 『한국 레지오 마리애 오십년사』의 대표 편찬위원장 류길성(스테파노) 

단장(서울 무염시태 Se.협의회)은 “레지오 마리애의 역사만을 소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최근 가톨릭교회에 대해 매

우 도전적이며 적대적인 신영성운동에 대해 제대로 알고 가톨릭교회의 병정개미인 우리 레지오 마리애가 ‘보이지 

않는 신영성’에 올바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잣대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레지오마리

애협의회는 2003년 8월 14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진석(니콜라오) 대주교 주례로 『한국 레지오 마리

애 오십년사』 봉헌미사를 거행하였다.

(6) 레지오 마리애 도입 60주년과 이후의 전망

①한국 레지오 마리애 도입 60주년 기념 전국 선교 신앙대회 : 레지오 마리애 한국 도입 60주년을 맞이한 한국 

레지오는 2013년 5월 25일 광주 염주 종합실내체육관에서 ‘예(Yes)’(마태 5,37)라는 주제 아래 레지오 마리애의 사

령관인 성모님의 순명정신을 찾고 쇄신을 통해 거듭나자고 결의했다. 이 행사에 광주대교구장 김희중(히지노) 대주

교와, 사제단, 특사로 파견된 Con. 서기 패트릭 패이, 한국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최홍준 회장을 비롯해 전국에

서 1만여 명의 레지오 단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신앙대회의 미사 중 30개 평의회 13,000여 명의 단원이 쓴 『신·구약성경』 합본 36권, 『신약성경』 27권과 

7개 평의회에서 필사한 39권의 『교본』, 5,200만 단의 묵주기도가 봉헌되었다. 또한 이날 패트릭 패이 서기는 레지

오 마리애 창립자 프랭크 더프가 평생 동안 지니고 다니던 성경을 봉헌하였고,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Se.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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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받은 성경을 레지오 마리애 기념관에 전시하고 있다.

패트릭 패이 서기는 “레지오 마리애 한국 도입 60주년을 맞이하여 꼰칠리움 단장과 모든 단원들을 대신하여 진

심어린 경의를 표하며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한국 레지오가 아시아 복음화에 커다란 도구로 쓰이길 바란다.”고 말

했다. 김희중 대주교는 “레지오 마리애는 순명정신과 기도를 통한 헌신적 봉사로 한국교회의 꽃이며 세포의 역할

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으로 레지오의 발전과 모든 단원들이 나

날이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기원하겠다.”고 하였다. 최홍준(파비아노) 회장도 “지난 60년간 레지오 활동에 함께 해

오신 모든 단원들과 세나뚜스 단장님들, 성직자, 수도자 등 모든 분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레지오를 비롯한 

모든 평신도 단체들이 성모님의 간구하심으로 각자 창설자의 카리스마에 더욱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다른 단체들

과도 친교의 정신으로 서로 연대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한국레지오마리애협의회는 단원들과 함께 성모님의 군대로서 레지오 마리애 정신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냉담교우 회두와 새 신자 입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충성스런 성모님의 군대로서 단원 모집과 조직 확장에 

정성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②한국 레지오 마리애 역사박물관 : 2017년 8월 28일 가톨릭목포성지조성사업단(단장 이정화 가비노 신부)은 1937

년 최초 교구청으로 사용되었고 그 후 여러 용도로 활용되었던 건물을 가톨릭목포성지 역사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원형 복원 및 보수 공사를 마무리하여 축복식을 가졌다. 1층은 천주교 광주대교구 역사관, 2층은 한국 레지

오 마리애 박물관, 3층은 초기 사제 생활, 기획전시, 수장고로 되어 있다. 전남 목포 노송길(산정동)에 있는 목포 천

주교 옛 교구청은 2012년 등록문화재 제513호로 지정되었으며, 1937년 준공된 첫 교구청 건물로서 골롬반 수녀원

과 골롬반 병원이 있던 곳이기도 하다. 역사박물관에는 광주대교구와 한국 레지오 마리애 역사 기록을 전시하며, 

최초 레지오 주회 장면 사진, 첫 주회에 사용한 벡실리움, 첫 쁘레시디움의 출석부를 비롯한 각종 문서 등 한국 레

지오의 역사가 그대로 살아 숨 쉬고 있다.

③한국 레지오 마리애 기념관 축복식 : 2017년 9월 30일 가톨릭목포성지조성사업단은 8월 28일 가톨릭목포성

지 역사박물관 축복식에 이어 한국 레지오 마리애 기념관 축복미사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곳은 최초 산정동성당 

바로 옆에 있었던 곳으로 지금은 없어진  목포 골롬반 병원 자리에 한국 레지오 마리애 기념관이 세워진 것이다, 북

교동성당의 풍물패 공연을 시작으로 한우리 국악예술단의 ‘보시니 좋았다’라는 주제로 한 축하공연이 있었다. 이어 

서울 Se. 단장(허정애 엘리사벳)의 주도로 뗏세라(Tessera)의 모든 기도를 바친 후 김희중 대주교와 참석한 내외빈의 

기념관 준공 테이프 절단식에 이어 축복미사가 거행되었다. 축복미사 후 기념관 조성사업 경과보고와 기념관 건립 

공로자들에 대한 김희중 대주교의 감사패 수여가 있었다. 이 행사에는 6천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하여 기념관 건립

을 축하했다. 특히 기념관 건립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많이 준 서울 Se. 간부를 비롯하여 대구 Se. 간부와 전국

의 Re. 간부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④레지오 마리애 탄생 100주년과 한국 도입 75주년을 향하여 : 2021년은 레지오 마리애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레지오 마리애는 그 후 세계적인 신심단체로 발전하여 선교활동과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 레지

오 마리애도 2023년이면 도입 70주년을 맞이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복음 선교와 봉사활동이 감소하고, 단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사명감 결여, 지나친 친목, 노령화 등으로 레지오 마리애에 대한 우려와 자성의 목소리가 꾸준하

게 흘러나오고 있다. 

모름지기 레지오 단원들은 교본에 따라 자신의 성화를 통해 성모님의 정신과 덕성을 본받아 선교하고 봉사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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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기로 약속하였다. 레지오 마리애 창설자 

프랭크 더프가 강조했던 것은 단원들이 주회를 통해 기도하고 공부함으로써 정신을 무장하고 배당받은 활동을 수

행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창설자는 행동과 실천이 수반된 개인 성화와 성모 신심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레지오 단원들이 활동은 게을리 하면서 친교에만 치중한 나머지 친목 단체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

는 이미 한국 레지오 도입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성직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점이다. 단원들이 창설자의 

정신에 따라 레지오 마리애의 정신대로 살아간다면 레지오는 다시 활력을 되찾아 번창을 이어갈 것이다. 발전이 

없는 상태에서 레지오 탄생 100주년이니 도입 100주년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한국레지오마리애협의

회는 레지오가 새롭게 태어나려면 시대의 징표를 알아듣고 그 요구에 부응해야 함을 인식하고 레지오 탄생 100주

년과 한국 도입 75주년 나아가 10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한국레지오마리애협의회는 그 일환으로 2021년 9월 서울에서 100주년 기념행사를 갖기로 하고 2019년을 시작

으로 Se.에서는 큰 틀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각 평의회에서는 본당 특성에 따라 세부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가

기로 했다.

(7) 역대 영적 지도신부 및 단장

대수 영적 지도신부 취임일 대수 단장 취임일

초대 현 하롤드 1953년  5월 초대 이청운(라우렌시오) 1956년 8월

2대 박 미카엘 1956년  8월 2대
이병식(빈첸시오)

1959년 5월

3대
허 미카엘

1956년 12월 3대 1962년 5월

4대 1958년  7월 4대
정재영(스테파노)

1965년 6월

5대 안 T. 모란 1958년 10월 5대 1968년 7월

6대 마 제라르도 1961년  9월 6대 이병식(빈첸시오) 1971년 7월

7대 지 베드로 1962년  7월 7대
이순재(미카엘)

1973년 5월

8대 마 제라르도 1968년  6월 8대 1976년 5월

9대 안 T. 모란 1969년  7월 9대
김복현(바오로)

1979년 6월

10대 천 노엘 1969년 11월 10대 1982년 6월

11대 모 미카엘 1974년  4월 11대
김영대(루도비코)

1985년 6월

12대 조철현(비오) 1977년  8월 12대 1988년 6월

13대 김용배(안드레아) 1981년 10월 13대
김생기(요한 보스코)

1991년 7월

14대 조철현(비오) 1987년 11월 14대 1994년 7월

15대 박영웅(가브리엘) 1996년  3월 15대
김영대(루도비코)

1997년 9월

16대 고재영(야고보) 2001년  5월 16대 2000년 9월

17대 김양회(요한 보스코) 2006년  5월 17대
전재옥(베네딕토)

2003년 9월

18대 황양주(안토니오) 2009년  9월 18대 2006년 9월

19대 김종대(안드레아) 2011년  8월 19대 김남철(J.M. 비안네) 2009년 9월

20대 고재경(레오) 2015년  1월 20대 김광희(펠릭스) 2012년 9월

21대 이정화(가비노) 2015년  8월~현재 21대 조상현(안드레아) 2015년 6월~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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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직 현황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Se.                                                                                (2018년 8월 현재)

구 분 Se. Re. Co. Cu. Pr.
행동
단원

쁘레또리움
단    원

협조
단원

아듀또리움
단    원

광주 1 21 109 1,628 12,514 419 12,634 98

부산 1 28 263 3,196 25,887 930 17,695 295

전주 1 11 126 1,511 12,426 499 3,867 53

마산 1 19 93 1,154 10,087 231 6,365 84

제주 1 3 35 409 3,287 155 4,786 50

계 1 4 82 626 7,898 64,201 2,234 45,347 580

소년 꾸리아 꾸리아 쁘레시디움 행동단원

광  주 2 42 510

부  산 1 67 711

전  주 14 204

마  산 33 449

제  주 1 12 131

계 4 168 2,005

2)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1) 개황

•소재지 :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614호

•Tel (02) 776-8520 / Fax (02) 774-1970

•설립 연월일 : 쁘레시디움  1955년  8월 19일(평화의 모후)

 꾸리아 1957년  1월 29일(상지의 좌)

 꼬미시움 1958년  6월 29일(상지의 좌)

 레지아 1974년  7월 28일(무염시태)

 세나뚜스 1978년 11월 26일(무염시태)

단장 : 허정애(엘리사벳)

지도신부 : 정영진(도미니코)



342

 한국평협 50년사

(2) 세나뚜스 승격

1978년 12월 23일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Se.로부터 분리되어 승격되었으며, 서울 지역을 포함하여 수원·인

천·춘천·원주 등 4개 Co.을 직속으로 두고 국가 평의회로서의 임무를 시작하였다.

1979년 2월 18일 명동대성당에서 2,500명의 단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수환 추기경의 주례로 Se. 승격 미사가 봉

헌되었으며, 2월 25일 명동 사제관 3층 회의실에서 정옥동(바오로) 단장과 김인성(요한 비안네) 영적 지도신부를 포

함한 평의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그 후 1980년 3월 대전 ‘다위의 적루’ Co.과 청주 

‘구세주의 모친’ Co.이 광주 Se.로부터 분리되어 서울 Se. 소속으로 전입되었다. 1995년 10월에는 서울 도봉 Co. 

소속의 의정부 ‘애덕의 모후’ Cu.가 도봉 Co.에서 분리되어 의정부 ‘애덕의 모후’ Co.으로 승격되어 Se. 직속으로 

편입되었다.

(3) 레지오 마리애 서울 도입 25주년 기념사업

1979년 7월 상지회관에서 전국 지도신부 및 의장단 연석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천주교 한국 선교 200주년

에 즈음하여 민족 복음화 활동 5개년 계획안을 확정하여, 200주년이 되는 1984년에 200만 명의 신자를 목표로 레

지오 단원들이 선교활동을 할 것을 의결하였다. 아울러 기념 강연회와 성가 경연대회도 치르기로 했다.

①기념 강연회 : 1980년 4월 21부터 5월 19일까지 명동성당에서 매주 월요일 마리아 신심을 정착, 심화시키는 

마리아 신학 강연회를 실시했다. 강연 주제로는 ‘마리아의 시대’(지학순 다니엘 주교), ‘성령과 마리아’(정진석 니콜라오 

주교), ‘구원의 협조자이신 마리아’(김남수 안젤로 주교), ‘민족 복음화와 레지오 마리애의 역할’(황민성 베드로 주교), ‘레

지오 마리애 단원으로서의 평신도 사명’(경갑룡 요셉 주교) 등에 대하여 5명의 주교들이 강연하였으며 많은 단원들이 

참석하여 성모신심을 공부하였다.

②성가 경연대회 : 1980년 11월 2일 동성중고등학교 강당에서 34개 Cu. 중 27개 Cu.가 참석한 가운데 레지오 

도입 25주년을 기념하고 민족 복음화운동 활동을 다짐하며 단원들의 정서 순화와 음악을 통해 단원들 간의 일치

를 도모하는 성가 경연대회를 실시했다. 대상은 도곡 Cu.가 수상했다.

③민족 복음화대회 : 한국교회가 요구하는 레지오 마리애 사도직의 사명을 재인식하고 민족 복음화에 대한 우리

의 자세 정립과 범교회적인 선교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기로 하였으며, 5차례에 걸쳐 복음화대회를 

개최했다.  

•제1차 복음화대회 : 1980년 11월 22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13,000명의 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 복음화

대회를 개최하였다. 김수환 추기경, 노기남 대주교, 윤공희 대주교, 김남수 주교, 경갑룡 주교, 박정일 주교와 각 

교구 지도신부단, 성직자, 신학교 부제단 등이 참석했다. 

•제2차 복음화대회 : 1981년 5월 5일 수원 공설운동장에서 35,000여 명의 단원이 참석한 가운데 레지오 마리

애 창설 60주년과 수원 레지오 도입 25주년을 겸임한 행사로 실시해서 의미가 컸다. 경축 미사는 노기남 대주교를 

비롯하여, 김수환 추기경, 윤공희 대주교, 김남수·나길모·박토마·정진석·박정일 주교 등 8명의 주교와 지도 

신부단 공동으로 집전되었다. 미사 후에는 300여 대의 차량으로 수원역까지 카퍼레이드를 벌였다. 

•제3차 복음화대회 : 1982년 9월 1일 춘천 공설운동장에서 4만여 명의 레지오 단원들과 춘천교구 신자들이 참

여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든 이에게’ 전하기 위한 민족 복음화대회를 성대히 거행했다. 대회는 대회장인 박정일 

주교를 비롯하여 김수환 추기경, 노기남 대주교, 지학순·김재덕·황민성·김남수 주교와 지도신부 및 70여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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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단이 공동으로 집전하였다.

•제4차 복음화대회 : 1983년 5월 5일 대전에서 ‘이루어지소서’라는 주제로, 약 6만여 명의 단원들이 참석한 가

운데 교황대사 프란체스코 몬테리시 대주교와 윤공희 대주교, 황민성·김재덕·정진석·박정일·박토마 주교와 

100여 명의 사제단이 공동으로 미사를 집전하였다.

(4) 레지오 마리애 창설 70주년 기념 민족 복음화대회

1991년 9월 7일 서울 Se. 주최로 서울 잠실운동장에서 65,000명의 단원이 참석한 가운데 레지오 마리애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민족 복음화대회가 성대히 개최되었다. 수원교구장 김남수 주교는 축사를 통해, “성모님을 총

사령관으로 모시고 성모님의 고결한 정신에 따라 살면서 주님의 연장으로서 큰 몫을 하고 있는 레지오 단원이야

말로 신앙인의 본보기”라고 치하했다. 김수환 추기경은 미사 강론을 통하여 “전 세계 레지오 단원들이 인류 복음

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와 봉사로써 이룩한 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며, 레지오 단원들이 “성

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이 땅의 소금, 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을 바라마지 않

는다.”고 하였다. 이 행사에서 총 960명의 장기 근속자에게 벡실리움이 수여되었다.

(5) 레지오 마리애 서울 도입 50주년

①신앙대회 : 레지오 마리애 서울 도입 50주년을 맞아 양적인 팽창 속에 희석되어버린 레지오 정신을 부활하고 

부정적인 현실을 반성하며, 변화와 쇄신을 통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정신회복 운동에 중점을 두

면서 신앙대회를 준비했다. 

2005년 8월 17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을 레지오 단원들과 내외빈으로 가득 채운 가운데 서울대교구 레지오 마

리애 도입 50주년 신앙대회가 ‘성모님과 함께 하는 성체성사의 해’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행사는 제1부 우리를 이

끌어주시는 어머니, 제2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어머님, 제3부 교회 안에 계시는 어머니, 제4부 성체께로 인도하시

는 어머니 순서로 진행되었다.

신앙대회 미사를 주례한 정진석 추기경은 “서울대교구의 레지오 도입 50주년을 축하하고, 지난 50년 동안 레지

오 마리애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봉헌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50년 동안에 교회

가 이렇게 크나큰 발전을 이룬 것은 세계적으로 예가 드문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발전”이라고 치하했다. 

염수정(안드레아) 총대리 주교도 “레지오 단원들에게는 끊임없는 기도와 영웅적인 인내심이 필요하고, 내적 쇄신·

영적 성숙이 필요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하였다.

②성모신심 세미나와 청년 도보성지순례 : 레지오 도입 50주년을 기념하는 성모신심 세미나도 개최되었다. 7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5회에 걸쳐 명동대성당 꼬스트홀에서 실시하여 성모신심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

울러 9월 4일에는 명동성당을 출발하여 서소문성지와 아현동성당을 거쳐 절두산성지까지 청년 단원 500여 명이 

참가한 도보성지순례를 실시했다.

③레지오 단원의 신앙실태 조사 :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서울대교구 소속 Pr. 간부 이상 9천 명 중 

5,73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레지오 단원의 신앙생활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인 「서울대교구 레지오 

마리애의 현황과 전망」을 펴냈다. 이를 통하여 레지오 단원의 신앙생활 실태와 레지오 마리애 및 소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성모님의 영적 군대로서 신심단체이며 활동단체인 한국 레지오 마리애가 평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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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직 운동 단체로서 한국 천주교회에 기여한 공로와 업적은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도입 반세기가 넘는 

시점에서 새로운 변화와 도약 또한 요청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한국 레지오 마리애의 현

황과 문제점을 짚어 보고 변화와 쇄신의 계기를 마련하여 21세기 한국 레지오 마리애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함으로

써 레지오 마리애 근본정신을 실천하는 데 좀 더 박차를 가하고자 했다.

(6) 레지오 마리애 서울 도입 60주년

①조직 개편 : Se. 승격 30주년이 되는 2008년의 조직 현황을 보면 무염시태 Se.는 8개 교구(서울, 수원, 인천, 대

전, 청주, 원주, 춘천, 의정부)의 7개 Re.와 Se. 직속의 33개 Co.으로 구성되어 외적으로는 큰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같은 조직의 확장은 매월 180여 명의 평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월례회의를 해야 하는 조직의 비대화와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Se.에서는 Con.과의 협의와 교구장의 재가로 서울대교구에 Re.를 설립

하기로 했다. 즉 Se. 직속 Co.을 지역청별로 구분하여 동서울 지역청에 9개 Co.으로 구성되는 ‘그리스도의 모친’ 

Re.를, 중서울 지역청에 9개 Co.으로 구성되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Re.를, 서서울 지역청에 9개 Co.으로 

구성되는 ‘그리스도의 모친’ Re.를 각각 해당 지역 Co.에서 승격하여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며, 2008년 12월 제359

차 Se. 월례회의를 통해 이를 승인하였다.

이로써 ‘무염시태’ Se.는 조직을 재구성하고 신설 Re.에 관리와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조직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고, Se.는 직속 Re. 10개, Co. 6개, 직속 Cu. 1개, Pr. 3개로 구성된 174,247명의 행

동단원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②레지오 마리애 활동분석 자료집 발행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Se. 소속 10개 Re.와 직속 Co.과 Cu. 및 

Pr.들에서 보고된 종합 보고서와 사업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레지오 활동 변화의 추이를 비교 연구하였고, Re.별 

지역적 특성에 따른 활동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전 활동 영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함축적으로 도출해 낸 레지오 마

리애 활동에 대한 조사 연구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중한 자료가 되었다. 조사 항목을 단원별 증감, 

입교권면, 예비자 돌봄, 교우 돌봄, 가정성화 활동, 본당협조 활동, 소공동체 활동, 기타 활동으로 분류하여 전년 

대비 증감률 및 전체 활동 구성비에 따른 특정 활동 구성비율을 산출하여 각 활동들의 비중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자료집이 레지오 마리애의 변화와 쇄신을 통한 활성화와 교회의 요청에 맞갖은 응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7) 레지오 단원들의 봉사와 활동

①시복시성 안내 봉사 : 2014년 8월 광화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례로 거행된 124위 시복식 미사에 전국 각 

교구에서 온 약 20여 만 명의 신자들이 참석했다. 광화문과 시청 앞 일대는 크게 6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었으며 다

시 더 작은 구획으로 나뉘어졌고 지정된 구역에 교구별로 자리 잡았다. 이날 서울대교구 소속 레지오 단원 2,000

여 명이 안내봉사를 했다. 서울대교구 소속 단원들 중에서 선발된 이 봉사자들은 사전에 순교 영성과 행사 당일 봉

사할 위치와 봉사 요령에 대해 필요한 교육과 확인을 받았다. 이 행사에 봉사를 하게 된 단원들은 오래 오래 이날

의 큰 감동을 잊지 못할 것이다. 한편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에는 주로 청년 단원들

로 구성된 약 1,600여 명이 참석했다.

②‘답게살겠습니다’ 운동 : 한국평협에서는 한국의 7개 종단과 함께 자신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정체성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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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게’ 살아가며 사회를 평화롭게 바꾸어 보자는 취지의 실천 운동인 ‘답게살겠습니다’ 운동을 전개하였다. 서

울 Se.에서는 이 운동에 레지오 단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2017년 아치에스 때에 자랑스러

운 레지오 단원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가정과 레지오 안에서, 교회와 직장이나 삶 속에서 단

원답게 살 수 있는 실천사항을 적어 봉헌하도록 했다. 이 운동에는 서울대교구 소속 51,000여 명의 단원이 동참

했다.

③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운동 : 한국사회에서 낙태 허용을 요구하는 청원이 늘어나고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위헌 심판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며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생명운동 본부에서는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 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울 Se.에서는 교구장의 뜻에 따

라 레지오 단원들이 이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지시했으며, 2017년 12월 중순부터 2018년 1월 중순

까지 한 달 남짓 짧은 기간 동안 일반 신자를 제외한 서울을 포함한 광주와 대구 Se. 단원들만의 활동으로 전국적

으로 490,693명이 서명에 참여하도록 하는 성과를 올렸다. 

2018년 2월 명동대성당에서 있었던 생명미사에서 100만 장이 넘는 서명지가 봉헌되었으며, 강론을 통하여 염수

정 추기경은 추운 겨울에 레지오 단원들이 거리에 나가 활동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고 치하했다.

(8) 서울 레지오 마리애의 발전과 전망

①전담 사제 부임 : 2015년 정영진(도미니코) 신부가 전담사제로서 지도신부는 상급 평의회는 하급 평의회를 섬

기고, 단원들이 기도와 활동을 통해서 행복함을 느끼는 레지오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15년 11월

에는 조규만(바실리오) 주교 주재로 교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대교구 소속 Re. 및 Co. 영적 지도신부들과의 간

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간담회에서 레지오 마리애 전반에 대해서 영적 지도신부들이 경험하고 느낀 부분에 대해 

자유로이 발언했으며, 아울러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②세나뚜스 승격 40주년 행사 : 2018년은 Se. 승격 40년과 동서울·중서울·서서울 Re.가 설립된 지 10년이 되

는 해이다. 서울대교구 레지오가 오늘날과 같이 성장한 배경에는 선배 단원들의 레지오에 대한 헌신과 사랑, 끊임

없는 노력과 희생의 결과이며, 각 Pr.과 평의회 영적 지도신부들의 관심과 격려가 그 바탕이 된 것이라는 것을 마

음속 깊이 새기고 선배 단원들의 희생과 노고를 본받아 행동으로 실천하는 레지오 단원이 되기를 다짐하는 미사를 

봉헌했다. 2018년 10월 20일 명동대성당과 꼬스트홀에서 염수정 추기경과 Re. 및 Co. 영적 지도신부들을 모시고 

1,500여 명의 평의회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미사를 봉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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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역대 영적 지도신부 및 단장

대수 영적 지도 신부 취임일 대수 단장 취임일

초대 김인성(요한 비안네) 1978년 12월 초대 정옥동(바오로) 1978년 12월

2대 안상인(요셉) 1986년  6월 2대 이춘열(아우구스티노) 1981년  5월

3대 박근태(베네딕토) 1995년  9월 3대
남중화(요셉)

1984년  6월

4대 이대영(플라치도) 1997년 10월 4대 1987년  6월

5대 고찬근(루카) 1998년 10월 5대 정옥동(바오로) 1990년  6월

6대 박기주(미카엘) 1999년  3월 6대 조긍양(마태오) 1991년  4월

7대 김충섭(대건 안드레아) 1999년 10월 7대
강형일(루도비코)

1994년  4월

8대 정월기(프란치스코) 2000년  9월 8대 1997년  4월

9대 성준한(바르나바) 2001년  1월 9대
류길성(스테파노)

2000년  4월

10대 장광민(요셉) 2003년 12월 10대 2003년  4월

11대 윤병길(세례자 요한) 2004년  9월 11대
팽종섭(그레고리오)

2003년 12월

12대 민병덕(비오) 2007년  9월 12대 2006년 11월

13대 손희송(베네딕토) 2012년  9월 13대 한휘운(아녜스) 2009년 11월

14대 정영진(도미니코) 2015년  9월~현재 14대 김칠연(베드로) 2012년 11월

15대 허정애(엘리사벳) 2015년 11월~현재 

(10) 조직 현황 

(2018년 7월 기준)

구 분 Se. Re. Co. Cu. Pr. 행동단원 협조단원

수 원 1 29 320 3,616 29,426 43,722

인 천 1 17 227 2,720 22,388 23,480

청 주 1 9 95 893 7,356 7,530

대 전 1 14 177 1,920 15,419 12,338

춘 천 1 6 58 478 3,784 4,007

원 주 1 6 47 426 3,238 2,812

의정부 1 8 94 1,088 9,083 14,602

중서울 1 8 108 1,311 11,195 19,238

동서울 1 11 123 1,645 13,906 24,861

서서울 1 13 119 1,431 11,821 20,969

직 속 8 100 1,257 10,376 19,685

전 체 1 10 129 1,468 16,785 137,992 19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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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뚜스

(1) 개황

•소재지 : (41969) 대구시 중구 남산로4길 112, 천주교 대구대교구청 교육원 가동 201호

•Tel (053) 256-3574 / Fax (053) 253-3573

•설립 연월일 : 쁘레시디움 1957년  1월 13일

 꾸리아 1958년  1월 26일

 꼬미시움 1959년  2월 22일

 레지아 1986년  5월  1일

 세나뚜스 2003년 12월 21일

단장 : 류해석(시몬)

지도신부 : 정/조현권(스테파노), 부/황하철(안드레아)

(2) 레지아 체제 운영기(1986~1998년)

1984년 2월 8일 왜관 Co.에 소속되어 있던 김천의 4개 본당 Cu.가 대구대교구로 배속되고 2월 12일 제1지구 계

산 ‘의덕의 거울’ Co.이 교구 평의회로 변경되면서 평의회 사무실이 삼덕성당에서 계산성당으로 옮겨졌다. 이때부

터 계산 Co.을 대구 Re.로 지칭하게 되었다.

삼덕 ‘구령의 모후’ Co.이 약 2년 간 Re.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정식 레지오 절차에 따른 승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주교좌 계산본당 ‘의덕의 거울’ Co.이 후일 Re.로 승인받게 되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자체 Re. 시대를 거쳐 1984년 4월 1일 광주 Se.에 Re. 설립 승인 신청서를 재차 발송했으

며, 약 2년 후인 1986년 5월 1일에 Re. 승격 공문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대구는 1982년 5월 25일 교구장이 Re.로 

이미 승인하였기 때문에 새롭게 승격 발표나 행사는 하지 않았으며, 왜관 ‘천주의 성모’ Co.이 광주 Se. 직속에서 

대구 Re.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대구대교구의 모든 레지오 조직을 대구 ‘의덕의 거울’ Re.가 관리하게 되었다. 

①꼬미시움 증설 및 조직 개편 : 대구 Re.는 수직적으로 확장되어가는 레지오 마리애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하기 위하여 1988년 8월 13일 평리 ‘사도들의 모후’ 등 5개 지구 Co.을 설립하였고 1991년도에는 구미 ‘하늘의 문’ 

Co. 창단(3월 7일)을 필두로 11개 Co.을 창단하였다. 이렇게 하여 대구 Re.는 대구시내 17개, 경주 1개, 포항 2개, 

영천 1개, 왜관 1개, 구미 1개, 김천 2개 등 총 25개 Co.을 두어 체계적인 복음화 활동을 펴나가기 시작하였다.

1998년 2월 20일 대구 Re.(단장 : 박장원 아우구스티노)는 교구에서 재편성한 교구 권역과 일치시키고, 레지오의 원

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대대적으로 평의회를 재조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1998년 4월부터 시행했

으며 그동안 Co.으로 운영되던 남산·대안·삼덕·대봉·평리·상동·두산 등이 Cu. 체제로 운영 복귀하였으며, 

동촌·경산은 지역 내 몇 개의 본당 레지오를 관리하는 새로운 Co. 체제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②특수 꾸리아, 쁘레시디움 및 해외 쁘레시디움 설립 운영 : 대구 Re.는 많은 Pr.을 확장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계층이나 특수 계층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들 주변

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레지오 마리애의 정신을 실천해 나아갈 수 있도록 특수 Pr. 설립에 박차를 가하였다. 

우선 교도소에 Pr.을 설립했다. 1990년 11월 7일 ‘사도들의 모후’ Pr.을 설립하여 첫 회합을 가짐으로써 교도소 

내의 첫 Pr.이 탄생되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여러 단체에서 산발적으로 교도하여 오던 방문 교도의 굴레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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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극적인 집단 교도 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이어서 1991년 8월 2일에 ‘사도들의 모후’ Pr.에서 

분단된 ‘죄인들의 피난처’ Pr.이 설립되어 회합을 가졌다. 1991년 12월 1일에는 마태오(교도소)성당의 각 Pr.을 Re. 

직속으로 영입하여 관리하도록 승인하였으며, 1992년 3월 4일에는 교도소 내 세 번째 Pr. ‘증거자들의 모후’가 설

립되었다. 마지막으로 1999년 6월 30일 ‘희망의 어머니’ Pr.이 창설되어 현재 4개 Pr.이 대구교도소 내에서 활동 

중이다.

사회복지시설 ‘희망원’에는 ‘다윗의 탑’ Cu.를 1997년 5월 4일에 설립하였으며, 간부로는 담당사제 우제진(마르첼

리노) 신부, 단장 이화선(루치아), 부단장 이병호(베네딕토), 서기 이창훈(루카), 회계 오중심(이시도로)이었고, 구성은 

6개 Pr.에 행동단원 52명, 협조단원 18명이었다.

해외에도 Pr.과 Cu.를 설립했다. 우선 1996년 8월 4일 북경 한인본당에 ‘천주의 모친’ 등 4개 Pr. 설립을 승인

했다. 또한 같은 해 10월 6일 상해 한인본당에 ‘평생 동정녀’ Pr. 등 4개 Pr. 설립을 승인하여 Re. 직속으로 관리하

였고, 1997년 4월 8일 대구대교구 최초의 해외 Cu.인 스페인 라스팔마스 한인본당 ‘순교자들의 모후’ Cu.를 창단

하여 관리하였다.

③교육 : 레지오 마리애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난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만 해도 단원 봉쇄 피정, 간부 및 단

원 교육, 사순절 피정 묵상, 단원 교양강좌, 단원 인생문제 특강 등을 실시했던 것은 몇 번 정도에 불과했다. 그리

하여 단원들의 질적 향상과 레지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구 Re.에서 단원들을 위한 실

질적인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교육이 시작된 초기에는 이문희(바오로) 대주교가 직접 파견미사를 집전하여 교육 

참가율이 높았으며, 교육에 참가한 간부와 단원들은 많은 감명을 받았다. 

간부 교육, 직책별 교육, 단계 교육 등은 Re.에서 계속 주관하였으며 단원 교육은 점차 Co.과 Cu.별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많은 단원들이 자기 본당에서 교육에 참가하게 되었다. 강사는 Re.에서 지원해 주었고, 교육용 

교재도 1988년 3월에 발간하여 교육에 도움을 주었다.

Re.에서 실시하는 단원 및 단장 교육, 기사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전·현직 Re. 단장 및 교육 강의 희망자로 구

성된 교육군단을 설립하여 1992년부터 약 3년간 레지오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강사 지원 배정, 교재 연구 및 강의 

등을 실시했고 레지오 마리애 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1991년부터는 Re. 주관으로 1박2일(초창기에는 2박3일) 집중교육으로 기사 교육 혹은 단계 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레지오 지도수녀 세미나와 지도수녀 기사 교육도 각각 4차례씩 실시하였다. 1995~1997년에는 

7차례에 걸쳐 레지오 마리애 학교를 설치·운영하여 1,510명의 단원이 수료했다.

④행사 : 대구 Re.에서는 매년 성모성월에 성모의 밤 행사도 거행했는데 그중 특징적인 행사로는 1988년 5월 1

일 열린 Se. 승격을 위한 성모의 밤, 1991년 5월 5일 개최된 세계 레지오 마리애 창설 70주년 기념행사를 겸한 성

모의 밤, 1997년 개최한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성모의 밤을 들 수 있다. 레지오 창설 70주년 기념행사를 겸한 성

모의 밤 미사 중 이문희 대주교는 “죽음을 몰아내고 참 생명을 가져다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성모님은 이 땅에 

생명이 존중받기를 바라고 계신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재건을 위해 먼저 레지오 마리애 단원들이 노력하자.”

고 당부했다.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성모의 밤에는 희망원 Cu. 소속 단원, 맹인농아선교회 소속 Pr. 단원, 교도소 

Pr. 소속 단원들이 초대되어 함께 기도하고 미사를 봉헌하였다. 1부 신심행사와 2부 미사를 수화로 함께하는 모습

과 성모님께 올리는 글을 직접 전 단원 앞에서 수화로 낭독하는 모습에 참석한 모든 단원들은 숙연함을 감추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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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구대교구 레지오 마리애 도입 30주년 기념행사가 1987년 10월 3일 오전 10시 성 김대건 기념관(남산동 대

건고등학교 구내)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날 레지오 단원 약 1만여 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으며 기념미사는 이문

희 대주교 집전으로 거행되었다. 1992년 5월 9일에는 도입 35주년 기념행사를 남산동 대신학원 운동장에서 1만 

명 이상의 단원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했다. 이날 이문희 대주교는 강론을 통해 “레지오 마리애의 성장은 

교회의 무궁한 발전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개인의 성화와 이웃 전교에 헌신해 온 단원 한 사람 한 사람

에게 감사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격려하였다. 

이외에 성모성년(1987년 6월 7일~1988년 8월 13일) 폐막행사를 1988년 8월 13일 대건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성대히 

거행하였고, 아치에스·야외행사·연차 총 친목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3) 꼰칠리움 직속 레지아 체제 운영기(1999~2003년)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Se. 직속 대구 ‘의덕의 거울’ Re.가 1999년 1월 1일부로 Con. 직속으로 바뀌었다. 이

는 한국 레지오 마리애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Re.에서 Se.로의 지위 변경을 승격이라 부르는 레지오 마리

애의 관리 규정에 비추어 준(準)승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직 변경이었다. 이로써 대구 Re.는 광주 Se.의 관리 영

역에서 벗어나 모든 통신 및 제반 업무를 Con.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 천주교회의 3대 관구 

중 하나인 관구 평의회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Con. 직속 대구 ‘의덕의 거울’ Re. 체제 운영기는 1999년에서부터 2003년까지 5년간의 기간이었으며, 이는 다

분히 Se.로 승격하기 위한 예행연습(즉 수습기간)을 하는 기간이었다. 이에 따라 대구 Re.는 직속 Pr.을 10개를 편

입하여 관리하는 한편, 중국 북경을 위시하여 스페인까지도 해외 선교를 겸한 기초 평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아

울러 지구별로 레지오 마리애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구 평의회를 해체하거나 새로이 설립하는 등 다

각도로 폭넓게 조정하였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관리조직 기구가 조정됨에 따라 대구 Re.에서는 외적으로 부산교

구 Re., 마산교구 Re., 안동교구 Re. 간부들과 많은 협상과 의견을 조율한 후 비로소 Se.로의 청원서를 Con.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한국 레지오 마리애 도입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한국 레지오 마리애의 현 상황을 

분석함과 동시에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되도록 하였다. 소년 Co. 창설, 해외 Pr.의 적극적인 

설립 등 레지오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 결과 대구 Re.는 드디어 2003년 12월 Se.라는 국가 평의회로 승격

하게 되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4) 세나뚜스 체제 운영기(2003. 12. 21~현재)

대구 Re.의 Se. 승격을 위한 노력은 1988년 3월 16일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 Se. 설립 신청서 상신 및 승격

을 위한 자료를 모아 전국 각 교구 평의회에 발송하는 한편, 주교회의에서 Se. 승격을 논의해 줄 것을 김수환 추기

경, 윤공희 광주대교구장에게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여러 차례 Se. 승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

지만 승격은 계속 미루어졌다.

1997년 8월 14일 Con. 특사가 Re.를 순방하면서 다시 Se. 승격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Con.에서는 대구 

Re.가 Se.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먼저 Con. 직속 Re.로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수습기간을 갖도록 요구했다. 이 요

구를 이문희 대교구장의 재가를 얻어 받아들이기로 함으로써 대구 Re.는 1999년 1월 1일자로 Con. 직속 Re.로 소

속이 변경되었다. Con.이 요구한 수습기간을 마친 후 1999년 8월 23일 대구 Re.는 다시 ‘대구 관구에 Se. 설립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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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를 이문희 대교구장의 ‘Se. 승격 승인서’와 함께 Con.으로 송부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2003년 12월 21일 Con.은 대구 Re.를 Se.로 승격시키고 같은 일자로 안동 ‘사도들

의 모후’ Re.를 광주 Se.에서 대구 Se. 산하로 소속을 변경시켰다. 이로써 한국에서 세 번째 Se.인 대구 ‘의덕의 거

울’ Se.가 탄생하였게 되었다.

①조직 구성의 변화 : 대구 ‘의덕의 거울’ Se.는 Re. 1개, 성인 Co. 30개, 소년 Co. 1개, 성인 Cu. 293개, 소년 

Cu. 6개의 평의회를 산하에 두고 승격되었다. Re.는 현재까지도 안동 ‘사도들의 모후’ Re.만이 유일하게 소속되어 

있다. 

성인 Co.은 Se. 승격 후 대형 Co.의 분단이 이루어지고, 지역을 묶어 Co.을 신설하는 등으로 5개가 늘어난 35개

가 되었으나 소년 Co.이 2007년에 해산되어 현재까지 재창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성인 Cu.는 신설 본당을 중심으로 창단이 늘어난 관계로 28개가 늘어난 321개가 되었으나 소년 Cu.는 이 기간 

동안 1개가 줄었다. 하지만 한 Cu.당 평균 직속 Pr. 수는 2004년 14.4개에서, 2017년 말 현재 12.9개로 줄어들

었다. 그만큼 Cu.의 규모가 축소된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는 무리한 Cu. 분단보다는 적정 수의 Pr.을 확보한 후 

신중하게 분단을 검토해야 할 시점으로 파악된다.

성인 Pr.은 줄어든 반면 소년 Pr.은 증가하였고 성인 행동단원은 줄고 있으나 소년 단원의 경우 2004년 1,327

명에서 2017년 1,637명으로 늘었다. Se.에서 지속적으로 소년 Pr. 설립을 독려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소년 레지오 

활성화를 위해 Se.가 노력한 결과 현재 대구대교구 내 28개 Co.에 1개 이상의 소년 Pr.이 설립되어 활동하는 성과

를 거두었으며, 2차 목표로 각 본당별로 1개 이상의 소년 Pr. 설립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②대구대교구 레지오 마리애 세나뚜스 승격 경축대회 : 대구 Re.의 Se. 승격을 경축하는 대회가 2004년 5월 23

일 성 김대건 기념관에서 3,500여 단원이 참가한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성모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렸다. 경

축대회는 1부 승격 기념식, 2부 장엄미사, 3부 축하 공연, 4부 단체 소개 및 선교 사례로 진행하였다. 미사 중 5명

의 역대 Re. 단장에게 감사장을, 대구대교구 최초 Pr.의 초대 단원이었던 장필현(사도 요한)·강삼호(사도 요한)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테너 박영식(바오로), 가톨릭 국악예술단의 축하 공연과 소속 레지오 단체 소개 및 선교 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대구 레지오 마리애가 걸어가야 할 길」 영상 시청 및 조환길(타대오) Se. 담당사제의 훈화와 

총평으로 마무리하였다.

③소년 및 청년 쁘레시디움 확장 : 대구 Se.는 교회의 미래이고 레지오의 미래인 소년 및 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

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다. 2006년 레지오 도입 50주년 맞이 청년단원 도보성지순례를 계기로 

청년 단원을 위한 행사와 피정을 매년 개최하기로 했는데, 2009년부터는 행사와 교육을 번갈아 가며 실시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소년 Pr. 성인 간부의 자질 향상과 피정 기회 제공을 위해 일일 교육 및 피정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현대 가정의 위기와 레지오 마리애의 대응’, ‘청소년 신앙 교육’, ‘청소년의 심리와 신앙’에 

대한 강의와 성인 간부들의 노하우 공유 등 소년 Pr. 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및 피정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5년 2월에는 소년 Pr. 명랑 운동회를 개최하여 소년 단원과 성인 봉사자 등 1,000여 명이 타 본당 소년 

단원들과 함께 어울리고 팀별 장기자랑·비보이팀 공연 등 축제의 장을 열었다. 2016년에는 소년 단원들의 자긍

심을 높이고 소년 단원 간 친교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레지오 도입 60주년 기념 소년 단원 야외행사를 제

천 배론성지·용인 에버랜드·캐리비안 베이를 1박2일 일정으로 세 차례 실시하는 등 소년과 청년 Pr.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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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대구대교구 레지오 마리애 도입 50주년 기념 신앙대회 : 대구 Se.는 2007년 도입 50주년을 맞이하여 각종 기

념행사와 레지오 정신회복운동을 펼치면서 더욱 열심히 교구와 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적

극적인 선교운동 전개와 순교자 시복시성운동 적극 동참, 그리고 교구 발전을 위한 묵주기도 3억 단 바치기 운동 

등의 Se. 승격 경축대회 때 교구장 이문희 대주교 앞에서 서약했던 <우리들의 결의>를 실천하는 운동을 전개하였

으며, 50주년 맞이 영성강좌 개최, 성경 이어쓰기와 교본 이어쓰기 등 레지오 정신회복운동도 활발히 펼쳤다. 50

주년 맞이 행사로는 청년 단원 도보성지순례, 각 Co.별 환경보호 캠페인 및 가두선교 운동, 레지오 마리애 도입 

50주년 기념비 제막식, 50주년 사료 및 사료 전시회, 단가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였다. 

본 행사인 대구 레지오 마리애 도입 50주년 기념 신앙대회는 2007년 6월 6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교구장 최영수(요한) 대주교, 조환길 보좌주교 등을 위시한 많은 내외빈과 약 22,000여 명의 단원들이 참가하여 성

황리에 펼쳐졌다. 이를 통해 교구 설정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지면서 교구의 새로운 

세기에도 레지오 마리애의 본분을 지키면서 더욱 열심히 교구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⑤대구대교구 레지오 마리애 도입 60주년 감사미사 : 대구 Se.는 2017년 6월 6일 오후 1시부터 주교좌 범어대성

당에서 대구대교구 레지오 도입 60주년 감사미사를 봉헌했다. 미사를 통해 1957년 1월 13일 왜관성당 ‘종도의 모

후’ Pr.이 설립되면서 대구대교구 레지오 마리애 운동이 시작된 것을 주님과 성모님께 감사드렸다.

이날 행사는 기념 특강과 감사미사로 이어졌다. 오후 1시 시작기도에 이어서 청주교구 원로사제인 장인산(베르나

르도) 신부를 초청하여 기념 특강을 실시했다. 감사미사는 오후 3시 30분부터 봉헌되었다. 대구대교구장 조환길(타

대오) 대주교 주례, 안동교구장 권혁주(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왜관 베네딕도 수도원 박현동(블라시오) 아빠스와 사

제단 공동 집전으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신심미사로 봉헌되었다. 강론을 통해 조환길 대주교는 성모님

의 정신을 강조하며, 성모님의 정신은 겸손, 믿음, 순명의 정신으로 요약했다. 그리고 “성모님은 일생 일대 어려운 

일을 결정할 때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하며 순명하셨다. 우리 레지오 단원들도 이런 순명

의 정신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라고 레지오 단원의 순명 정신을 강조했다. 영성체 후에 간단한 축하식이 거행되

었으며, 미사 중에 조환길 대주교는 모범이 되는 소년 레지오 단원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미사에는 약 

3,000여 명의 단원들과 내빈들이 참석하였다.

한편 대구 레지오 마리애 도입 60주년을 기념하고, 단원들의 성경 생활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년간에 걸쳐 성경 통독 운동을 전개했다. 대구 Se.가 제작한 성경 통독 읽기표를 모든 행동단원

들에게 배포하여 표가 제시한 분량만큼 1년간 매일 읽으면 성경 통독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읽고 난 후에는 주 회

합 때 읽은 부분을 보고하고 Pr. 단장이 서명하여 확인하도록 하여 단원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 운동을 통하

여 7,300여 단원이 이 기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었다.

⑥세나뚜스 평의회 총회 : 매년 한 해의 레지오 마리애 활동을 평가하고, 다음해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평의

회 총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Se. 간부, Co. 간부, Se. 직속 Cu. 및 Pr. 간부와 교구 내 모든 Cu. 단장을 대상으

로 ‘레지오 마리애의 현황과 나아갈 길’에 대한 담당사제의 특강과 올해 활동 실적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격려하

고 미비한 점은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내년도 활동지침을 발표하여 모든 평의회가 미리 명확한 활동 목표를 설정

하고 실질적인 레지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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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대 영적 지도신부 및 단장

대수 영적 지도 신부 취임일 대수 단장 취임일

초대 김경환(토마스) 1986년  5월 초대 류재영(F. 하비에르) 1986년  5월

2대 김경식(보니파시오) 1987년  2월 2대 김정윤(토마스) 1987년 12월

3대 김부기(가브리엘) 1991년  4월 3대 서정욱(아우구스티노) 1990년 12월

4대 천광성(바오로) 1991년  9월 4대 손인호(프란치스코) 1992년  7월

5대 이홍근(바오로) 1993년 11월 5대 박장원(아우구스티노) 1995년  6월

6대 이용호(가브리엘) 1997년  6월 6대 문만화(베드로) 1998년  6월

7대 조환길(타대오) 1998년  9월 7대
박기탁(사도 요한)

2001년  6월

8대 김율석(마태오) 2000년  2월 8대 2004년  6월

9대 조환길(타대오) 2001년  2월 9대 이해도(안젤로) 2007년  6월

10대 최홍길(레오) 2004년  9월 10대 방경홍(가브리엘) 2009년  9월

11대 이용호(가브리엘) 2007년  9월 11대
류해석(시몬)

2012년  9월

12대 하성호(사도 요한) 2008년  3월 12대 2015년  9월~현재

13대
조현권(스테파노)

2018년  3월~현재
황하철(안드레아)

(6) 조직 현황 

(2018년 7월 월례회 기준)

구 분 Se. Re. Co. Cu. Pr. 행동단원 협조단원

대 구 1 28 281 3,711 30,808 12,904

안 동 1 7  38 407  3,145 2,208

전 체 1 1 35 319 4,118 33,953 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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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지속적인성체조배회

1. 개  황

•소재지 :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명동2가) 가톨릭회관 505호

•Tel (02) 775-0716 / Fax (02) 773-3070

•설립 연월일 : 1984년 6월 1일 (1994년 8월 27일 창립총회)

•주교회의 인준일 : 1998년 (추계 정기총회)

•회장 : 김명관(안셀모)

•담당사제 : 홍성만(미카엘)

2. 기수별 약사 및 주요활동

한국 천주교 지속적인 성체조배회는 모든 신자가 현시된 성체 앞에서 지속적인 조배를 함으로써 성체 공경과 성

체 신심을 증진시키고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나아가 세상의 구원과 신앙인을 성화하고자 기도 

사도직을 수행하고자 한다. 

1) 사도직 발상과 시작(1980~1994년)

1980년 2월 24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회의 모든 주교들에게 보낸 특별서한 「성체의 신비와 흠숭에 관하

여」에서 “교회와 세계는 성체조배를 할 큰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성사 안에서 우리를 기다

리고 계십니다. 충만한 믿음과, 세상의 큰 오류와 죄악을 기워 갚는 조배와 묵상을 통해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데 우리는 열심을 더해야 하겠습니다. 성체조배가 절대로 끊임없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호소하신 후부터 

지속적인 성체조배가 본당 중심의 사도직으로 전파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본당 중심의 지속적인 성체조배가 전 세

계에 처음 시작된 것은 1980년 6월 13일 미국 텍사스주 갈베스턴 휴스턴교구 성녀 히야친타성당이며, 교육은 루

치아 마르티노 신부(예수성심과 성모성심 수도회)가 하였다. 

한국에서는 1981년부터 미국의 여러 본당에서 성공적으로 ‘지속적인 성체조배’가 행해지고 있는 방법을 연구한 

메리놀회 소속 백 제라르도(한국명: 백영제, Rev. Gerald Farrell) 신부와 동료인 서 요셉 신부가, 성체께 대한 공경과 

신앙생활의 획기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 전국의 교회에 소개하면서부터 전파되었다. 

또한 1983년 11월 22일 인천교구장 나길모(굴리엘모) 주교가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주교단에 지속적인 성

체조배를 소개하였다. 이후 각 교구 교구장의 요청으로 ‘가르멜산의 성체회’란 명칭으로 본당으로 전파되기 시작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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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별 도입 실시 순은 다음과 같다. ①인천(1984년 5월 13일) 14개 본당, ②광주(1984년 11월 4일) 9개 본당, ③마산

(1985년 11월 17일) 3개 본당, ④부산(1985년 12월 8일) 28개 본당, ⑤대전(1987년 8월 9일) 8개 본당, ⑥수원(1987년 11월 

1일) 10개 본당, ⑦서울(1987년 11월 22일) 19개 본당, ⑧전주(1987년 12월 20일) 8개 본당, ⑨청주(1988년 1월 10일) 5개 

본당, ⑩춘천(1988년 1월 31일) 2개 본당, ⑪대구(1988년 7월 24일) 45개 본당.

1984년 5월 13일 인천 부평2동본당(주임 강성옥 신부)에서 강론 후 성체조배를 원하는 신자들의 신청을 받았는데 

당시 초대장에 참여 의사를 표명한 신자가 미사 참여자의 약 65%나 되어 6월 1일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본당 중심

의 지속적인 성체조배를 실시하게 되었다.

당시 한국천주교회는 200주년을 맞아, 200주년 정신운동위원회가 매월 첫째 목요일에 성시간을 갖도록 추진하

는 등 성체조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가는 가운데 ‘가르멜산 성모 성체회’(한국에서 최초의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명칭)의 

지속적인 성체조배가 시작되었다.

1986년 5월 24일 지속적인 성체조배회를 본당 차원의 평신도 단체로 창립한 오웬 트레이너 회장이 로마에서 그 

사도직에 대해 교황 성하의 격려를 받았다. 같은 해 3월 백 제라르도 신부가 지병으로 전파를 중단하였고, 9월 백 

제라르도 신부와 초대 회장 박기성(시몬)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10월 13일에는 대전교구 교육회관에서 전국 성체

조배 봉사자들의 피정 및 첫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8개 교구 16개 본당의 53명이 참가했으며 봉사자위원회 조직

의 필요성을 결의하였다. 

1988년 5월에는 회의 명칭을 ‘가르멜산 성체회’로 개명하였다. 제1차 전국 봉사자위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회칙 

제정 결의 및 회보 발행을 결의하고, 전국 초대 회장에 박기성(시몬)을 선출하였다. 6월에는 사무실(한국천주교중앙

협의회 209호)을 개설하고, 7월에는 <성체조배 시작 기도문>과 <성체조배 봉사자 기도문>을 김수환 추기경에게 인

준 받았다. 9월에는 루치아 마르티노 신부가 김수환 추기경을 방문하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제44차 세계성체

대회를 위해 한국 방문 시 성체조배의 성시간을 개회할 것을 건의하여 승낙을 받게 되었고, 성체대회 때 서울 논현

동성당에서 엠마우스 성시간을 가졌다.

1990년 3월에는 한국에 머물게 된 중국교포 노광덕(바오로) 형제가 지속적인 성체조배에 대한 연수를 받고 제반 

자료와 성물을 가지고 돌아갔으며, 1주간에 하루 24시간 현시하고 성체조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

을 그 해 12월 전해 왔다. 9월에는 <성체조배 마침 기도문>을 강우일 주교에게 인준 받았다. 1991년 6월 2일(성체

성혈대축일)에 교황청 평신도위원회는 ‘지속적인 성체조배회’를 신자들의 보편적 국제 공립 단체로 설립하고 그 회

칙을 공식 인준했다(Association of Perpetual Eucharistie Adoration).

1992년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가르멜산 성체회’가 전국 단체 인준 및 회칙 승인이 되지 않았다. ‘가르멜산 

성체회’에서 착의하는 스카풀라와 회칙 등이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이에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

결하고자 1992년 12월 17일 서울대교구 최영식(마티아) 지도신부가 ‘가르멜산 성체회’를 한국에 도입한 백 제라르도 

지도신부를 만나 ‘가르멜산 성체회 기원’에 대한 것과 스카풀라 착의 문제, 가르멜산의 영성 도입과 강의 문제, 인

준 건, 명칭 건에 대해 논의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가르멜산 성체회’가 1991년 6월 3일 교황청에서 인준된 ‘지속적

인 성체조배협의회’와 다르고 루치아 신부의 방식을 들여왔으나 또한 그것과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황

청에서 인준한 지속적인 성체조배협의회에 속하는 줄 알고 있던 서울대교구에서 이 문제와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

제점들을 교구장에게 보고했다.

1993년 1월 19일 교구장 김수환 추기경과 백 제라르도 신부, 최영식 신부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 면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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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장은 백 제라르도 신부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울대교구 ‘가르멜산 성체회’와는 달리 교황청 평신도위원회에서 

인준된 국제 지속적인 성체조배 봉사자협의회와 연관을 갖고 지속적인 성체조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7월 5일

에는 전국봉사자위원회 사무실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C.C.K) 내에서 수원교구청 내로 이전하였다.

1994년 1월 가르멜산 성체회 전국봉사자위원회 박 시몬 회장이 사임하였다. 8월 27일에는 ‘한국 지속적인 성체

조배 봉사자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창립총회를 갖고 회칙을 통과시켰으며, 회장에 김정원(시몬, 수원교구), 감사에 유

구영(토마스 아퀴나스, 서울대교구)와 황규열(토마스, 광주대교구)을 선출하였다. 또한 각 교구 회장단은 모두 명칭을 ‘지

속적인 성체조배회’로 바꾸기를 원하며, 회칙도 수정할 계획이라 서울대교구의 회칙을 참고하기를 원해 서울대교

구 회칙과 국제 지속적인 성체조배회의 회칙을 배포하고, 모두 한마음으로 일치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파견

미사에서 김수환 추기경은 “성체성사의 의미를 되살려 갈라짐 없이 모두가 주님 안에 하나로 사랑과 순명의 정신

으로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기 바랍니다. …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탈렌트를 활용하여 참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성체조배를 하고, 성체 안에 계신 사랑이신 주님을 닮아 교회를 

변화시키도록 합시다.”라는 말씀으로 주님 안에 하나 됨을 축하했다.

8월 31일 대전교구청에서 개최된 전국 지도신부단 모임에서는 총회에서 마련한 회칙을 추인하였으며, 전국 대

표지도신부로 수원교구 김영옥(가브리엘) 신부를 추대하였다. 10월 추계 주교회의에서 회칙이 통과되어, 주교회의 

산하의 사도직 단체가 되었다. 또한 전국 교구 공용으로 사용될 배지를 제작하였고, 11월 20일 『성체조배』 회보 창

간호를 발행하였으며 전국과 서울이 함께 ‘성체조배’란 명칭으로 회보를 통합하여 발행하게 되었다. 

전국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교구 120여 개 본당 4만 명의 회원이 성체를 중심으로 일치, 내적 쇄신의 기틀을 마

련하게 되었다. 

2) 발전기(1995~2004년)

1995년 1월 21~22일 제2차 정기총회 및 피정을 개최하였으며 3월 21일 국제 지속적인 성체조배협의회(미국 로스

앤젤레스)에 가입하였다. 3월, 7월, 11월에 『성체조배』 회보 2호, 3호, 4호를 발행하고 제4호부터는 서울과 전국이 

통합본으로 내기 시작했다. 4월 29~30일 전국 상임위원회 및 피정(광주대교구 임자도 공소)을 가졌으며 각 교구 활

성화 방안 및 문제점을 토의하였다. 7월 18일 제1차 지도신부단 회의(부산교구 남천동성당)에 부산교구장 이갑수(가

브리엘) 주교 및 5개 교구(부산, 수원, 서울, 대구, 전주) 지도신부들이 참석하였다. 9월 22일~10월 6일에는 일본 동경 

미카지와본당(2월 11일 성체조배 시작) 초청으로 부산교구 손경자 회장이 일본을 방문하였다. 10월 21일 미카지와본

당 성체조배회 회장 하구치 야스코와 동경에 지속적인 성체조배를 도입한 에이미 신부가 부산을 방문하였다. 11월 

23일에는 수원교구청에서 서울대교구 가톨릭회관 604호로 전국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12월 9일 수원 지동성당에

서 임원 및 상임위원 13명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46차 폴란드 성체대회 준비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96년 1월 20일 제3차 정기총회 및 지도신부단 회의를 개최하였다(대구 대덕성당). 제2대 회장으로 김진수(요셉, 

서울대교구)를 선출하고 지도신부단 회의에서 인준을 받았다. 김영옥 대표신부 사임으로 지도신부단 회의에서 최영

식 신부(서울대교구)를 제2대 전국 대표지도신부로 선출하였다. 3월 6일에는 주교위원회의에서 한국 지속적인 성체

조배 봉사자협의회 제2대 대표지도신부로 최영식 신부를 인준하였다. 3월, 7월 10월, 12월 『성체조배』 회보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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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서 베드로의 만화 삽화 시작 ‘성체조배군’), 7호, 8호를 발행하였다. 4월 20월 제1차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하였고(서

울대교구청 별관 회의실), 8월 21~26일에는 제46차 세계성체대회를 위해 김계춘 지도신부와 부산교구 손경자 회장

이 폴란드로 현지답사를 다녀왔다. 9월 7일 제2차 상임위원회의에는 각 교구 임원 13명과 최영식 대표지도신부가 

참석하였다(서울대교구청 별관 회의실). 김진수 회장 사임으로 궐위 중인 회장직은 회칙에 의해 전주교구 채수현(시

몬) 부회장이 잔여기간 회장직을 맡기로 하였다. 지속적인 성체조배 실시 국가와의 자매결연, 전국 성체조배실 모

음 사진첩 제작을 논의하였다. 10월 26일 제3차 상임위원회의에 각 교구 상임위원 10명이 참석했고(수원교구청 회

의실), 12월 21~22일에는 원주교구 백운성당에서 ‘성체조배’ 교육을 하였다. 

1997년 1월 19일 제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서울대교구청 회의실) 제46차 세계성체대회 참가 때 한국 지속적인 성

체조배 소개 책자를 6개 국어로 발행하여 홍보하기로 결정하였다. 2월 16일 제주교구 호돈성당에서, 3월 13~14

일에는 원주교구 단양성당에서 성체조배 교육을 실시하였다. 3월 17~22일 원주교구 정선본당 외 6개 공소(임계, 

골자리, 여랑, 나전, 남평, 동면)에 감실과 성광 6개를 전달하고 지속적인 성체조배를 실시했다. 3월 23일에도 원주교

구 백운성당에 감실과 성광을 전달하였다. 4월, 6월, 10월, 12월에 『성체조배』 회보 9호, 10호, 11호, 12호를 발행

하였다. 4월 12~14일 원주교구 백운성당, 4월 17일~5월 1일 청주교구 옥천성당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5월 10일

에는 교구 회장단 11명 참석하여 협의회 제1차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하고(서울대교구청 회의실) 제46차 세계성체대

회 때 배포할 한국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홍보 책자의 6개 국어(안) 검토, 소개 책자 6개 국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

어, 이태리어, 폴란드어, 한국어) 발행을 논의하였다. 5월 26일~6월 1일 제46차 세계성체대회에 60명이 참가하여 폴

란드 브로츠와프 코르푸스 크리스타 성당에서 성체대회 기간 동안 24시간 지속적인 성체조배를 실시하고 한국 성

체조배 소개 책자로 홍보하였다. 6월 6일 광주대교구 제1차 성체 현양대회에 참가하였고(노안성당), 6월 22일 대전

교구 대흥동 주교좌 성당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7월 7일 제2차 상임위원회 및 지도신부단 간담회를 개최하여(대

전교구 교육회관) 제46차 세계성체대회 참가 결과를 보고하였다. 7월 20일 대전교구 온천성당에서 교육을 실시했고 

수원교구 제5차 성체 현양대회 전야제에 참석하여 성시간 밤샘 성체조배를 하고, 9월 26일 현양대회에도 참석하

였다(양지성당). 10월 22일 안동교구청 사목국장을 만나고 목성동성당, 용산동성당, 태화동성당, 송현동성당을 방

문했다. 10월 25일 서울대교구 제1회 성체현양대회에 참석하였고(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정), 11월 15일 제3차 상임

위원회의를 개최하여(서울대교구청 회의실) 1998년도 사업계획 심의를 확정하였다. 12월 16일 1997년도 사업 및 결

산 감사를 하고, 12월에는 손경자 회장이 교황 알현 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게 한국의 성체조배실 사진첩을 기

증하였다.

1998년 1월 17일 제5차 정기총회에서 회장 허항무(바오로)와 감사 김정원(시몬)·김연욱(테오파노)을 선출하였다(서

울대교구청 회의실). 3월, 6월, 9월, 12월에 『성체조배』 회보 13호, 14호, 15호, 16호를 발행하였다. 5월 16일 제2차 

상임위원회의 개최하였고(서울대교구청 별관 회의실), 9월 19일 상임위원회의가 개최되어(대구대교구청 회의실) 대표지

도신부 최영식 신부가 참석하였다. 『성체조배 매일묵상서』 발행 계획 및 회원 본당과 회원수 배가 운동, 국난극복

을 위한 기도 운동 전개를 결의하였다. 

1999년 1월 16일 협의회 제6차 정기총회에서는 2000년 로마에서 개최될 성체대회 참관 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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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교구청 대회의실). 4월, 6월, 9월, 12월에 『성체조배』 회보 17호, 18호, 19호, 20호를 발행하였다. 5월 29

일 협의회 제1차 상임위원회의에서는 평신도대회 및 성체현양대회 합동개최 건, 2000년 로마 성체대회 참여를 논

의하였다(광주대교구 봉선동성당). 7월 20~31일 2000년 대희년 로마 세계성체대회 현지답사(손경자 회장, 정용우 통역

관)를 다녀왔다. 8월에는 한국 지속적인 성체조배 봉사자협의회 제3대 대표지도신부로 서울대교구 김기화(포카스 

도미니코) 신부가 선출되었다. 8월 31일~9월 6일 부산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가 중국 주교의 요청으로 방문하여 

중국 하얼빈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10월 9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 인천교구 박창목 지도신부와 9개 교구 17명 회

장단이 참석하여(인천 가톨릭회관) 평신도대회 및 성체현양대회 합동개최, 2000년 로마 성체대회 참여, 기초 세미나 

교재 및 교황 서한 발행, 비회원 교구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000년 1월 3~4일 제7차 정기총회 김기화 대표지도 신부 외 8개 교구 회장 및 봉사자 50여 명 참석하였으며(부

산 오륜대 명상의 집), 제4대 회장에 손경자(체칠리아), 감사 김연욱(테오파노)·이영환(바르나바), 부회장 김정원(시몬)·

유구영(토마스 아퀴나스)·천병기(바오로), 총무 황규열(토마스)이 선출되었다. 2월 21일 일일 봉사자 교육에 9개 교구

별 말씀의 봉사자 60여 명이 참석하여 김기화 대표지도신부 지도로 1단계 성체조배를 위한 몸풀기 운동 및 기도 

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4월, 7월, 12월에 『성체조배』 회보 21호, 22호, 23호를 발행하였다. 4월 28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 8개 교구 회

장단 및 임원, 김기화 대표지도신부 참석하여 조배실 안전의 문제, 전국 성체현양대회를 절두산 공원에서 하고 9

일 기도로 각 교구에서 24시간 성체조배를 하기로 논의하였다(마산교구청). 5월 25일 봉사자 교육에 8개 교구별 말

씀의 봉사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기화 대표지도신부 지도로 일일 교육을 실시하였다(대전 대철청소년교육회

관). 6월 7일 전국지도신부단 회의에는 김기화 대표지도신부 및 지도신부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47차 세계성체대회

참가 및 전국 성체현양대회, 성체조배실 안전관리, 기초교재 발행에 대해 논의하였다(대전교구청). 6월 18~25일 로

마에서 열린 제47차 세계성체대회에 대표지도신부와 회장 외 51명이 참석하였다. 7월 5일 전국 회장단 회의(서울

대교구), 7월 13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 9개 교구 회장단 및 임원 21명과 대표지도신부가 참석하여 로마 세계성체대

회 참가 보고 및 성체현양대회 건을 논의하였다(서울대교구). 또한 성체조배실의 예절에 대해 성체께 드리는 최대의 

공경으로 큰절을 한 번 하고 일어나서 반절을 하는 것으로 통일하고자 결의했다. 

8월에는 제5대 회장에 유구영(토마스 아퀴나스), 감사 김연욱(테오파노)·이영환(바르나바), 부회장 김정원(시몬)·천

병기(바오로), 총무 황규열(토마스)이 선출되었다. 9월 6일 임시총회에 9개 교구 지도신부와 김기화 대표지도신부, 

회장단 및 임원이 참석하여 전국 성체현양대회 세부적 안을 검토 논의하였다(대전 대철 교육회관). 10월 3일 제1회 

전국 성체현양대회가 6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두산성지에서 개최되었다. 전국 회원 교구 순회 9일 기도(전주

→광주→마산→부산→대구→대전→수원→인천→서울)와 각 교구 당일 기도 시 성체신심 미사와 24시간 밤샘 성체조배로 

준비하였다. 이갑수 주교의 성체신심 강의와 김기화 대표지도 신부의 성체조배 인도, 고해성사, 미사, 성체행렬, 

성체강복 순으로 이어졌다. 11월 9일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는 김기화 대표지도신부 및 한승주·손광배 지도신부

와 8개 교구 회장단 및 임원들이 참석하여 전국 성체현양대회 현황, 평가, 결산보고 및 회칙 변경사항, 2001년 사

업계획과 홍보용 리플릿, 회원기도 수첩 제작 등을 논의했다(수원교구청). 

2001년 1월 10~11일 피정을 겸해 열린 제8차 정기총회에 김기화 대표지도 신부 외 8개 교구 임원 20여 명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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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3월, 6월 ,10월, 12월에 『성체조배』 회보 24호, 25호, 26호, 27호를 발행하였다. 4

월 26일 제1차 상임위원회의에 김기화 대표지도신부 외 9개 교구 회장단 및 임원이 참석하여 2002년 성체현양대

회와 리플릿 및 회칙의 임원 임기 건, 성체조배 체험사례 건, 교재 진행 건에 대해 논의하였다(전주 전동성당). 8월 

10일 제2차 상임위원회가 김기화 대표지도 신부 외 9개 교구 회장단 및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전국 성체현

양대회(전주)를 위한 준비기구표와 세부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서울대교구청). 10월 25일 제3차 상임위원회의에 대

표지도신부 외 지도신부단 및 9개 교구 회장단과 임원들이 참석하여 2002년 성체현양대회와 로마 교황청 조반니 

데르콜레 몬시뇰 초청 관계 및 교구 승인 10주년 세미나 개최 건과 각 교구 현황보고가 있었다(대구 복자회관).

2002년 1월 16~17일 제9차 정기총회 및 피정이 김기화 대표지도신부와 9개 교구 20여 명의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활동보고, 결산보고 및 예산 심의를 하였다(정동 프란치스코회관). 3월, 6월 10월에 『성체조배』 회보 28호, 

29호, 30호를 발행하였다. 5월 1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 대표지도신부와 9개 교구 회장단 및 임원이 참석하여 전

국 성체현양대회, 회원 모집 포스터 제작 건을 논의하고 2004년 멕시코 세계성체대회를 위한 임원위원회를 구성

하였다(서울대교구청 회의실). 6월 27일에는 원주교구 장성성당 석포리 공소에 성체조배용 감실을 기증하였다. 7월 

22~24일 제2차 상임위원회의 및 피정이 열려 피정 강사 이청준(F. 하비에르, 마산교구) 지도신부가 ‘향심기도’에 대

해 강의했고, 회의에서는 제2회 전국 성체현양대회 건을 논의하였다. 김기화 대표지도 신부 외 3명의 지도신부와 

9개 교구 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하였다(광주 임자도 공소). 8월 16~23일 중국 길림 매하구시 중화현성당에서 강 티

모테아 수녀가 성체조배 교육을 실시했다. 사랑의 성체조배회 회장 박용구 회장과 회원 강옥경이 동반하였으며, 

그 후 24시간 성체조배를 시작하여 낮에는 신자들이, 밤에는 본당 사제·신학생·수녀 2명이 매일 성체조배를 하

고 있다고 전해 왔다. 10월 1일 제2회 전국 성체현양대회는 최덕기 주교와 지도신부단의 공동미사, 김창렬 주교의 

성체체험담 강의, 한승주 지도신부의 성체조배 인도, 성체행렬 및 강복으로 이어졌다(수원교구 미리내성지). 10월 31

일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제2차 전국 성체현양대회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수원교구청). 12월 10일 중국 길림 얼바

단본당 조배회 회장 이춘애가 본회를 방문해 성체조배회에 관한 정보를 얻어갔다(얼바단본당의 중국인 진문도 알폰소 

주임신부가 홍콩에서 발간되는 가톨릭 잡지를 보고 ‘성체조배’ 자료를 가져감).

2003년 1월 18일 성체조배 기초교육 자료인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웁시다』를 발행하였다. 1월 20~21일 제10차 

정기총회에 11개 교구 30여 명의 회장단이 참석했고(청주 수안보), 제주 서귀포본당이 협의회에 가입하였다. 5월, 

11월에 『성체조배』 회보 31호, 32호를 발행하였다. 5월 12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 대표지도 신부와 각 교구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성체대회 참가 건과 회보 합본 발행 건, 서약문 내용이 담긴 상본 제작 건 등을 논의했다(서울대

교구청 내 회의실). 7월 8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세계성체대회와 제3회 전국 성체현양대회를 논의하였고(제주교

구), 12월 15~16일 제11차 전국 정기총회에는 대표지도 사제 및 사제단, 각 교구 임원 29명 등 64명이 참석하였다(

부산 한화 리조트). 

2004년 2월 13일 지도신부단 회의에서 협의회 대표지도신부로 제4대 김덕근(요셉) 신부(서울대교구)가 선출되

었다(서울교구청 대회의실). 3월 4일 전국 상임위원회에 김덕근 대표지도신부 및 각 교구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

3회 전국 성체현양대회, 수원교구 성체신심 세미나, 협의회 사무실 운영 관련 건을 논의하였다(서울대교구청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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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실). 7월 20일 전국 임원단 임시회의에서는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서울 상도동성당). 8월 

16~17일 전국 상임위 회의에 10개 교구 43명이 참석하여 세계성체대회, 전국 성체현양대회, 전국 회칙 수정 관련 

건을 논의하였다(인천가톨릭대학교). 12월 13일 전국 상임위 회의에서는 연말 결산, 회칙 개정 및 회보지 재발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이 논의되었다(서울 상도동성당).

3) 도약기(2005년~현재)

2005년 1월 26일 제12차 정기총회에 10개 교구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 및 감사보고, 회칙 수정 및 신임 

회장단을 선출했다(서울대교구청 회의실). 회장 황규열(토마스), 부회장 김말수(소피아)·최병학(가브리엘), 감사 유구

영(토마스 아퀴나스)·천병기(바오로), 총무 서애숙(데레사)이 선출되었다. 4월 21일 제1차 전국회장단 모임에 10개 교

구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임 회장 감사패 전달 및 신임 회장단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각 교구 현황보고와 하계연

수회 개최에 관한 건, 월례회의록 제작과 관련하여 토의하였다(대전교구 청소년 교육원 대철회관). 7월, 12월에 『성체

조배』 회보 33호, 34호를 발행하였다(편집·인쇄 : 가톨릭출판사). 11월 14~15일 제2차 전국회장단 모임에 10개 교구 

37명이 참석하여 교구별 교육자료 소개 및 인천교구에서 체험담을 발표하였다(논산 씨튼 영성연구소). 

2006년 1월 18~19일 제13차 정기총회에 9개 교구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 및 감사 보고와 예산안 확정, 

각 교구 활동보고, 수원교구와 서울대교구, 인천교구의 체험담 발표가 있었다(서울 장충동 피정의 집). 4월, 7월, 10

월에 『성체조배』 회보 35호, 36호, 37호를 발행하였다. 5월 17일 전국 회장 모임에 5개 교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말씀의 봉사자 필요성과 미도입 교구 방문에 관한 건, 감사 및 상임위원회 예산 편성 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부산교구 가톨릭회관). 6월 9일 제1회 회장단 회의에 8개 교구가 참석한 가운데 중간 회계보고와 각 교구 활동보고가 

있었다(광주대교구 교구청). 8월 28~30일 제2차 회장단 모임 및 전국 수련회에는 9개 교구 33명이 참석하여 각 교

구 활동보고와 체험담을 발표했으며, 다음날 설악산 비선대를 등산하고 케이블카로 권금성을 등정하는 등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강원도 고성 까리따스 수녀원 피정의 집). 

2007년 1월, 4월, 7월, 10월에 『성체조배』 회보 38호, 39호, 40호, 41호를 발행하였다. 1월 23일 제14차 정기총

회에 6개 교구 33명이 참석하여 활동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신임 회장단을 선출했다(서울대교구

청 회의실). 회장 김명관(안셀모), 부회장 김말수(소피아)·이명렬(베네딕토), 감사 천병기(바오로)·황규열(토마스), 총무 

서애숙(데레사)이 선출되었다. 4월 10~11일 제1차 회장단 회의에 김덕근 대표신부와 마산교구 신부, 8개 교구 임원 

등 47명이 참석하여 각 교구 현황보고와 회계보고를 하였다. 둘째 날 지세포성당에서 미사 봉헌 중에 신임 회장단 

임명장 수여 및 전임회장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다(마산교구 거제도 관광농원). 8월 28~30일 제2차 회장단회의 및 전

국 수련회에는 8개 교구 36명이 참석했다(수원교구 아론의 집). 중간 회계보고와 각 교구 활동보고가 있었으며 제49

차 세계성체대회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아론의 집 원장신부의 ‘신앙인의 웰빙은 무엇일까?’를 주제로 한 강의와 친

교의 시간을 가졌다. 

2008년 1월, 4월, 8월, 12월에 『성체조배』 회보 41호, 42호, 43호, 44호를 발행하였다. 1월 22일 제15차 정기총

회에 9개 교구 25명이 참석하여 활동보고와 결산보고 및 예산 심의를 했다(서울대교구청 회의실). 4월 3~4일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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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단 회의에는 9개 교구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병호(빈첸시오) 주교의 강의와 미사가 있었고, 미사 후 이병호 

주교 성성 18주년·김덕근 신부 은경축·나궁열 신부 수연 축하 화환 전달식, 그리고 회의에서는 활동보고와 결산

보고가 있었다(전주교구청). 둘째 날 파견미사는 전동성당에서 봉헌되었다. 8월 19~21일 제2차 임원단 회의 및 전

국 수련회에는 9개 교구 48명이 참석하였고, 영성의 집 관장신부의 ‘교회 안에서 봉사자의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주제 강의, 회계보고 및 결산보고가 있었다(부산교구 양산 영성의 집). 둘째 날 김범우 묘지 참배, 언양성당(신앙유물전

시관)과 부산 한국순교자기념관(오륜대) 및 성체조배 본당(남천, 좌동성당)을 방문했다.

2009년 1월 10일 전국 감사가 있었다(광주대교구, 마산교구). 1월 20일 제16차 정기총회에는 8개 교구 25명이 참

석한 가운데 활동보고와 결산보고 및 예산 심의가 있었다(가톨릭회관 7층 회의실). 4월, 8월, 12월에 『성체조배』 회보 

46호, 47호, 48호를 발행하였다. 4월 21~22일 제1차 전국 임원회의에 9개 교구 30명이 참석하여 김덕근 신부의 

‘성체조배와 삶’이라는 주제 강의와 활동보고 및 중간 결산 보고가 있었다(강화도 성모 관상 수녀회). 8월 24~26일 제

2차 전국 임원회의 및 전국 수련회에 9개 교구 35명이 참석하여 김대건 신부의 제주 표착 기념성당에서 미사를 드

렸으며, 각 교구 현황보고, 활동보고 및 결산보고, 친교시간을 가졌다(제주도 성 이시돌 피정의 집). 

2010년 1월 8일에는 전국 감사가 있었다(광주대교구, 마산교구). 1월 19일 제17차 정기총회에서는 활동보고와 결산

보고 및 예산 심의가 있었다(가톨릭회관 1층 회의실). 4월에 『성체조배』 회보 49호를 발행하였다. 4월 21~22일 제1차 

전국 임원회의에 8개 교구 22명이 참석하여 수원교구 지도신부의 ‘성경 앞에서 묵상(우리는 성체조배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이라는 주제 강의와 회칙 개정 승인, 각 교구 활동보고와 중간 결산보고가 있었다(수원 의왕 가톨릭교육

문화회관). 이튿날에는 수원성지를 순례하였다. 8월 23~25일 제2차 전국 임원회의 및 전국 수련회에 9개 교구 39

명이 참석하여 각 교구 활동보고와 중간 결산보고, 친교시간을 가졌다(광주대교구 임자도 신안군청소년 수련관). 

2011년 1월 4일 전국 감사가 있었다(광주대교구, 마산교구). 1월 14일에는 제18차 정기총회가 열려 활동보고와 결산

보고 및 예산 심의를 하였다(가톨릭회관 1층 회의실). 4월 28~29일 제1차 전국 임원회의에 30명이 참석하여 각 교구 

활동보고 및 중간 결산보고가 있었다(대전교구 합덕성당 내 합덕유스호스텔). 8월 24~26일 제2차 전국 임원회의 및 전

국 수련회에 32명이 참석하여 각 교구 활동보고와 결산보고를 했으며, 성체조배 방법을 소개한 리플릿을 다시 제

작하기로 결의하였다(고성 까리따스 피정의 집). 

2012년 1월 3일 전국 감사가 있었다(광주대교구, 마산교구). 1월 10~11일 제19차 정기총회에서 활동보고와 결산보

고 및 예산 심의가 있었다(성 베네딕도회 서울수도원 피정의 집). 3월에 홍성만(미카엘) 신부(서울대교구)가 협의회 제5대 

대표지도신부가 되었다. 4월 19~20일 제1차 전국 임원회의에 9개 교구 26명이 참석하여 각 교구 활동보고와 결

산보고, 친교시간을 가졌다(대구대교구 성 베네딕도 수녀원 내 영성관). 8월 31일~9월 1일 제2차 전국 임원회의에 9개 

교구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교구 활동보고와 결산보고를 가졌으며, 연중행사 일정을 변경하도록 하였다(전주교

구 천호성지 내 피정의 집). 현행 총회(1박2일), 4월 전국 회의(1박2일), 8월 하계 수련회(2박3일)의 일정을 향후부터는 

총회 전 회장단 회의를 미리 한 뒤 총회(1박2일), 하계 수련회(1박2일)로 변경했다. 12월 14일 전국 회장회의를 열고 

회보 재발행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체험노트를 만들어 조배 후 작성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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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8일 전국 감사가 있었다(광주대교구, 마산교구). 1월 14일 제20회 정기총회에서는 각 교구 활동보고, 결

산보고 및 예산 심의가 있었다(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5월, 11월에 『성체조배』 회보 50호, 51호를 발행하였다. 8

월 29~30일 전국 임원회의에서 각 교구 활동보고 및 회계보고와 회보 관련하여 논의했다(부산교구 성 분도 은혜의 

집). 8월 29일과 9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회보 편집회의를 진행하여 교구별 배정 및 울림통 활용, 회보를 홍보 자

료로 적극 활용할 것 등을 논의하였다. 12월 18일 전국 회장회의를 열고 2014년 사업 및 회보 관련 사항을 논의하

였다(가톨릭회관 5층 본부). 

2014년 1월 7일 전국 감사가 있었다(광주대교구, 마산교구). 1월 16~17일 제21차 정기총회가 열려 각 교구의 활동

보고, 결산보고 및 예산 심의가 있었다(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5월, 11월에 『성체조배』 회보 52호, 53호를 발행하

였다. 9월 22~23일 전국 임원회의에서 각 교구 활동보고 및 회계보고, 성체조배 매뉴얼 제작 건, 회보 건을 논의

하였다(마산교구 가톨릭교육관). 12월 18~19일 제22차 정기총회에서는 각 교구 활동보고 및 결산보고와 예산 심의가 

있었다(서울대교구 노틀담 교육관). 

2015년 3월 5일 전국 회장회의에서 각 교구별 활동보고와 회보 제작을 논의하였다(가톨릭회관 5층 본부). 5월, 11

월에 『성체조배』 회보 54호, 55호를 발행하였다. 8월 20~22일 전국 임원회의 및 하계 수련회에서는 각 교구 활동

보고 및 회계보고, 회보에 대해 논의하였다(인천교구 옹진군 북도면 장복리). 10월 21일 ‘한국 지속적인 성체조배 봉사

자협의회’ 명칭을 ‘한국 천주교 지속적인 성체조배회’로 개칭하였다. 11월 27일 전국 감사가 있었다(광주대교구, 마산

교구). 12월 14~15일 제23차 정기총회에서 각 교구 활동보고 및 결산보고와 예산 심의가 있었다(서울대교구 명상의 

집). 

2016년 5월, 11월에 『성체조배』 회보 56호, 57호를 발행하였다. 9월 21~23일 전국 임원회의에서는 각 교구의 활

동보고 및 회계보고, 회보에 대해 논의하고 ‘하계 수련회’의 명칭을 ‘전국 임원회의’로의 변경을 추인하였다(춘천교

구 고성 까리따스 피정의 집). 12월 12일 전국 감사가 있었다(광주대교구, 마산교구). 12월 15~16일 제24차 정기총회에 

각 교구 활동보고와 결산보고 및 예산 심의가 있었다(서울대교구 상지 피정의 집). 

2017년 3월 23일 전국 회장단회의에서 각 교구별 활동보고 및 회보 논의가 있었다(가톨릭회관 5층 본부). 5월, 11

월에 『성체조배』 회보 58호, 59호를 발행하였다. 8월 31일~9월 1일 전국 임원회의에서는 각 교구 활동보고 및 회

계보고와 회보 관련 논의를 하였다(광주대교구 소록도성당). 12월 2일 전국 감사가 있었다(광주대교구, 마산교구). 12월 

7~8일 제25차 정기총회에서 각 교구 활동보고와 결산보고 및 예산 심의가 있었다(복자사랑 피정의 집).

2018년 5월, 11월에 『성체조배』 회보 60호, 61호를 발행했다. 9월 27~28일 전국 임원회의에서 각 교구 활동보고 

및 회계보고와 회보 관련 논의가 있었다(수원교구 과천 성모영보수녀회 영보의 집).



362

 한국평협 50년사

4) 역대 담당사제 및 회장과 임원진

연도 지도신부 회장

1994 김영옥(가브리엘) 김정원(시몬)

1996
최영식(마티아)

채수현(시몬)

1998 허항무(바오로)

1999
김기화(포카스 도미니코)

손경자(체칠리아)

2000
유구영(T. 아퀴나스)

2003

김덕근(요셉)2005 황규열(토마스)

2007
김명관(안셀모)

2012 홍성만(미카엘)

현 재

전국 담당사제단 

대표 : 홍성만(미카엘/서울대교구) 신부

이정주(아우구스티노/광주대교구) 신부, 서덕교(야고보/대구대교구) 신부

김다울(클레멘스/대전교구) 신부,         이청준(프란치스코 하비에르/마산교구) 신부

경훈모(알렉시오/부산교구) 신부,         이철구(요셉/수원교구) 신부

나병식(대건 안드레아/인천교구) 신부,  이금재(바오로/전주교구) 신부 

회장 : 김명관(안셀모/서울대교구)

부회장 : 김말수(소피아/부산교구),     오명석(엘리사벳/수원교구)

총무 : 서용숙(베로니카/인천교구)

감사 : 문진영(위비나/광주대교구),     김옥련(마리아/마산교구)

상임위원 : 오영수(헬레나/대전교구), 박인수(이냐시오/대구대교구)

                 박순례(수산나/전주교구)  

3. 현실과 전망

오늘날 형태의 조직과 운영 및 성체조배 방법을 갖춘 기준으로, 성체조배는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인 1984년 부

천성당에서 500여 명의 신자들이 입회절차를 거쳐 성체조배를 실시한 것이 한국 가톨릭교회에 지속적인 성체조배

의 실질적인 시작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1994년 10월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로부터 사도직 단체로 정식 

인준되어 전국 각 교구의 많은 본당에서 실시가 되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수원, 마산, 광주, 전주, 인

천, 대전, 대구의 9개 교구가 회원 교구로서 활동 중이며, 본래 부여받은 전국 단위의 기도 사도직 단체로서 기반

을 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속적인 성체조배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 안에 머물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도”로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마태 26,40)의 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질책함과 동시

에 함께하기를 청하시며 초대하셨다. 성체조배는 특별한 기도가 아닌 천주교 신자라면 누구나 드려야 하는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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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 보편 기도로서 많은 신자들이 성체조배를 할 수 있도록 전국의 각 교구 임원과 회원 모두가 성체조배를 

알리고 권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소원하며, 이와 함께 홍보매체(회보, 기도문, 홍보 동영상) 등과 정기적

인 기초교육·영성교육을 통해 성체조배하는 신자들이 많이 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의 모든 본당 공동체가 성체

조배를 통해 사랑이 넘치고, 서로 용서하는 화기애애한 공동체로 발전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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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The Korean Catholic Nurses Association)

1. 개  황

•소재지 : (06591)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Tel (02) 2258-7406 / Fax (02) 2258-7772

•설립 연월일 : 1979년 5월 18일

•주교회의 인준일 : 1992년(춘계 주교회의)

•회장 : 박호란(테클라)

•담당사제 : 이경상(바오로)

2. 협회 약사 및 주요 활동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는 1979년 5월 18일 전국 43개 병원의 가톨릭 간호사 121명이 서울 명동 샬트르 성 바오

로 수녀회 교육회관에 모여 발기 총회를 개최하고 시작하였다. 당시 서울대교구장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이 국제

가톨릭간호협의회(CICIAMS)로부터 한 통의 서신을 받고 이를 성모병원 가톨릭간호사회에 전달하였고, 1979년 2월 

5일 전국 175개 병원을 대상으로 가톨릭 신자 간호원의 실태를 파악하게 되면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한국가톨릭간호협회 발기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발기 총회 미사는 나원균(바오로) 신부의 집전으로 봉헌되었

으며, 이춘원 수녀가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2018년 현재까지 제20대 회장(박호란 테클라, 지도신부 : 이경상 바오로)에 이르렀으며, 전국 14개 교구 가톨릭간호

사회 4,167명의 가톨릭간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회장과 부회장 2명 외에 이사 10명, 감사 2명으로 중앙이사회를 구성하여 대의원 정기총회와 피정을 개최로 한 

해를 시작한다. 가톨릭 간호사 전국 피정, 간호대학생 피정 및 간호수도자 연수를 주요행사로 한다. 매년 4회 정기 

이사회와 2회 전국 이사회를 개최하며 연 1회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지』(1984년 12월 1일 창간)를 발간하고 있다.

1)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첫발을 떼며 : 1979년 5월 18일~1990년

1979년 5월 18일 협회 창설 이후 1980년 3월 22일 대구대교구 가톨릭간호사회 창설을 시작으로 서울대교구 가

톨릭간호사회·인천교구 가톨릭간호사회(3월 26일), 수원교구 가톨릭간호사회(3월 27일), 부산교구 가톨릭간호사

회(3월 30일), 대전교구 가톨릭간호사회가 창설되었다. 1982년 2월 24일 마산교구 가톨릭간호사회가 창설되었고 

1983년 2월 26일 광주대교구 가톨릭간호사회가, 1983년 3월 원주교구 가톨릭간호사회가 창설되었으며, 1985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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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청주교구 가톨릭간호사회, 1988년 5월 28일 전주교구 가톨릭간호사회가 창설되어 11개 교구에 이르게 되었다. 

협회 창설 후 가톨릭 간호사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매년 간호사를 위한 피정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1981

년 10월 서울 우이동 명상의 집에서 가톨릭 간호사를 위한 피정을 실시하였다.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행사에 

의료봉사를 지원하였으며, 강남성모병원에서 의사협회와 학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였다. 1986년부터는 가톨릭

적 입장에서의 지식 보급을 위해 전국 규모의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호스피스와 간호(1986, 1987년), 생의 윤리와 간

호(1988, 1989년)에 대해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지식을 교육하였다. 

1981년 12월 4일 국제가톨릭간호협의회(CICIAMS)에 가입했고,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 가입하는 등 

협회 활동의 기초를 단단히 준비하였다. 

2)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성장을 위해 발돋움하며 : 1990~2000년

1992년 4월 4일 춘천교구 가톨릭간호사회가 창설되고, 1993년 11월 13일 제주교구 가톨릭간호사회(1996년에 폐

쇄, 2009년 1월에 재구성)에 이어 1995년 12월 17일 안동교구 가톨릭간호사회가 창설됨으로써 본 협회는 공히 14개 

교구에 가톨릭간호사회를 지부로 두는 단체로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

본 협회는 가톨릭 간호사들에게 교회 입장에서 환자 간호에 요구되는 지식을 보급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

울여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강화하였다. 보수교육의 주제는 ‘호스피스 간호 : 영적 측면’(1990, 1991, 

1992년), ‘생의 윤리와 간호’(1993, 1994년), ‘생의 윤리와 간호 : 장기이식 환자 간호와 윤리’(1995, 1996년), ‘생의 윤리

와 간호 : 임신 중절과 윤리’(1997년), ‘생의 윤리와 간호 : 호스피스와 윤리’(1998년), ‘생의 윤리와 간호 : 생명공학

과 간호윤리’(1999년) 등으로 간호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가톨릭 간호사들의 윤리지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창설 초기부터 지속해 오던 전국 가톨릭 간호사 피정을 더욱 강화하여 각 교구 간호사회를 순회하며 개최

하였다. ‘성서와 봉사정신’(1990년, 마산교구), ‘성모님과 봉사직’(1991년, 대전교구), ‘신앙의 빛으로’(1992년, 인천교구), 

‘자신의 복음화’(1993년, 수원교구), ‘순교의 영성’(1995년, 원주교구), ‘순교자 우리에게 누구인가’(1996년, 전주교구), ‘하

느님과 나’(1997년, 대구대교구), ‘성령의 해’(1998년, 춘천교구)를 주제로 피정을 진행하였다. 1994년 3월에는 본 협회 

창립 15주년 기념으로 제1회 전국 신앙대회를 가톨릭대학교 마리아홀에서 개최하였고, 1997년에는 성령 세미나

를, 1999년에는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제2회 전국 신앙대회를 가톨릭대학교 마리아홀에서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협회는 가톨릭 간호사 회원 개인의 신앙적 성장과 더불어 한 차원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국제적으로 본 협회의 성장을 홍보하기 위해 국제간호사협회 행사에 활발히 참여하였다. 1990년 미국 뉴

욕에서 개최된 CICIAMS 세계대회 참여를 필두로, 1993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한 아시아대회에, 1994년 벨기에

에서 개최한 세계대회, 1997년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 아시아대회에 회장 및 회원이 참석하여 아시아 지역과 세계 

속 가톨릭 간호사들에게 본 협회 활동을 홍보하면서 본 협회가 국제적 무대에서 활동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3)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국제교류를 통해 도약을 : 2000~2010년

2000년 3월 ‘대희년의 기쁨을 생활 안에서’라는 주제로 총회 및 피정을 시작하면서 본 협회는 국제교류를 활발

히 하여 세계 속의 가톨릭간호사협회로 거듭 발전하였다. 

2001년 8월 26~29일 CICIAMS 아시아지역 학술대회를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원에서 개최하여 국제적 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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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높였다. 뒤이어 2002년 인도에서 개최한 CICIAMS 세계대회, 2004년 프랑스 루르드에서 개최한 세계대회, 

2005년 홍콩에서 개최한 아시아대회에 참석하여 본 협회를 아시아와 세계에 활발히 선양하였다. 

대내적으로는 전국 가톨릭 간호사 피정을 조직적이고 활발하게 진행하여 가톨릭 간호사들이 가톨릭신자로서 

영적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정의 주제는 ‘하느님 안에서의 기쁨’(2000년, 광주교구), ‘선교

의 삶을 사는 우리’(2001년, 서울대교구),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2002년, 수원교구). ‘말씀이 사람이 되

시어’(2003년, 부산교구), ‘내 마음의 예수님’(2005년, 대전교구), ‘손을 펴라’(2006년, 전주교구), ‘아버지께 돌아가리

라’(2007년, 서울대교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2008년, 마산교구)였고, 2005년과 2006년에는 가톨릭 간호

사와 간호대학생의 연합피정을 실시하였다. 2004년 6월 5일에는 창립 25주년을 기념하여 제3차 전국 신앙대회를 

‘화해와 용서’를 주제로 가톨릭대학교 마리아홀에서 성대하게 개최했다. 

한편으로 미래의 가톨릭 간호사를 키우고 간호대학생의 신앙을 고취시키기 위한 지속적 노력으로 간호대학생을 

위한 피정을 성 베네딕도 수도회 피정의 집에서 실시했다. 2007년 6월 30일~7월 1일에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2008년 7월 4~5일에는 ‘딸아 용기를 내어라. 네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2009년 7월 10~11일에는 ‘생명과 축복의 

돌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협회 창설 이후 1984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던 전국의 가톨릭 간호사들을 위한 보수교육은 2008년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다. 그동안 병원에서 활동하는 가톨릭 간호사들에게 교회의 입장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

나 전문 간호사로 분야가 활성화되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동안 보수교육의 주제는 ‘인간 생명보호 : 여성건강과 생명보호’(2000, 2001년), ‘인간 생명보호 :　노인문제와 

생명보호’(2002년), ‘인간 생명보호 : AIDS 환자와 생명보호’(2003년), ‘인간 생명보호 : 임종환자와 생명보호’(2005

년), ‘성가정과 가족건강 : 부부일치 및 자녀양육’(2006년), ‘성가정과 가족건강 : 노인을 위한 전인적 돌봄’(2007년), 

‘성가정과 가족건강 :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2008년)이었다. 

4)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영적 성장과 나눔으로 내적 안정을 : 2010년~현재

본 협회는 회원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나눔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가톨릭 간호사를 위한 ‘간호 영성 

포럼’을 시작하고, 간호 수도자들의 자질을 키우기 위해 전국 가톨릭병원 간호 수도자 연수를 시작하였다. 또한 해

외 의료선교 사업에 참여를 독려하며 몽골·필리핀 등 해외 의료봉사에 참가하는 간호사들을 더욱 활발하게 지원

하였다. 

가톨릭 간호사를 위한 전국 규모의 간호 영성 포럼은 2010년 10월 6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처음 시작한 이래 간호

사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9년째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가톨릭 간호사의 영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전국 병원

의 간호 수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호 수도자 연수 또한 2010년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다. 

한편 지속되어 오던 가톨릭 간호사 전국 피정은 더욱 조직적으로 확대되어 교구를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다. 피

정 주제는 아래와 같다.

2010년  8월 28~29일   ‘영적 돌봄은 축복입니다’(장소 : 안동교구 농은수련원)

2011년 10월 8~9일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시들지 않은 나무와 같이’

  (장소 : 인천교구 강화 바다의 별 수련원)

2012년 10월 10~11일 ‘숨 쉬는 모든 것 주님을 찬양하여라’(장소 : 대구대교구 한티 피정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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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3일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장소 : 청주교구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2014년  6월 6~8일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장소 : 제주교구 이시돌 목장 피정의 집)

2015년 11월   ‘만남’(장소 : 춘천교구 보광 휘닉스파크)

2016년  5월    ‘행복하여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장소 : 광주대교구 보성 청소년수련원)

2017년  9월   ‘말씀에서 사랑을, 성사에서 은총을’(장소 : 수원교구 아론의 집)

2018년  6월  ‘그분께서 해주신 일 하나도 잊지 마라’(장소 : 부산교구 관광공사 아르피나)

 

가톨릭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정은 미래 가톨릭 간호사의 싹을 틔우는 것이므로 특히 정성을 다하

고 있다. ‘우리는 하느님의 꿈’(2010, 2011년),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2012년), ‘당신은 함께 사는 사람입

니다’(2013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길’(2014년), ‘꿈을 먹는 젊은이’(2015년), ‘괜찮아’(2016년), ‘잠시 멈춰도 괜찮

아’(2017년), ‘나의 영성과 정체성’(2018년) 등의 주제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5) 역대 회장

대수 재임 기간 회장

초대 1979. 5.~1981. 5. 이춘원 수녀

2대 1981. 5.~1983. 3.
김현옥 수녀

3대 1983. 3.~1985. 3.

4대 1985. 3.~1987. 3.
이소우

5대 1987. 3.~1989. 3.

6대 1989. 3.~1991. 2.
최국미

7대 1991. 2.~1993. 2.

8대 1993. 2.~1995. 2.
이향련

9대 1995. 2.~1997. 2.

10대 1997. 2.~1999. 2.
최의순

11대 1999. 2.~2002. 2.

12대 2002. 2.~2004. 2. 전시자

13대 2004. 2.~2006. 2.
박혜자

14대 2006. 2.~2008. 2.

15대 2008. 2.~2010. 2. 김남초

16대 2010. 2.~2012. 2.
채계순 수녀

17대 2012. 2.~2014. 2.

18대 2014. 2.~2016. 2.
홍현자 수녀

19대 2016. 2.~2018. 2.

20대 2018. 2.~현재 박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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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과 전망

본 협회는 창립 초기부터 등록된 병원의 가톨릭 간호사를 회원으로 하여 협회 중앙이사회를 중심으로 전국 14개 

교구의 가톨릭간호사회 별로 활동하고 있다. 간호대학, 보건교사와 보건소 및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병원의 간호

사와 직장을 다니지 않는 가톨릭간호사 수가 매우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대부분 회원이 대규모 병원의 간

호사이다. 

본 협회는 2019년이면 40년 불혹의 나이를 맞는다. 지난 40년을 돌아보며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숙고해 보고자 한다. 우선 병원 외 지역사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톨릭 간호사와 퇴직 후 휴면

상태에 있는 가톨릭 간호사가 협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 정비를 위한 체계 구축과 함께 그들이 가톨릭 간

호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협회 사업과 활동 범위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협회 내·외간 소통

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14개 교구 가톨릭간호사회 내의 회원 간 소통과 교구 간 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방

안 및 본 협회 활동에 대한 가톨릭교회 내 홍보와 교회 밖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아울러 

CICIAMS 아시아 지역, 세계 지역과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69

제3편 평협단체사

한국가톨릭교수협의회

(Korean Catholic Professors Association)

1. 개 황

•소재지 : (05029)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Tel (02) 450-3486 / CEL 010-5215-4590

•설립 연월일 : 1992년 12월

•주교회의 인준일 : 1993년 6월 30일

•대표회장-최규하(시몬, 건국대) 

•공동회장-이종길(스테파노, 동아대)·장경식(보니파시오, 조선대)

•담당 사제 : 박병준(루이스)

2. 협의회 약사 및 주요 활동

1) 주요 활동

한국가톨릭 교수협의회(이하 ‘한가협’)는 1992년 12월 설립되어 1993년에 주교회의 인준을 받은 한국의 가톨릭 교

수 집단을 대표하는 평신도단체다. 회원은 각 교구 가톨릭 교수회의 활동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교구 가톨릭 교수

회 회장과 각 대학의 가톨릭 교수회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한가협은 교수직을 통한 가톨릭 신앙의 함양, 가

톨릭 정신을 통한 학문 연구와 교육 헌신, 가톨릭 교수로서 교회 발전과 인류 복음화에 대한 기여, 각 대학의 가톨

릭학생회를 육성하고 지도하는 등의 사업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가협이 창립된 1992년 이전에도 교구별로 다양한 가톨릭 교수 단체 혹은 가톨릭 대학생 지도교수들의 활동이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1979년부터 매년 세미나를 지속하고 있는 ‘영남 4개 교구 가톨릭 교수회’와 1990년에 창립

된 ‘서울가톨릭 교수협의회’가 있다. 따라서 한가협의 창립은 교구별로 활동하고 있던 가톨릭 교수회의 활동을 연

계하고 대표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평신도단체의 출현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1992년의 한가협 창립은 서울가톨릭 교수협의회의 역사와 직접 맥락이 닿아 있다(2018년 8월 10일, 최규하 제14대 

대표회장은 2018년 초 약 5개월 동안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전임 회장들을 면담한 후 이렇게 결론지었다). 서울가톨릭 교수협의

회 창립 당시 곧바로 전국 조직을 구성하기는 어려우니 서울부터 조직한 후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여겨지며, 1990

년 설립된 서울가톨릭 교수협의회가 한가협의 조직으로 바로 이어졌기에 한가협의 출발점을 1990년으로 볼 수도 

있다(2018년 8월 10일, 최규하). 

서울가톨릭 교수협의회 초대 회장(1990년 12월~1992년 11월 재임)인 한용희(암브로시오,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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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6대 한국 평신도 사도직협의회(이하 ‘평협’) 회장(1986~1988년)을 역임하였으며, 이 시기에 평협은 다양한 현실 

참여 활동을 한 바 있다. 당시 한용희 교수가 평협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1980년 초반 친여 보수 인사들 주도의 평

신도 활동을 다시 정상궤도로 되돌리라는 시대적 요청의 결과라는 평가가 있다(2018년 8월 10일, 최규하). 한용희 회

장 재임 시절의 평협 활동은 ‘현실 참여와 시련’으로 요약된다(『한국 천주교 평협 30년사』, 1999, 류덕희, 한국 천주교 평신

도 사도직협회 발행, 190~203쪽). 한용희 회장은 그 후 1990년 12월 서울가톨릭 교수협의회를 설립하고 초대 회장으

로서 가톨릭 교수회의 회칙을 비롯한 서울가톨릭 교수협의회의 근간을 마련하는 등 많은 활동과 업적이 있을 것으

로 여겨지나 현재 당시 기록은 보전되어 있지 않다(2018년 8월 10일, 최규하). 서울가톨릭 교수협의회는 1992년 11월 

8일 서강대 김대건 관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제2대 회장으로 박홍(루카) 신부의 서강대 총장 시절 대학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서강대 김상준(베네딕토) 교수를 선출하였다(「가톨릭신문」 1992년 11월 15일). 김상준 교수는 임기 중 창

립된 한가협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 초대(1992.12.~1994.11.) : 김상준(베네딕토) 회장

김상준(서강대 정치학과 교수) 한가협 초대 회장 재임 동안에는 가칭 ‘가톨릭 교수회 전국연합’ 결성을 위한 준비모

임, 제1회 피정 세미나(주제 : 변혁과 교육, 그리고 신앙, 장소 : 대전신협 중앙연수원)가 개최되었다. 1994년 12월 10~11

일에는 전국 각 교구의 가톨릭 교수회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피정 대회 겸 정기총회(장소 : 서울 상지 

피정의 집)가 개최되어 정하권(플로리아노) 몬시뇰의 ‘가톨릭 교육자의 영성-새 세대의 인성교육’에 대한 특강이 있

었고, 안계춘(알베르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가톨릭신문」 1994년 12월 18일). 최규하 

제14대 대표회장은 2018년 4월 4일 낮 12시 인터콘티넨탈호텔 34층 중식당에서 김상준 초대 회장을 면담하고 다

음과 같이 전했다. “사진에서보다 조금 연로해지셨지만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키도 아주 크고, 1932년생이신 연

세를 고려할 때 아주 건강하셨다. 첫인사로 그동안 준비한 자료를 드리고, 한 시간 동안 그간의 배경 등 여러 가지 

말씀과 한가협 설립 초기의 역사를 들었다.” “…박홍 신부가 총장 하실 때 원장직을 맡고 있었기에 자주 만났고, 

어느 날 전국 조직을 해보자고 해서 그 이듬해 한가협을 만들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쉬웠지. 참, 요즘 교수회의 재

원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때는 가톨릭 사업가 회장이 지원해 주었지….” 이 시기는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인준 획

득 등 한가협의 토대가 구축되는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제2대(1994.12.~1996.11.) : 안계춘(알베르토) 회장

이 시기는 갓 출범한 한가협의 내실이 다져진 시기라 할 수 있다. 초대 회장이 추진했던 전국 가톨릭 교수회의 

활성화를 위해 피정 세미나와 전국 총회 개최 등 한가협의 토대가 더욱 공고히 구축되었다. 예로, 1996년 12월 

14~15일 한가협은 서울가톨릭 교수협의회와 함께 서울 성북구 돈암2동 상지 피정의 집에서 ‘복음과 인권’, ‘가톨

릭 지성인과 새로운 복음화’라는 주제의 피정과 199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피정에는 블라이티스 교황

대사와 정양모(바오로) 신부를 비롯하여 박홍 담당사제와 전국 각 대학교수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여기서 제

3대 회장으로 박종대(요셉) 교수(서강대학교)가 선출되었다(「가톨릭신문」 1996년 12월 22일). 강연에서 정 신부는 “앞으

로 교회는 심한 정체기 및 불황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교회는 역사와 사회의 발전 때문에 자생적으로 

신장하는 인권이 아닌 교회의 복음화에 의해 주도되는 인권의 신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

했다. 블라이티스 교황대사는 “천국과 영적 세계는 지성에 의해 더욱 확실히 인식될 수 있는 만큼 가톨릭 영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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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러한 지성에 의해 발전되어 왔으며 다시 지성에 충만함(풍족함)을 주는 순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지적하

고 “지성이 영성과 대치되지 않는 만큼 우리는 하느님을 좀 더 알고자 하는 지성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

하다.”라고 말했다. 최규하 제14대 대표회장은 4월 12일 일산 자택 근처에서 안계춘 회장을 면담하고 다음과 같이 

전했다. “안 회장님은 ‘이렇게 자료 만든다고 애썼네. 사진을 보니 감회가 새롭네. 김융자 교수 때까지는 기억이 나

는구먼…. 그때 해외 성지순례도 갔었고… 회장 끝낸 이후 연락이 뚝 끊어졌어.” (아마도 1993년경 이사한 일산의 새 주

소로 변경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여겨짐). 면담에서 제2대 회장을 맡는 중, “당시 나는 사회학회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서울과 전국의 가톨릭 교수회를 운영하느라고 힘들었지. 김수환 추기경님께 임원들과 함께 인사도 다녔고…” 라고 

하며 제대로 조직이 되지 못한 교수회 운영에 아주 힘들었던 기억을 되살렸다.

(3) 제3대(1996.12.~1999.6.) : 박종대(요셉) 회장

1996년 12월 취임사에서 “교수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가톨릭 신자 교수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교육 사도직의 중요성을 인식, 각자의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회원 교육에 온 힘을 다해 나갈 것”이며, 

“…매년 한 번씩은 전국 규모의 심포지엄을 개최, 가톨릭 교수회 자체의 활성화는 물론 많은 신자와 나눌 기회를 

얻겠다.”라면서 “가톨릭 신자 교수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피력했다(「가톨릭신문」 1996년 12

월 22일). 박종대 회장과 임원진은 1997년 4월 14일 김수환 추기경을 예방하고 학원의 복음화를 위해 신자 교수들

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하였다. 이날 열린 상임이사회에서는 앞으로 교수회 내에 21세기 복음화위원회, 사

회현황 연구위원회, 평신도 신학연구위원회를 두어 신자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내기로 했다. 또한 강

우일(베드로) 주교와 박석희(이냐시오) 주교, 32개 종합대학의 신자 총장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그해 하반기

에 전국 대회를 개최하고, 가톨릭 교수회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별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신자 교수들의 정체성 확

립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가톨릭신문」 1997년 4월 27일). 최규하 제14대 대표회장은 2018년 4월 5일 오후 3시 방

배커피숍에서 박종대 회장을 면담하고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박종대 회장은 1942년생으로 서강대 철학과 교수

로 재직하였고, 현재 동 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처음 만나 뵈었는데, 사진의 모습과 똑같아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한가협 역대 회장님들을 모두 기억하고 계셔서 만든 자료를 박 회장께 전부 검증받을 수 있었다. 생명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하셨던 박 회장은 현재 방배동 본당에서 봉사 중이라고 하셨다.” 면담에서 박 회장은 한가협이 ‘21세

기 복음화를 위한 교수 사도직 역할’의 주제로 춘계 세미나를 개최하고, 또 ‘화해의 영성과 실천’이라는 주제로 서

울가톨릭 교수협의회 피정을 개최하였다고 하며, ‘가톨릭’ 교수들로서의 교육 및 연구의 관점에서 역할을 강조하

였다. 한편, 1999년 6월 16일에는 원주에 있는 원동 교육관에서 ‘원주교구 가톨릭 교수협의회’가 창립되었다(「가톨

릭신문」 1999년 6월 27일, 회장 황환교, 지도신부 김현수). 이 시기는 한가협과 서울가톨릭 교수협의회 임원의 정기적 회

의 및 전국 규모의 한가협 피정 등 한가협 활동의 기본 틀이 형성된 시기라 할 수 있다.

(4) 제4대(1999.7.~2001.6.) : 김성수(라우렌시오) 회장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김성수 4대 회장은 교수회 최초로 ‘배론 성지’로 국내성지 순례를 추진한 바 

있었고, 1999년 연말 ‘가톨릭 지성인의 20세기 회고와 21세기의 역할’의 주제로 피정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 ‘새

로운 천 년(제3천 년)대와 가톨릭 교육’이라는 주제로 가톨릭 교육자 준비모임을 추진하였으며, ‘새 교육으로 새 세

상을-교육과 복음의 만남’으로 2000년 대희년 가톨릭 교육자대회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2000년 12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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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가톨릭 지성인과 사회개혁」을 주제로 가톨릭대 성심교정 다솔관에서 연말 피정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피정 

세미나는 대희년을 마감하며 가톨릭 지성인으로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에 대한 반성과 회개의 계기로 

삼고자 개최되었으며, 함세웅 신부(서울 상도동본당 주임)의 발제와 세 가지 주제발표, 종합토론과 미사 등으로 진행

됐다. 참석자들은 교육 사도직 종사자들로서 교육 현장에서 하느님을 증거 하며, 사회개혁에 더 적극 참여, 세상

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가톨릭신문」 2000년 12월 17일). 2001년 6월 30일에는 서

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와 피정 세미나에서는 ‘인간의 길’을 주제로 한 송봉모 신부(서강

대 신학 원장)의 특강과 김항섭 교수(한신대)의 ‘경제문제와 그리스도교’, 허필수 회장(중앙교육진흥연구소)의 ‘비즈니스

와 가톨릭 신앙의 갈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있었다((「가톨릭신문」 2001년 7월 8일). 최규하 제14대 대표회장은 2018년 

2월 8일 11시경 선릉역 근처 개인 사무실에서 김 회장을 면담하고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사단법인 한국기업경영 

종합연구원 대표로 활동 중인 김 회장님은 사무실 방문 시 아주 반갑게 맞이해주시며, 차도 직접 끓여 주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까지 해 주셨다.”이 시기는 한가협이 더 성숙하는 기간이었다.

(5) 제5대(2001.7.~2003.5.) : 김성수(라우렌시오) 회장

제4대 회장에 이어 5대 회장까지 역임한 김성수 회장의 재임 시기에는 서울 종로구 가회동 노트르담 수녀원 교

육관에서 정기총회 및 피정 세미나를 개최하고(2002년 5월 18일), 가톨릭 지성인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되짚어보

는 자리를 가졌다((「가톨릭신문」 2002년 5월 26일). 이 기사에는 한가협 인터넷 홈페이지(www.cakp.org ;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음)도 소개되었다. 또, ‘참회, 용서, 화해, 청허 - 하느님께 드리는 편지’를 주제로 한가협 임원 송년 피정이 

개최되었고, 2003년에는 ‘문화 충돌 시대를 살아가는 가톨릭 지성인의 자세’의 주제로 춘계 피정 세미나가 개최되

었다. 현재 김성수 회장 재임 4년 동안 한가협에 대한 활동과 전국 가톨릭 교수협회 조직 관련 기록 등이 많이 남

아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가협의 조직과 운영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6) 제6대(2003. 6.1.~2003.6.11.) : 성염(요한 보스코) 회장

서강대 철학과의 성염 교수가 2003년 5월 정기총회에서 제6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2003년 6월 12

일 제10대 바티칸 주재 한국대사로 임명되어 한가협 회장직을 사임하였다. 4년의 대사 임기를 마치고 2007년 11

월 5일 제기동성당에서 퇴임 미사가 봉헌되었다. 성염 교수의 임기는 짧았지만, 개인 홈페이지에서 한가협 및 서

울가톨릭 교수협의회 관련 참고 자료가 많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한가협 활동의 든든한 후원자였을 것으로 짐작

된다.

(7) 제7대(2003.6.12.~2006.1.) : 김융자(골룸바) 회장

2003년 7월 제7대 회장 선출된 김융자 교수는 최초로 해외 성지순례를 추진하였다. 2003년 11월 8~9일 가톨릭

대학교 성심교정에서 ‘자아로의 여행 : 에니어그램과 함께’ 및 ‘문화의 복음화’라는 주제로 추계 피정 세미나를 개

최하였다(「가톨릭신문」 2003년 10월 26일). 또 2004년 5월 15~16일 대구대교구청 내 꾸르실료 교육관에서 ‘미와 신

앙’의 주제를 춘계 피정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가톨릭신문」 2004년 5월 9일). 2005년 1월 22일 한국가톨릭 교수회 22

명의 회원과 함께 시나이산과 로마를 거치는 해외 성지순례를 떠났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후 교황청 교육성 장관 

그로초레브스키 추기경을 예방하였다(「가톨릭신문」과 「평화신문」 2005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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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추기경은 한가협의 현황과 활동 등을 소개받고 “가톨릭 신자 교수의 현존 그 자체가 복음적인 증거가 되

어야 한다.”라며 “현대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전에 대해 올바른 성과와 폐해를 함께 고찰하면서 자신의 연구 분야

에서 교회의 윤리 도덕 원리들을 준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05년 5월 14일에는 서강대에서 ‘21세

기와 가톨릭 지성인의 사명과 역할’을 주제로 피정 세미나가 있었다. 이 피정에는 교황청으로부터 ‘명예 고위 성직

자’(몬시뇰)에 선발된 정의채(바오로) 신부(서강대 석좌교수)로부터 ‘21세기와 가톨릭 지성인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특

강과 교황대사관 소성당에서 주한 교황대사 에밀 폴 체릭 대주교가 집전하는 미사가 있었다. 교황대사는 이날 미

사에서 ‘생명을 주시는 영적인 몸, 성체’를 주제로 특별강론을 하고, 이어진 만찬에서 참석자들에게 “가톨릭 교육

자로서의 사명감과 기대”에 대해 당부했다(「가톨릭신문」 2005년 5월 22일). 2005년 5월 한가협 정기총회는 장호완 교

수(서울가톨릭 교수협의회 회장)를 제8대 대표회장으로 선출하였다.

(8) 제8대(2006.2.~2008.3.) : 장호완(베드로) 대표회장, 임경수(아우구스티노)·박영석(토마스 아퀴나스) 공동회장

제8대 회장단은 공동회장 제도에 따라 구성된 첫 회장단이다. 이전까지 서울가톨릭 교수협의회 회장이 겸임하

던 한가협 회장직을 서울, 대구, 광주 지역 가톨릭 교수협의회 회장의 협의체 형식으로 수행하되, 이 중 한 사람이 

대표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대표회장직은 각 지역 회장이 번갈아 맡기로 하였다. 또한, 서울가톨릭 교수협의회 

최기섭 신부도 한가협 공동지도 신부로 모시기로 하였다. 이는 전국적으로 많은 교수를 한가협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게 하려는 2006년 당시 박홍 지도신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이 변화는 한가협이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가톨

릭 교수회 조직으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2006년 6월 2일에는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진석(니콜라오) 추기경이 집전하는 경축 미사를 주관

하였다. 이날 행사는 임병헌 가톨릭대 총장을 비롯해 손병두 서강대 총장, 서울대 가톨릭 신자 교수, 전국 각 대

학 가톨릭 교수회 회장, 임원,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진석 추기경은 강론을 통해 “최근 대학은 직업인

과 기술인 양성에 급급해 큰 위기를 맞고 있다.”라며 “대학은 개인과 사회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가 물질, 세속, 비인간화되어가는 가운데 신자 교수들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증진하는 데 큰 역

할을 해야 한다.”라며 “신자 교수들이 주님이 주신 탤런트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가톨릭의 교리를 천명해 주길 바

란다.”라고 당부했다(「가톨릭신문」 2006년 6월 11일). 이때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장호완 대표회장 외에 임경수 공동회

장(영남 4개 교구 가톨릭 교수회 회장), 박영석 공동회장(광주대교구 가톨릭 교수회 회장), 이윤식(후고) 사무총장(서울대)을 

추가로 선출하였다.

2006년 11월 11~12일에는 ‘가톨릭 교수와 선교 영성’을 주제로 대구대교구 주관으로 한티 피정의 집에서, 2007

년 3월 17~18일에는 ‘너희는 빛이다’라는 주제로 광주대교구 주관으로 피정 및 정기총회를 했다. 2007년 정기총

회에서 서울대교구는 최기섭 신부를, 대구대교구는 정달용 신부를, 그리고 광주대교구는 김민수 신부를 각각 관

구별 담당사제로 추대하였다. 2008년 3월 15~16일에는 ‘세계화와 복음화 그리고 교육 사도직’이라는 주제로 대전 

정하상 교육회관에서 피정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9)  제9대(2008.4.~2010.3.) : 임경수(아우구스티노) 대표회장, 박영석(토마스 아퀴나스)·이진규(세바스티아노) 공동

회장

임경수(대구대) 상임회장 재임기에는 상기 두 공동회장과 김원선(알베르토) 사무총장(서강대)이 함께 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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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7~8일 경북 동명의 한티 피정의 집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Deus 

Caritas Est)를 주제로 피정을 겸한 세미나를, 2009년 6월 27일에는 서강대에서 ‘성령을 받으라’(요한 20,22)라는 말

씀을 주제로 한가협 성령 묵상회를, 2010년 3월 27~28일에는 전주 나바위 성지 피정의 집에서 ‘교육 사도직과 성

령 -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2010 한가협 부활 맞이 피정 세미나’를 가졌다(「가

톨릭신문」 2010년 4월 4일). 정기총회에서는 박영석(토마스 아퀴나스) 조선대학교 교수를 임기 2년의 새 회장으로 선출

했다. 이병호 주교(전주교구장), 최기섭 신부(가톨릭대 부총장), 최준규 신부(가톨릭대 교수), 오수영 신부(오순절 평화의 

마을 설립자), 이인복 교수(마리아 나자렛 성가원 원장)의 특강과 개인 묵상 및 성찰, 친교의 시간, 파견 미사 순으로 진

행된 행사에는 전국 가톨릭 신자 대학교수와 배우자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10)  제10대(2010.4.~2012.3.) : 박영석(토마스 아퀴나스) 대표회장, 이재명(토마스 모어)·이진규(세바스티아노) 공동

회장

박영석 교수(조선대 에너지공학과)가 2010년 3월 정기총회에서 제10대 회장단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010년 

5월 16일 서강대 체육관과 강당에서 ‘참 스승이신 예수님과 교육의 길’을 주제로 가톨릭 교육자대회를 공동 개최하

였다. 2011년 3월 12일 의정부 한마음청소년수련원에서 주한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를 초청하여 ‘가톨

릭 지성인의 사명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피정 세미나를 추진하였으며, 한가협 임원회의 및 워크숍, ‘아버지, 이 사

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다원적 가치 시대를 살아가는 가톨릭 지성인의 사명과 역할’ 등의 주제로 

한가협 부활 맞이 사순절 대피정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편, 서울가톨릭 교수협의회(회장 이진규)는 2011년 5월 

20일 개최된 서울대교구 사목국 단체 사목부 평신도(사립)단체 인준 심사위원회에서 그동안 ‘서울가톨릭 교수회’로 

사용되었던 명칭을 ‘서울가톨릭 교수협의회’라는 단체명으로 인준을 받았다(「가톨릭신문」 2011년 6월 19일). 2012년 3

월 17~18일 경북 예천군에 있는 안동 농은수련원에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을 주제로 ‘2012 한가

협 부활 맞이 사순시기 대피정·세미나’와 총회를 개최했다.

(11) 제11대(2012.4.~2014.3.) : 이진규(세바스티아노) 대표회장, 유근종·손석준 공동회장

2012년 3월 정기총회에서 이진규(세바스티아노) 대표회장과 공동회장단이 선출되었다. 2013년 3월 23~24일 “그

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에페 2,14)라는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한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주제로 대전 정하

상 교육회관에서 부활 맞이 대피정을 개최하는 등 매년 피정 세미나와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2014년 4월 5~6

일 광주 명상의 집에서 ‘복음의 기쁨’(Evanelii Gaudium)을 주제로 부활 맞이 사순절 대피정을 개최했다. ‘복음의 기

쁨과 가톨릭 교육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 염수정(안드레아) 추기경은 가톨릭 교수들을 포함한 모든 평신

도에게는 각자의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평화와 복음을 전파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제6회 아

시아 청년대회(Asia Youth Day)의 성공을 위해 가톨릭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가톨릭신문」 2014

년 4월 13일).

(12) 제12대(2014.4.~2016.3.) : 이원희(레오) 대표회장, 이윤식(후고)·김관우 공동회장

2015년 3월 28~29일 대전가톨릭대학교 내 정하상 교육관에서 ‘기도하는 인간–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가정과 

교육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한가협 피정 세미나를 개최했고, 2016년 3월 19~20일에는 대구 한티 피정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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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 자비’를 주제로 부활 맞이 한가협 대피정을 열었다. 2016년 1월 14일 한가협 임원들은 교황대사관을 방

문하여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를 만나 오찬과 더불어 한가협의 발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3) 제13대(2016.4.~2018.3.) : 양승학(임마누엘) 대표회장, 김원선(알베르토)·이종길(스테파노) 공동회장

제13대 공동회장단 시기에는 2016년 10월 10~13일에 개최된 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에서 한가협 회칙 개정

안이 승인되었다(「평화신문」 2016년 10월 23일). 2017년 4월 8~9일에는 정하상 바오로 피정의 집(대전가톨릭대학 내)에

서 ‘한국교회의 위기와 지성인의 역할’을 주제로 한가협 피정을 하였으며, 2018년 3월 24~25일 광주 명상의 집에

서는 ‘상처와 치유’라는 주제로 부활 맞이 사순절 대피정을 개최하고, 상임회장으로 최규하(시몬) 서울가톨릭 교수

협의회 회장을 선임하였다. 또한, 2018년 한가협 정기 피정 세미나는 박홍(루카) 신부의 뒤를 이어 박병준(루이스) 

신부가 담당사제로서 피정을 지도하였다.

(14) 제14대(2018.4.~현재) : 최규하(시몬) 대표회장, 이종길(스테파노)·장경식(보니파시오) 공동회장

제14대 공동회장단은 2018년 4월 13~14일 서울 우이동 명상의 집에서 박병준(루이스) 신부의 지도하에 ‘하느님

의 교육 사도’라는 주제로 부활 맞이 대피정을 개최하였다. 7월 7일에는 담당사제인 박병준 신부의 은경축에 참석

했으며, 7월 7~8일에는 부산가톨릭대학교에서 개최된 제39회 영남 4개 교구 가톨릭 교수회 세미나에 최규하 상

임회장과 류판동(이시도로, 서울대)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한가협의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박홍 신부의 뒤를 이

은 박병준 신부의 지도로 시작되는 첫 회장단으로서, 최규하 상임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한가협’ 이름 그대로 전

국의 가톨릭 교수회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내실 있게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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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대 임원진 및 담당사제

대수 재임 기간 회장 담당 사제

초대 1992.12.~1994.11. 김상준(베네딕토)

박홍(루카)

2대 1994.12.~1996.11. 안계춘(알베르토)

3대 1996.12.~1999.6. 박종대(요셉)

4대 1999.7.~2001.6.
김성수(라우렌시오)

5대 2001.7.~2003.5.

6대 2003.6.~2003.6. 성염(요한 보스코)

7대 2003.6.~2006.1. 김융자(골룸바)

8대 2006.2.~2008.3.

대표 장호완(베드로, 서울대)

공동 임경수(아우구스티노, 대구대)

공동 박영석(T. 아퀴나스, 조선대)

9대 2008.4.~2010.3.

대표 임경수(아우구스티노, 대구대)

공동 박영석(T. 아퀴나스, 조선대)

공동 이진규(세바스티아노, 고려대)

10대 2010.4.~2012.3.

대표 박영석(T. 아퀴나스, 조선대)

공동 이재명(토마스 모어, 안동대)

공동 이진규(세바스티아노, 고려대)

11대 2012.4.~2014.3.

대표 이진규(세바스티아노, 고려대)

공동 유근종(창원대)

공동 손석준(전남대)

12대 2014.4.~2016.3.

대표 이원희(레오, 대구교육대)

공동 이윤식(후고, 서울대)

공동 김관우(전북대)

13대 2016.4.~2018.3.

대표 양승학(임마누엘, 호남대)

공동 김원선(알베르토, 서강대)

공동 이종길(스테파노, 동아대)

14대 2018.4.~현재

대표 최규하(시몬, 건국대)

박병준(루이스)공동 이종길(스테파노, 동아대)

공동 장경식(보니파시오, 조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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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과 전망

위에 소개된 기수별 약사를 살펴보면, 1992년 창립 직후 서울가톨릭 교수협의회는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조직과 

활동이 이루어졌으나 점차 대구관구, 광주관구의 교구별 가톨릭 교수회가 가입하게 됨으로써 2006년에야 비로소 

전국적인 조직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대구관구의 경우, 대구대교구가 먼저 가입하고 그 다음 안동교구, 마산교

구가 가입했으며, 부산교구는 교구 교수들의 한가협 가입에 대한 찬반 토론을 거쳐 2012년 말에 가입하게 되었다. 

각 교구 교수회 회장단들의 잦은 임기교체도 한가협 관련 활동에 대한 이해 및 활동의 원활한 승계를 막는 원인이

었다.

한가협은 매년 부활 맞이 한가협 피정 세미나(1박2일)를 관구별로 돌아가며 주관·개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약 6

개월여 전부터 회장단은 수시 모임을 통해 주제를 선정하고 담당사제와 협의하여 발표자를 확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준비한다. 또한, 각 관구에서는 관구 피정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대구관구의 경우, 영남 4개 교구(대

구대교구, 부산교구, 마산교구, 안동교구. 단, 안동교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참가) 가톨릭 교수회는 매년 7월 초에 1박2일의 

일정으로 ‘영남 4개 교구 가톨릭 교수회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2018년 현재 제39회에 이르고 있다. 

서울관구의 경우, 서울가톨릭 교수협의회는 1992년부터 매년 11월에 1박2일 일정으로 서울지역 가톨릭 교수를 대

상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광주관구 역시 전주교구, 광주대교구, 제주교구를 아우르는 교수들의 피정 세

미나를 11월에 개최하고 있다. 

한가협의 당면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수년간 한가협 피정 세미나의 주제가 가톨릭 신앙과 영성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실행에 관한 내용은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피정 세미나에서 한국 가톨릭 교계의 명사들을 연사로 초빙하여 신앙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귀한 내용이 소개되어 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영성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도

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가톨릭 신앙을 가진 교육자로서 대학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에 관한 내용이 주제로 다루어

진 경우는 드물다. 대학에서 교수의 신앙 모범적 교육 일상은 동료 교수들과 제자 학생들에게 큰 배움을 주게 될 

것이며, 그러한 교수의 모습을 통한 전교와 사회 기여는 한가협 회원 교수 모두에게 주어진 귀한 소명이다. 이러한 

소명을 더욱 충실히 완수하기 위하여 한가협의 활동은 개인의 신앙적 성숙에서, 나아가 교육 현장에서 가톨릭 신

앙인으로서의 실행에 대한 성찰과 대안의 모색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한가협의 정기적인 활동에는 서울관구의 1~2개 교구, 대구관구의 4개 교구, 광주관구의 3개 교구의 

교수회와 교수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관구의 경우, 전체 10개 교구 중 1999년에 창립된 원주 가톨릭 교

수협의회를 포함하여 다수 교구의 가톨릭 교수회는 참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가협이 명실상부하게 한국가톨

릭 교수회를 대표하려면 원칙적으로 각 관구의 모든 교구 가톨릭 교수회를 포함하고, 각 교구 내 모든 대학의 가톨

릭 교수회가 참여하는 단체로 발전되어야 한다. 또한, 각 대학에서는 모든 가톨릭 신자 교수들이 가톨릭 교수회와 

한가협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가협이 단체로서 존속하는 데 필요한 관리 운영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제14대 최규하 대표회장은 

2018년 초 취임 후 한가협의 역사를 조사하며 전임 회장과 활동에 대한 기록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지적하

였다. 실제로 본 약사에 기록된 여러 내용은 한가협의 보관 자료가 아니라 「가톨릭신문」 등의 보도 자료를 통해 겨

우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가협의 활동 자료의 관리와 보전을 위한 물리적 혹은 가상공간의 확보와 행정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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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확립이 시급히 필요하다.

끝으로, 한가협은 2018년 정기총회에서 담당사제로 박병준(루이스) 신부를 모시게 되었다. 이는 1992년 창립 당

시부터 이어온 박홍(루카) 신부의 담임으로부터 26년 만에 있게 된 변화다. 담당사제가 제시하는 가톨릭 정신과 신

앙의 외연 안에서 참여 교수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신앙 공동체로서 더 큰 책임을 지고 한가협의 운영 방향을 정립

해 나가는 것도 한가협의 중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가협은 2015년에 회칙 제8조에 규정된 ‘담당사제’ 조항

을 “담당사제는 한국가톨릭 교수협의회 회장단에 의해 선출되어 주교회의 의장에 의해 임면되고, 교회 가르침에 

따라 단체 제반 업무를 지도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을 결의한 바 있다(2018년 8월, 이종길 제14대 공동회장). 또한, 

한가협의 중요한 장기적 과제는 가톨릭 신앙을 가진 교육자이며 책임 있는 지성인 단체로서, 정치 사회적 갈등에 

편승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하는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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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톨릭군종후원회

(Korea Catholic Chaplain Support Association)

1. 개  황

•소재지 :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602호

•Tel (02) 776-0457 / FAX (0303) 0288-1004

•설립 연월일 : 1970년 1월 13일

•주교회의 인준일 : 1969년 10월 5일

•회장 : 김진택(토마스 아퀴나스)

•총재 : 유수일(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

•담당신부 : 이성운(미카엘)

2. 후원회 약사 및 주요 활동

한국가톨릭군종후원회는 한국 군내에서 장병들에게 신앙심과 도의심을 심어주어 하느님을 알게 하고, 신앙심을 

바탕으로 애국애족하는 참된 군인이 되도록 이끄는 군종신부의 가톨릭 전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서, 군종후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군종교구의 전교활동 지원, ②군선교 및 사목활동에 필요한 사

업 지원, ③군 성당 건축사업, ④기타 본회 목적 수행에 필요한 부대사업 및 활동지원.

1) 후원회 약사

1969년 1월  9일 군종신부단 총회에서 군종후원회 발족안 가결

 10월  5일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초교구 단체로 정식 인준

  초대 총재에 지학순(다니엘) 주교 선임

 12월 23일 초대 지도신부 박춘식(야고보) 신부 임명

1970년  1월 13일 군종후원회 발족식 거행(장소 : 서강대 학생회관)

  초대 회장 민병권(프란치스코) 취임

 9월  1일 회지 『PAX』(현 『등불』지의 전신) 발간

1972년 2월 29일 제2대 총재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 선임

  회지 제호 『PAX』를 『등불』로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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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9일 대구지부 발족(초대 회장 : 황기식)

 5월 30일 부산지부 발족(초대 회장 : 김윤삼)

 7월 1일 원주지부 발족(초대 회장 : 이우조)

1974년 4월 18일 서울지부 지회장 총회 개최

 11월 19일 광주지부 발족(초대 회장 : 윤재원)

 12월 28일 춘천지부 발족(초대 회장 : 최낙정)

1978년 4월 15일 마산지부 발족(초대 회장 : 박재석)

 5월  1일 제3대 총재 김남수(안젤로) 주교 취임

1980년 1월 23일 군종후원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장소 : 명동성당)

1981년 3월 30일 서울지부 지회장 회의 개최(이후부터 월례회의 제도로 전환함)

1982년 1월 15일 전주지부 발족(초대 회장 : 김성원)

 6월 20일 수원 북수동본당 회원 모임 활동 및 수원지부 발족 추진

1984년 2월 28일 군종후원회 회원 기도문 제정(총재 주교 인준)

1985년 1월 15일 제4대 총재 경갑룡(요셉) 주교 선임

 5월 30일 최초 해외지회 발족(미국 퀸즈 한인교회)

1988년 1월 25일 최초 해군 함상용 공소함 50개 제작 지원

1989년 11월 11일 군종교구 설정(초대 교구장 : 정명조 주교)

1990년 2월 13일 초대 군종교구장 정명조(아우구스티노) 주교 서품 및 교구장 취임식

  제5대 총재 정명조 주교 선임

 4월 20일 『등불』 제89호(창립 20주년 기념호) 발행

1991년 1월  7일 최초 회원 월례미사 봉헌 시작

1992년 4월 29일 기도모음집 『평화를 빕니다』 11,040부 재판 발행

1999년 12월 15일 제2대 군종교구장 이기헌(베드로) 주교 취임

  제6대 총재 이기헌 주교 선임

2000년 6월 29일 후원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및 제17회 회원의 날

2002년 4월  3일 인천지부 발족 기념미사(장소 : 인천교구 주교좌 답동성당)

 10월  1일 청주지부 창립미사(장소 : 청주교구 북대동성당)

2004년 4월  7일 ‘한국가톨릭군종후원회’ 한국평협 상임위원 단체 위촉 

2010년 2월 18일 제40차 전국 총회 개최(장소 : 마산교구 금산성당)

 11월 21일 제1차 군종후원회 담당신부 간담회

2018년 5월 29일 군종교구 사제 하계수련회 및 전반기 군종후원회 담당신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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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활동

(1) 창설기(1969~1971년)

1951년 한국군에 군종제도가 시행된 후 육·해·공·해병대 등 각 군에 젊은 신부들이 파견되어 ‘선교의 황금어

장’이라고 불리는 군 특수사목에 임하여 왔으나, 교회의 무관심과 제도적 후원체제가 확립되지 못하여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군종신부들은 교회와 격리되다시피 하여 정신적·경제적으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상황들

을 스스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물론 그 당시에 교황청과 국내 교구들의 후원이 있었고, 약 2년에 걸친 신

자들의 후원도 있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52년 1월 대구시내 본당 청년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계산동 어느 교우 집에서 ‘군종신부 전교사업 대구 후원

회’가 발족, 약 2년 동안 후원활동을 해왔으나 휴전 이후, 성당 재건사업으로 인한 신자들의 부담 가중과 더불어 

각 군 본부가 서울로 이전하는 등의 정세 변화로 후원회 활동은 점차 침체에 빠지다가 얼마 후에는 완전히 중단되

고 말았다. 그 후로부터 18년이 지난 1969년 1월 9일 원주에서 개최된 군종사제 총회에서 군종신부 후원회 발족안

이 가결되기에 이르렀고, 같은 해 10월 3일 왜관에서 열린 주교회의 총회는 군종후원회를 초교구적 단체로 인준하

였다. 초대 총재로는 원주 교구장 지학순(다니엘) 주교, 지도신부로는 박춘식(야고보, 대구대교구 소속) 육군 군종신부

가 그 해 12월 취임하였다.

1970년 1월 13일 군종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되어, 초대 회장에 당시 국회 국방분과 위원장이던 민병권(프란치스

코) 의원이 취임하였다. 이어 2월에 총재 주교로부터 회칙 인준을 받아 회원 모집 등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다. 

『경향잡지』와 「가톨릭 시보」에 회원모집 광고를 게재하는 한편 군종후원회 발족 취지문인 총재 주교의 메시지를 

전국 각 본당에 발송하였으며, 회원들에게는 매 주일 군종신부들이 번갈아 미사를 드려 미사의 은혜를 받도록 하

였다. 이 미사는 지금까지도 군종신부가 차례에 따라 현지에서 매 주일 봉헌하고 있다.

군종후원 활동을 인식시키고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PAX』(현 회지 『등불』의 전신)를 발간하였다. 1970년 12월에

는 회원수가 150여 명이 되었고, 서울에서는 첫 번째로 아현동본당에 지회(초대 지회장 : 나여운 가타리나)가 조직되

었다. 초창기에는 누구보다도 박춘식 초대 지도신부와 육군의 이소동(요셉) 장군이 크게 협력하였다.

(2) 성장기(1971~1980년)

당시 회원 150여 명에 월 회비 15만원으로 자체 유지가 간신히 해결된 한국가톨릭군종후원회는 1971년 9월 당

시 대한축구협회 장덕진(요한) 회장이 제2대 회장에 취임하면서 기초를 구축하게 되었다. 장덕진 회장은 그 해 12

월 회장단을 재구성하고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1972년 2월 서울 명동 은행집회소에서 각계 인사를 초청하여 

파티를 열고 650만원을 모금하였다. 이어 5월에 대구에서 214만원, 부산에서 150만원을 모금, 도합 1천만원의 기

금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 기금과 회비로 때마침 군에서 요원의 불꽃처럼 일어난 전군 신자화운동(全軍信者化

運動)에 대한 뒷바라지와 성경, 교리서 및 군인 기도서를 비롯한 각종 도서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언론

계·실업계 인사, 예비역 장성들과 후원회의 인적 자원을 동원하여 부대방문을 통해 군사목에 대한 군의 인식을 

높이는 측면 지원활동도 벌였다.

1971년에 원주, 1972년에는 춘천·대전·대구·부산교구에 각각 지부를 설립함으로써 후원회 활동범위를 점차 

지방으로 확산하기 시작했으나 대전지부만은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중단되기도 하였다. 또한 1972년 2월부터 발

행된 회지 『PAX』 제14호부터는 『등불』로 개제하여 군종과 후원회 활동 소식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주요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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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실을 하게 되었다.

발족 후 1년 동안의 개척기를 거쳐 3년 남짓 만에 자립 기반을 닦은 군종후원회의 당면 과제는 교회 저변으로 기

반을 넓히는 일이었다. 이 과업은 1973년 12월 11일 취임한 제3대 김광석(루카, 이리 모방 대표) 회장의 재임 2년 동

안 착실히 진행되었다. 김광석 회장은 교회 내의 넓은 지면을 십분 활용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조직 확장에 직접 나

섰다. 회장단과 직원들은 일요일마다 지도신부 또는 다른 군종신부와 함께 여러 본당을 순회 방문하면서 신자들에

게 군사목의 중요성을 역설하여 회원모집 활동을 전개한 결과 전체 회원이 2,5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지방 조직 

활동도 병행하여 1974년 11월 19일에는 광주지부(초대 회장 : 윤재원)가 결성되었다. 특히 이 기간 중에 군종신부들

에게 지프차 10대를 지원함으로써 군종신부단의 숙원이던 기동력을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되었고, 군종신부의 오른

팔 역할을 하는 군종병들의 부대 내 활동을 위해 자전거 지원사업도 펴기 시작하였다. 이 밖에도 군종신부단과의 

사무·행정 절차도 체계화하고 특히 육군 제3사관학교 성당 건립 추진, 기금 증액 등의 괄목할 만한 후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때의 회비 수입은 월 평균 70여 만원, 연간 자금계획도 1,100만원에 이르게 되었다.

1976년 1월 상업은행 전무이사이던 공덕종(바오로) 부회장이 제4대 회장에 취임한 것을 계기로 회장단은 후원회

의 내실을 한층 다지는 한편 후원회 확장에 심혈을 기울여 이듬해인 1977년에는 2천여 만원의 지원사업을 폈다. 

월 회비 수입도 100만원을 돌파하기에 이르렀으며, 1978년 4월 15일에는 마산지부(초대 회장 : 박재석)가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1980년에 이르러서는 지원사업도 3,500만원이던 것이 1981년에는 8,600만원 규모로 증가하였다. 조직에 있어

서는 서울대교구만 해도 60여 지회에 회원수가 1만 명을 넘어섰고, 지방 지부의 회원도 4천여 명을 확보하여 한국 

천주교회 선교활동 단체로서는 최대의 후원단체로 평가받게 되었다. 공덕종 회장이 취임한 이후 오수안(엘리사벳) 

부회장과 함께 이룩해 놓은 성과는 통상적인 지원 외에도 군인성당의 신축과 증·개축, 보수 지원을 비롯하여 사

제관이 없는 부대에 배속된 군종신부를 위해 사제관 건축 또는 전세비 지원 등 괄목할 만한 것이 많다. 특히 1977

년 2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당시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52-15 소재)에서 오랫동안 셋방살이하던 군종신부단이 독

립 단사를 마련한 것도 본 후원회의 지원에 의한 것이었다.

(3) 성숙기(1981~1987년)

공덕종 회장이 계속 유임하며 활동하는 동안 각 본당의 지회장과의 관계도 체계화하였고, 1981년 4월부터는 지

회장 월례회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각 본당의 지회장은 지도신부를 비롯하여 회장단에게 지회 활동을 위한 의견을 

자연스럽게 개진하게 되었다. 이 월례회의 제도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회원 확보를 위한 활동으로는 지도신

부와 회장단이 일요일마다 여러 본당을 방문하여 지도신부는 미사를 봉헌하고 공덕종 회장은 강론을 통해 군사목

과 후원사업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한때는 한 해에 2천여 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

하여, 서울지부는 1만여 명의 회원이 확보되기도 하였다.

군종후원회 사업 중 군인성당이 없는 황무지에 이루어 놓은 군인성당 지원사업 역시 괄목할 만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1960년대에 안달원(베드로) 신부에 의해 초교구적인 지원으로 마련된 육군사관학교 성당을 제외하고는 어

느 부대에도 성당이 없었다. 그러나 본 후원회가 활동을 개시하면서 1974년에 부산 육군 군수사령부의 성 도마 성

당, 1976년에 제3사관학교의 성 바실리오 성당이 은인 강석두(토마스)와 임학권(바실리오) 형제가 각각 마련한 것을 

비롯하여, 1977년에는 마산교구 가톨릭 의사회와 약사회 회원에 의해 국군 마산병원 성당, 그리고 1978년에는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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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동본당의 양마태(마르타) 자매에 의해 강원도 양구 지역에 육군 노도성당이 세워졌다. 이 노도성당은 군 예하 사

단급 부대에 최초로 마련된 군인성당으로서 군성당 건립지원 사업의 이정표가 되어 그 후부터 본 후원회는 성당 

신축 봉헌을 희망하는 은인들을 찾아 군인성당 신축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1979년에는 해군 중앙성

당, 1981년에는 육군 중앙성당(지금의 국군중앙성당), 1982년에는 공군 중앙성당이 각각 군 예산에 의해 세워지기 시

작하면서 군에서도 종교시설 신축예산이 편성되어 1년에 1~3개소씩 신축하기 시작하였다. 군인성당 신축 지원사

업 중 가장 어려움을 겪은 성당은 논산훈련소의 연무대성당 신축이다. 연무대는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의무적으

로 거쳐 가는 곳이고 선교의 장으로서 빼어놓을 수 없는 곳이기에 이러한 곳에 성당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

해 군종신부단이나 후원회는 물론 일반 회원들까지도 안타깝게 여기던 차였다. 1980년부터 당시 명동본당 지회장

으로 활동하던 임을분(제르마나) 자매와 김기환(베드로)·이복순(아가타) 부부를 비롯하여 정현경(헬레나), 윤봉옥(요

안나), 유정호(루치아) 등이 주축이 되어 모금에 참여한 100여 명의 은인들과 서울시내 여러 본당 및 단체의 참여로 

1984년에 착공, 1985년에 준공되었다. 그러나 공사비 부족으로 완공 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공덕종 회장과 이종남(

라이문도) 지도신부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한편 군종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1986년 초에는 ‘군종후원회·군종신부단 임시 합동 소위원

회’가 구성되어 후원회의 운영제도 전반을 검토한 뒤 1971년 창설 당시 제정된 회칙을 전면 개정하고 지회장의 업

무지침도 작성하였다.

명동본당 주임 김창수 신부의 협조로 1986년 4월 명동성당 교육관 201호실로 사무실을 임시로 이전하였다가 그 

해 11월 가톨릭회관이 개관되면서 회관 7층으로, 그리고 1989년에는 회관 5층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현재는 6층 

602호에 위치하고 있다.

(4) 정착기(1988~1999년)

1987년 3월, 11년 3개월간 회장으로 봉사해 온 공덕종 회장이 사임하고 후임으로 당시 (주)한국샤프 사장이며, 

한국가톨릭실업인회 회장인 이관진(베드로) 회장이 제5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서울지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계기

로 당시 군종신부단 총대리 김계춘(도미니코) 신부가 직접 부산교구를 방문하여 지도신부를 부산교구 내 민간 신부

인 염봉덕(프란치스코) 신부로, 이재양(가비노)을 새 회장으로 각각 위촉하고 새 운영진을 구성, 출범하게 하였다.

현역 군종신부는 군의 인사명령에 따라 인사이동이 잦아 후원회 업무의 지속적인 지도가 곤란하고, 교구와의 관

계유지 및 교구 내 활동에도 제약을 받게 되므로 소속 교구 내 민간 신부로 위촉할 것을 추진하였다. 부산에 이어 

1988년 11월 서울지부도 서울대교구 승인을 받아 해군 군종신부로 활동한 바 있는 당시 명동본당 주임 조순창(가시

미로) 신부를 서울지부 지도신부로 위촉했고, 12월에는 마산지부도 육군 군종신부로 예편한 당시 상평본당 주임 이

억민(바오로) 신부를, 1년 후인 1989년 12월에는 대구지부도 남산동본당 주임 서정덕(알렉산델) 신부를 각각 지도신

부로 위촉하게 되었다. 그 후 부산은 김두완(아우구스티노) 신부와 김상호(세례자 요한) 신부를 거쳐 1998년부터는 김

평겸(타대오) 신부가, 대구는 이강태(베드로) 신부가, 마산은 김한주(마르코) 신부를 거쳐 노영환(마티아) 신부가 담당

하였다.

한편 전주는 역시 군종신부의 경력이 있는 권이복(베네딕토) 신부가 맡고 있었으나 사회복지 분야를 전담하게 되

면서 전출되자 그 후 전주지부의 활동이 부실해지면서 1989년 양규철 회장을 끝으로 중단을 했다. 대구지부는 

1991년 이강태 신부가 담당한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700~800만원에 지나지 않았던 연회비가 1992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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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을 넘었고, 1995년에는 7천여 만원, 1997년에는 1억원 이상의 실적을 내기도 하였다.

군종후원회의 총재 주교는 군종신부단 총재가 당연직으로 담당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1989년 10월 군종신부

단이 교구로 승격되고 1990년 2월 정명조(아우구스티노) 주교가 초대 군종교구장으로 취임하자 1990년 3월 전국 지

부 회장단 총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조순창 신부와 이관진 회장을 중앙회 지도신부 및 회장으로 위촉함을 총재 

주교로서 공식적으로 공표하였다. 그 해 4월 24일에는 군종후원회 창립 20주년 기념 및 제7회 회원의 날 행사가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개최되었다. 본래 창립 기념행사는 1월에, 전국 지부총회는 2월에 각각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2월에 있을 정명조 주교의 주교 서품 및 군종교구장 취임행사 후에 개최하기로 하고 3월과 4월에 각각 개최하게 

된 것이다.

회원의 날 행사는 1984년 당시 지도신부인 이종남 신부가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성당 주임으로 보임되어 있으면

서 이종남 신부의 제안으로 회원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화랑대성당으로 초청하여 1일 피정 및 학교견학 행

사를 가졌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88년 제5회까지 실시해 오다가 교통편과 부대 출입절차 이행 등의 불편으로 

1989년 2월 18일 제6회 때부터는 ‘회원의 날’로 개칭하고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행사를 갖게 되었다. 이 행사가 시

작된 후 부산지부에서는 1988년 10월 첫 회원 1일 피정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고, 1999년부터는 부

산에서도 ‘회원의 날’로 개칭했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도 초기에 1만여 회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거의 3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실질

적으로 꾸준히 회비를 납입하는 회원은 약 50%에 불과하고 기타 회원은 간헐적으로 내거나 1회성 회원도 적지 

않다. 이관진 회장은 회장직을 맡은 다음해인 1988년에 2명의 직원만으로는 기본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벅찬데 회

원관리 및 우편물 발송준비를 수기로 하는 것은 비합리적임을 지적하면서, 회원관리의 전산화를 서두르게 되었다. 

장비구입 및 제안서 작성, 프로그램 계획착수 및 제작, 회원 자료 입력 등의 준비 작업을 거쳐 1989년 정상운영을 

개시함으로써 회원관리, 회비수납, 우편물 발송을 위한 주소 인쇄 등의 업무가 전산화되었다. 전산화 이후에는 중

단자에 대한 꾸준한 홍보 안내 및 우편물 반송자에 대한 전화 확인 등의 관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다. 그

리고 회비납부의 편의를 위해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 1986년에는 은행지로를 개설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1997년부

터는 은행 자동이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관진 회장이 취임 후에는 후원사업의 성격도 점차 변화가 있었다, 1988년부터 해군 함상 근무자들을 위해 함

상용 공소함이 지원되기도 하였고, 1974~1975년 중 지원된 이후 처음으로 전방 철책사단의 군종신부를 위해 

1990~1994년에는 연차적으로 12대의 지프차가 지원되었으며, 1993~1997년에는 장병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영상장비 63대가 지원되어 군종신부가 있는 대부분의 군인성당에 보내졌다. 1980년 후반기부터 1990년대에

는 군성당 신축사업도 많았지만 계획 및 비계획 공소 신·개축사업도 많아 신·개축 지원비보다 내부비품을 지원

하기에도 벅찰 정도였다, 1995년부터는 서울지부에 요청된 지원요청 사항이 과중하게 부담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대구와 부산에 분담지원 의뢰를 한 것도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처음으로 부산지부에서는 육군 태풍공소

를, 대구지부에서는 육군 남천공소 및 충성공소를 신축 지원하는 등 관할구역의 부대에 대해 시설을 신축 지원할 

정도로 발전하였다.

공소가 증가함에 따라 오르간 지원 요청이 급증하자 예산확보가 어려워 관할 군종신부를 통해 오르간 대신에 

314대의 기타를 구입하여 지원하기도 했으며, 군종병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40여 대의 자전거를 보내기도 했다. 

또한 1993~1994년에는 고장 난 온풍기를 갖고 있는 군 성당을 포함하여 그동안 새로 증가된 공소 중 난로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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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곳을 위해 60여 대의 온풍기를 보냈고, 도금이 벗겨진 군인성당의 전례용품을 모아 도금을 하여 재활용

하도록 하는 등 후원범위가 날로 커져갔다.

(5) 도약기(2000년~현재)

후원회의 역할이 늘어남과 함께 2000년대에 접어들어 2002년에는 청주지부와 인천지부, 이후에 수원·의정

부·광주지부가 발족되면서 전국적으로 총 10개 지부가 활동하게 되었다. 각 지부들 간에 소통 및 교류, 사업보고 

등을 위하여 매년 2월에 전국총회를 개최하고 이때 지부를 선정하여 해당 연도에 부대방문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였다.

군인성당 건립 및 보수사업도 꾸준히 진행되어 군인들이 마음의 안식을 얻는 보금자리가 하나둘씩 늘어나 현재 

착공 중인 ‘JSA성당’까지 100여 개 이상의 크고 작은 성당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기존에 정착되어 있던 활동

들을 좀 더 보완하여 후원회의 기틀이 되고 있다. 매월 첫째 월요일마다 후원회원 및 일반신자를 대상으로 봉헌되

는 월례미사 때에는 미사 전 지회장단 회의를 통해 현장과 교류하고 내방 회비를 수납하며 군종신부가 현장의 이

야기를 강의로 전달하고 있다.

2017년 제50회를 맞이한 ‘군인주일’에는, 사전에 군종신부 파견 본당을 섭외하고 봉사자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효과적인 진행을 통한 후원회원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후 영명 축일카드 발송·소식지 『등불』 발송·

감사 선물을 보내는 등의 회원관리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각 지부 간의 긴밀한 연계의 필요성이 커짐으로써 2013년에 제15대 담당신부로 위촉

되어 현재까지 후원회를 맡고 있는 이성운(미카엘) 신부와 2014년에 위촉된 김진택(토마스 아퀴나스) 현재 회장은 전

산업무 체계개편을 진행하였다. 그 시작으로 홈페이지를 보다 직관적이고 간편한 인터페이스를 갖춘 형태로 전환

하였고, 기존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웹 프로그램 형태로 변경하여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각 지부의 프로그램을 일원

화하고 연계함으로써 통합적인 운영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1985년부터 2005년까지 20년간 군종사제로서 군선교와 군사목을 위해 헌신하였고 누구보다 큰 애정과 열정으

로 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성운 신부는, 지부 담당신부들과의 간담회를 매년 실시하여 유대강화 및 의견 합치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더불어 전국총회에서만 잠시 교류할 수 있었던 직원들 간의 만남도 중앙회를 중심으

로 진행되는 전산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갖도록 다시금 초석을 다지며 씨앗을 뿌렸고, 이것이 열매

를 맺어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후원금 및 후원물품의 내역을 좀 더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유

지하기 위해 기존에 단식부기로 운영되던 회계처리 방식을 복식부기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배포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맞춰 도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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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대 총재 주교, 지도신부, 회장단

(1) 총재 주교

대수 이름(세례명) 재임 기간

초대 지학순(다니엘) 주교 1969. 10.~1972. 2.

2대 김수환(스테파노) 주교 1972. 2.~1978. 4.

3대 감남수(안젤로) 주교 1978. 5.~1984. 12.

4대 경갑룡(요셉) 주교 1985. 1.~1990. 2.

5대 정병조(아우구스티노) 주교 1990. 2.~1998. 12.

직무대행 박성대(세례자 요한) 신부 1998. 12.~1999. 12.

6대 이기헌(베드로) 주교 1999. 12.~2010. 9.

7대 유수일(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 2010. 9~현재

(2) 역대 지도신부

대수 이름(세례명) 재임 기간 비고

초대 박춘식(야고보) 1969. 12.~1971. 8.

현역 군종신부

2대 홍준표(베드로) 1971. 8.~1972. 9.

3대 황익성(아우구스티노) 1972. 9.~1974. 7.

4대 서정덕(알렉산델) 1974. 7.~1975. 9.

5대 김계춘(도미니코) 1975. 10.~1978. 1.

6대 이수일(젤라시오) 1978. 2.~1979. 1.

7대 조원행(야고보) 1979. 2.~1980. 9.

8대 조용걸(아우구스티노) 1981. 1.~1983. 1.

9대 이억민(바오로) 1983. 1.~1984. 1.

10대 이종남(라이문도) 1984. 1.~1987. 9.

11대 김계춘(도미니코) 1987. 10.~1988. 2. 군종신부단 총대리

12대 서유석(사도 요한) 1988. 2.~1988. 11. 현역 군종신부

13대 조순창(가시미로) 1988. 11.~2006. 12. 최초 민간 신부 영입

14대 윤병길(세례자 요한) 2007. 1.~2013. 1. 민간 신부

15대 이성운(미카엘) 2013. 2.~현재 압구정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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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대 회장

대수 이름(세례명) 재임 기간

초대 민병권(프란치스코) 1970. 1.~1971. 9.

2대 장덕진(요한) 1971. 9.~1973. 12.

3대 김광석(루카) 1973. 12.~1975. 12.

4대 공덕종(바오로) 1976. 1.~1987. 3.

5대 이관진(베드로) 1987. 4.~ 2006. 12.

6대 도일규(안드레아) 2007. 1.~ 2009. 4.

7대 서만규(베드로) 2009. 12.~ 2014. 3.

8대 김진택(토마스 아퀴나스) 2014. 4.~현재

(4) 총무 수녀

샬트로 성 바오로 수녀회 (1971. 3.~1988. 2.)

부산 성 베네딕도 수녀회 (1988. 9.~현재)

(5) 각 지부의 현 회장 및 지도신부와 소재지

지부 회장 지도신부 소재지

서울 김진택(토마스 아퀴나스) 이성운(미카엘)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602호

☎ (02) 776-0457

대구 박상범(시몬) 이수승(요셉)
대구시 중구 남산로4길 112, 대구대교구청 내

☎ (053) 256-0815

부산 손완호(미카엘) 김기태(세례자 요한)
부산시 중구 중구로 71, 가톨릭센터 6층

☎ (051) 751-3610

마산 김석현(F. 하비에르) 노중래(비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마산교구청 507호

☎ (055) 247-3058

수원 문상운(알베르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39, 수원교구청 내

☎ (031) 255-0942

인천 여동춘(F. 하비에르) 김현수(토마스)
인천시 중구 우현로 50번길 2, 인천교구청 내

☎ (032) 765-6920

전주 송종헌(요셉) 김대영(베드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40, 가톨릭센터 내

☎ (063) 283-7665

청주 구본원(이냐시오) 성완해(안토니오)
충북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22번길 12, 내덕동성당 내

☎ (043) 255-7787

의정부 김철원(안드레아) 정재웅(마티아)
경기도 파주시 한마음1길 12, 금촌 이동성당 내

☎ (031) 942-3444

광주 고문희(포카스) 이종희(사도 요한)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980, 광주대교구 사무처

☎ (062) 380-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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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

(C.W.M  : Christian Worker Movement)

1. 개  황

•소재지 : (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95 노동사목회관 5층

•Tel (02) 953-0393 / Fax (02) 924-6252

•설립 연월일 : 1964년 5월 9일

•주교회의 인준일 : 2011년 3월

•회장 : 남명수(임마누엘)

•담당사제 : 정수용(이냐시오)

2. 장년회 약사 및 주요 활동

• 1964. 3. 17 가톨릭노동장년회 국제본부 정회원국 승인

• 1970. 9. 가톨릭노동장년회 가정운동(MOFC), 국제가톨릭노동기구(MMTC)와 연대

 가톨릭노동장년회 전국연합회 발족, 가톨릭노동장년회 명칭 변경

• 2010. 서울대교구, 대구대교구, 마산교구, 인천교구, 대전교구 회원들이 각 교구의 

 특성에 따라 월 1회 회합하고, 분기별로 각 교구 대표들이 교류

• 2014. 5. 11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 설립 50주년기념행사

 • 4년마다 국제 총회와 교류회를 통하여 회원국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연대 활동

 • 2년마다 동아시아 회의를 통하여 회원들이 친교하고 연대 활동

 • 교황청이 승인한 국제 단체로 현재 63개국의 회원들이 활동

1) 목적과 정신

①가톨릭 사도직 액션단체이다 : 가톨릭노동장년회(이하 ‘가노장’)의 첫 번째 성격은 그리스도인의 성격이다. 가노

장의 모든 회원들은 가톨릭 신자로서 또는 신자가 아니더라도 가톨릭 정신에 따라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복

음정신(가톨릭 사회회칙)에 따라서 활동하는 단체이다.

②노동 형제들에게 봉사하는 운동체이다 :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신 바와 같이 가노장 회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노동 형제들의 삶을 개선하는 활동에 함께하는 운동체이다. 

③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 “노동자 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는 황금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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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라고 카르데인 추기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대를 제대로” 노동현장의 노동자 들과 함께 주위환경을 변화

시키고 각 개인의 노동자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한다. 

④ 노동계의 복음화에 참여한다 :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노동 형제와 이웃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

거하며 현장 안의 사도로서 복음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⑤ 부부가 함께하는 모임이다 : 혼인성사를 통해 하나가 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기도하므로 건강한 

가정과 이웃들에게 삶의 모범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봉헌한다.

2) 서울대교구와 함께한 가톨릭노동장년회의 발족

가톨릭노동청년회(이하 ‘가노청’) 안에서 양성된 회원들이 가노청를 떠나 적절하게 활동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흩

어졌다. 노동계의 인간화와 복음화는 청소년이나 청년들만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노동자들이 전 생애

를 바쳐 이룩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노청 활동 이후에 장년 노동자들이 가노청의 정신을 중단 없이 구현할 수 있

는 조직이 필요한데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가노청이 급속히 확산되어 혼인 또는 30세가 넘는 회원들이 계

속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노동가정운동’(MOFC : Mouvement due Ouvrier Familial 

Coréen)을 발족하였다.

1963년 12월 14일 가톨릭 여학생관에서 박성종(프란치스코) 신부·이 바오로·송 프란치스카 등이 ‘성인 가톨릭

노동청년회’ 예비회합 개최 준비를 하고, 12월 28일에 가노청 투사로서 혼인한 이 바오로·이 로사·엄 클레멘

스·송 프란치스카·한 루카 등이 박성종 신부와 함께 성인 가톨릭노동청년회 예비회합을 개최하여 회장에 이 바

오로, 서기에 송 프란치스카를 선임하였다. 이어 1964년 1월 18일 오후 6시 30분에 ‘성인 가톨릭노동청년회’ 발족 

미사를 박성종 신부 집전으로 봉헌하고 제1차 회합을 거행함으로써 이 땅에 ‘가톨릭노동장년회’가 시작되었다.

같은 해 3월 7일 제3차 회합에서 성인 가톨릭노동청년회에 영양관리부와 혼배 상담부를 설치하고, 영양관리부 

책임자로 차상범(아타나시오)을 선임하였다. 이들의 헌신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5월 9일 ‘한국 가톨릭 서울대교구 노

동장년회’(회장 : 정남대)를 발족하게 되었다. 5월 22일에는 출판위원회를 조직하여 가노장의 교육과 홍보 자료를 

체계적으로 출판하고자 하였다. 그 해 11월 15일에 6개 가정이 박성종 지도신부와 함께 대방동에서 요셉 팀을 발

족하였고, 1965년에는 명동 본부를 중심으로 카르딘팀을 발족하였다.

1966년 3월 17일 명동 사제관에서 서울에 있는 4개 팀 50명(남성 22명, 여성 28명)의 회원들이 제1회 서울대교구

연합회 총회를 개최하여 최동진(유베날리스)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지도신부에 박성종 신부를 추대하여 ‘국제가톨릭

노동장년회 연합’(MMTC : Mouvement Mondial des Travailleurs Chrétiennes)의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그 해에 회

원 5명이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의 교육 과정을 수료한 이래 회원들이 이 과정의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

여 이론 무장도 열심히 하였다.

1967년 1월 1일 분유팀, 4월 30일 당산동팀, 5월 28일 영등포전화국 중심의 전화국팀, 같은 해에 대방동 중심의 

등대팀, 상도동 중심의 지평팀 등이 뒤를 이었다. 1968년 5월에는 신당동 중심의 금성팀, 10월 27일 신당동 예비 

팀인 샛별팀, 10월 28일 도림동 중심의 복자팀, 장충동 본부 중심의 사랑의 모임, 구로동 중심의 한 뿌리 모임, 돈

암동 예비 팀인 도토리팀, 1969년 용산 중심의 예비 팀인 바오로팀, 1970년 도림동 중심의 도림동팀 등으로 이어

졌다. 그러나 1970년대 초기에 들어 활동이 중지되었다.

이후 서울대교구 가톨릭노동장년회가 재발족하게 되었다. 1972년 2월 18일 도시산업사목연구회 위원장 도요안 



390

 한국평협 50년사

신부가 옛 가노청 회원들로 2개 팀을 구성하고, 가노장를 재발족하여 김종덕(미카엘)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초대 지

도신부를 맡았다. 10월 18일 서울대교구 도시산업연구회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사제들만 연구회 회원이 

될 수 있던 것을 평신도와 수녀, 신학생까지 확장되자 가톨노장의 임원 또는 실무 지도자 가운데 2명을 회원으로 

참석하도록 결정하였다. 1973년 10월 9일 분도회관에서 개최된 제1회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전국 회

장 이진엽(요셉)이 가노장을 소개하였다.

가노장은 1969년부터 가정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1972년부터 노동운동으로 전환했으며, ‘가톨릭노동운동연합회’

의 성격을 제시하고, 현재 대구·부산·전주·서울·대전 등지에서 그룹이 형성되어 활동하였다. 현재 활동의 문

제로 구성원이 가노청을 했던 사람들로만 구성되고, 매월 4회 정기모임을 할 수 없으며, 팀이 생겼을 때 활동방향

과 내용이 문제가 되며,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기성세대와 현격한 사고의 차이, 구조화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즉 

가노청 투사나 청년들로서는 아직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제연맹에 4년 전 정식으로 가입

하였으나, 가노장의 활동은 미약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육체노동자들과 노동계에 종사한 사람들, 특별히 노동계를 

개선시키려는 노동조합·신용조합 등의 구조에 있는 정신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 총회에서 도

시산업사목위원회의 기능·방향·조직·상호이해와 협력 등에 대한 종합 토의와 발표를 통하여 도시산업사목위

원회 위원들에게 기대하는 상호이해와 협력 문제로 연구·조정·재정 등 3가지를 도출하였는데, 가노장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정 기능으로 가노장을 비롯한 도시산업사목위원회에 들어 있는 각 단체들을 조화 있게 조정함으로써 성숙하

게 발전하도록 뒷받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가노장은 직장이나 노동자 중심으로, 특히 막벌이 노동자도 조직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 달에 적어도 2~3번 정기모임을 개최하고자 노력했으며, 회지를 발간하여 정보

를 교류하면서 상호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노동계의 복음화와 노동자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활동하였고, 2014년 가노장 설립 50주년을 맞아 5월 11일 ‘역사의 50년, 희망의 50년’이라는 주제로 설립 50주년 

행사를 살레시오 관구관 7층에서 유경촌 주교(서울대교구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 주례로 기념미사를 봉헌하고, 음

식 나눔과 다채로운 축하 공연 등을 하였다.

2015년부터 매년 10월 7일에는 ‘양질의 노동의 날 캠페인’을 열어 각 교구별 상황에 맞게 동시 진행되는 캠페인

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은 모든 이가 인간 존엄성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노동, 사회보장이 동반되는 노동, 안전한 

노동, 은퇴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노동, 삶을 풍요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노동,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는 노동,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노동,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임금을 받는 노동이라는 캠페인 문구로 진행하고 있다. 

‘양질의 노동’은 국제노동기구(ILO)가 100년 전 창설된 이래로 다루어 온 중요한 주제입니다. 양질의 노

동은 전 세계 빈곤 감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UN은 양질의 노동을‘2030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SDGs)’중 하나의 목표로 포함시켰습니다. 국제가톨릭노동장년회는 10월 7일‘세계 양질의 노동의 날’을 기

념하는 국제노동조합연맹(ITUC)의 계획에 동참합니다(국제가톨릭노동장년회 세계 양질의 노동의 날 메시지 중에서).

또한 평신도 동반자 양성 교육을 2018년 6월부터 매월 셋째 주 일요일 노량진에 있는 가노청 본부에서 12차로 

실시할 예정이다. 가노장은 사회라는 혼탁한 물 안에 있는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회라는 혼탁한 물 자체를 

바꾸어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관찰·판단·실천’이라는 고유한 3단계의 방법을 실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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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고, 가노장 회합은 바로 하느님의 정신을 배우는 곳이며, 함께 실천한 것을 나누고 다시 힘을 얻어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곳이다.

3) 지방교구 가톨릭노동장년회 활동

(1) 부산교구

1968년 2월 25일 부산교구 신촌성당에서 지도신부인 반 굴리엘모 신부와 고 요한 신부 그리고 8명의 회원이 모

여 ‘노동자의 구원은 지금부터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규약 심의와 신규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회장 김

상원(아우구스티노), 남자 부회장 김기준(마리아), 여자 부회장 주순자(카리타스) 등의 임원을 선임함으로써 부산교구 

가톨릭노동장년회가 설립되었다. 

전주교구는 전국연합회가 결성된 뒤인 1968년 11월 10일에 발족되었고, 인천교구(회장 : 이동창, 지도신부 : 남 아르

투로)는 1969년에 10개 가정이 바다의 별팀을 설립하였다

(2) 대구대교구

1968년 3월 1일 쌍상회팀으로 시작되었다가 1976년 7월 10일 박학생(레오) 초대 회장과 정재완(니콜라오) 지도신

부의 활동으로 대구대교구가 재발족되었다. 1989년 12월 19일 정기총회에서 회장 신현길(이냐시오), 임원 배병탁(

치프리아노)·김정일(스테파노), 총무 권정수(필립보) 등이 선출되었고, 1990년 9월 18일 정기총회에서는 회장 신현

길, 총무 박상태(미카엘)가 선출되었으며, 1991년 10월 15일에는 회장 김재규(요한), 총무 금선해(이냐시오)가 각각 

선출되었다.

1993년 4월 1일에는 대구대교구 윤일팀에 소속되어 있던 50세 이상의 삼덕본당 가노청 출신 회원들을 주축으로 

삼덕회를 발족하였다. 10월에 신윤일팀을 윤일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0월 8일에는 일본가톨릭노동장년회

(ACO)의 가모쇼코(加茂章子)·미우라 사토코(三浦智子) 등이 대구대교구 가노장을 방문하였다. 10월 13일 정기총회

를 개최하여 회장 김정오(아우구스티노), 총무 금선해를 선출하였다.

1995년 3월 19일 여성교육관에서 20명이 피정을 하였고, 6월 16일에는 근로자회관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현재

와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된 심포지엄에 참석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주한 필리핀대사관 노무참사관의 발제 

강연, 필리핀·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 등 3개국의 근로자들과 대구노동청 노무담당관, 대학 교수 등이 배심 토

론을 하였다. 7월 10일에는 30명이 근로자회관에 모여 설립 19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하였다. 담당사제를 대신하여 

사할린의 야고보본당 주임인 원유술(야고보) 신부가 미사를 집전하였는데, 시베리아에서 벌목공으로 일하다가 원 

신부의 도움으로 귀순한 북한 벌목공이 동참하였다. 9월 24일은 각 팀별로 한티성지에서 개최된 교구 순교자 현양

대회에 참가하고 순례하였다.

1996년 2월 13일자로 박창호(요셉) 신부가 근로자회관장 겸 담당사제로 임명되었다. 7월 8일에는 역대 가노청 

모임인 ‘까르딘 모임’ 준비위원회 발족 모임에 참석하고, 10월 13일 근로자회관에서 120명이 가노청 선후배 모임

의 장인 ‘까르딘 모임’ 창립대회를 거행하였다. 8월 4일에는 가노장 사무실을 대안동 신사옥으로 이전하여 가노청 

사무실과 병합하였다.

1997년 4월 13일 대구대교구 가노장 회장 금선해·총무 김정오, 마산교구 김진식 회장·부회장·총무, 부산교

구 권영근 회장·서정구 총무 등이 마산교구 가노장 회장 자택에 모여 활동이 침체된 마산교구와 교구로부터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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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가능성이 있는 부산교구의 현안 문제들과 함께 연중행사로 치르고 있는 대구관구 체육대회에 대한 의견을 교환

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해 어려움을 같이 나눔으로써 힘과 용기를 얻는 기회로 삼고, 대구관구 대표

자 모임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1999년 4월 18일 대구관구 체육대회를 등반대회로 변경하여 진해 풍호산을 등반하였는데, 대구대교구 가노장 

회원 13명이 참석하였다. 7월 25일 회원 20명이 유스티노성당에서 설립 23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하면서 외국인 노

동자 150여 명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였고, 9월 6~10일에는 대구대교구 담당사제가 일본 동반자 모임에 참석하

였다.

2000년 이후부터는 활발하게 활동했던 회원들이 몇 명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꾸준히 가노장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마산교구

1977년 7월 23일 마산교구 진해지역회의 활동으로 시작하여 임시 회장으로 정 토마스, 재무 김 페르디난도가 

맡았다. 10월 15일 창립총회에 이어 1979년 10월 2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1982년 2월 3일 정식으로 발족하

게 되면서 12월05일 교구 인준을 받았다. 

1988년 12월 4일 제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제4대 회장 정동화(토마스), 부회장 장세곤(로베르토)·정경순(모니

카), 총무 강신문(요셉), 재무 한승식(미카엘), 홍보 안재석(비오) 등을 선임하였다. 당시 마산교구 회원 현황은 진해

지역회 3개 팀 34명, 창원지역회 4개 팀 42명, 마산지역회 2개 팀 16명 등 총 92명이었다. 1989년 3월 교구 담당

으로 임상엽(마르코) 신부가 임명되었다. 1989년 12월 10일 제7회 정기총회 당시 현황은 진해지구 3개 팀 38명, 반

송지구 4개 팀 32명, 마산지구 2개 팀 16명, 사파지구 2개 팀 16명 등 총 102명이었다. 1990년 9월에는 제4대 담

당사제로 조재영(안드레아) 신부가 임명되었다. 11월 18일 제8회 정기총회 당시 현황은 진해지구 3개 팀 38명, 마산

지구 2개 팀 18명, 사파지구 1개 팀 10명 등 총 66명이었다.

1990년 11월 18일 제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장 한승식(미카엘), 부회장 김명재(클레멘스)·박춘자(프란치스카), 

총무 이봉헌(힐베스테르), 홍보 박무호(세노) 등을 선임하였다. 총회 당시 진해지역회 38명, 반송지역회 18명, 사파

지역회 18명 등 총 74명이었고, 1991년 11월 17일 제9회 정기총회를 개최할 때는 진해지역회 42명, 마산지역회 

20명, 사파지역회 18명 등 총 80명이었다. 1992년 11월 21일 제1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장 김명재(클레멘스), 

부회장 장세곤(로베르토)·고수인(레지나), 총무 강신문(요셉), 재무 김진식(미카엘), 홍보 진금숙(토마스) 등을 선임하

였다. 이때 회원 현황은 진해지역회 40명, 마산지역회 19명, 사파지역회 18명 등 총 77명이었다.

1995년 12월 16일 제13회 정기총회에서 회장 임홍길(베드로), 부회장 고수인(레지나)·김성갑(사도 요한), 총무 박

무호(세바스티아노), 재무 박기태(요한) 등을 선임하였다. 당시 회원 현황은 진해지역회 44명, 마/창지역회 29명 등 

총 73명이었다. 1997년 2월 22일 제14회 정기총회에서 회장 김진식(미카엘), 부회장 김성갑(사도 요한), 총무 김성

태(빈첸시오), 재무 김미숙(메틸다), 홍보 고수인(레지나) 등을 선임하였다. 8월에 제7대 담당으로 곽준석(요셉) 신부가 

임명되었고, 12월 6일 제15회 정기총회에서는 기존 임원들이 재선임되었다. 1998년 11월 28일 제16회 정기총회에

서 회장 김성태(빈첸시오), 부회장 지경도(요셉), 총무 한춘자(스테파니아), 재무 고수인(레지나), 홍보 한춘자(스테파니

아, 겸직) 등을 선임하였다. 1999년 12월 18일 제17회 정기총회에서는 기존 임원이 재선임되었다.

진해지역회는 1988년 10월 29일에 제11회 정기총회를, 1989년 10월 28일에 제1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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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반 아우구스티노, 부회장 이 루도비코, 재무 이 예로니모 등을 선임하였다. 

(4) 인천교구

1969년에 10개 가정으로 ‘바다의 별팀’을 발족함으로써 가노장 활동이 시작된 인천교구는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

개하지 못하였다. 1982년에 이진엽 등의 노력으로 활동이 재개되고 교구로부터 인준까지 받았으나, 다시 침체 상

태가 되었다.

1988년 프라도 수녀회의 강 엘리사벳 수녀가 송림동본당에서 예비신자 교리를 하였는데, 강 수녀로부터 교리공

부를 하고 세례를 받은 3명의 여성 신자들이 1990년에 강 수녀의 지도로 가노장의 정신으로 팀 회합(바우팀)을 시

작하였다. 그러나 강영자(엘리사벳) 수녀가 대전교구 공주로 인사 이동된 이후 팀이 해체되고 말았다. 1991년 4월에

도 주안5동본당 예비 팀 모임을 시작했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같은 해 6월 인천교구 가노장 팀

장 모임을 개최하였다. 7월에는 강원도 고한 탄광촌에서 광부로 일하다가 석남동으로 이주한 몇 가정이 작은형제

회 소속 문요섭(Mugúzur, 요셉, 스페인 출신) 본당신부의 요청으로 ‘석탄팀’을 발족하고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유보순(마리아) 수녀가 동반하였다. 12월에는 역곡2동본당에 정식으로 복사골팀이 발족되었다.

1993년 1월 1일 교구장 신년인사 겸 인준과 가노장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김종훈(베드로)과 회원 7명이 부평

2동본당 주임신부를 방문하였다. 이어 1월 8일에 김종훈, 이경선(이레나) 등이 인천교구 총대리 이학노(요셉) 신부

를 방문하여 인준 서류 문제와 교구에서 생각하는 가노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이학노 신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준보다는 팀 운영이 잘되어야 하며, 인준하기에 팀이 아직 미비하다. 그리고 먼저 인

원을 보충하고 내실을 튼튼하게 하여야 한다. 둘째, 인준에 필요한 서류는 회칙 1부, 팀 활동 방법 1부(팀 회의록), 

사업안 등이었다. 3월 13일 인천교구로부터 정식 사도직 단체로 인준되었다. 5월 1일 부평2동성당에서 봉헌된 가

노장 교구 인준 미사에는 35명이 참례하였으며, 오후 8시에는 담당신부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1994년 1월 석남동본당 4가정으로 늘푸른나무팀을 발족하였고, 5월에는 ‘참빛팀’에서 분리된 신천동본당 4가정

으로 발족하였다. 11월에는 송림동본당 예비 팀인 비둘기팀(팀장 : 이진영 모세, 동반 : 김일회 빈첸시오 신부)이 발족되

었다. 12월 4일 제3차 정기총회에서는 1994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199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과 

함께 회장 임인식(아우구스티노), 부회장 허창섭(즈카르야) 등 새 임원을 선출하였다. 1995년 만수동본당의 예비 팀 

모임이 결국 해체되었고, 부천 중동본당에 ‘반달팀’이 발족되고, 새 담당사제로 이용길(세례자 요한) 신부가 임명되

었다. 9월 20일 제8차 팀장 회의를 개최하여 총무 강형길의 입건 문제에 대해서 각 팀별로 위로금을 갹출하고, 연

합회의 나갈 방향과 회원 교육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0월 8일 제9차 팀장 회의에서는 역곡2동본당의 복사골팀을 

해체하기로 결정하였다. 1996년 6월에는 아궁이팀을 민들레팀으로 재구성하였다.

2000년에 접어들면서 프라도 수녀회의 박순애(아나스타시아) 수녀는 가노청 활동을 했던 장년들을 중심으로 태백

팀과 누룩팀을 조직해 동반하였다. 시흥동팀이 촛불팀으로 부활하였고, 2001년 부활팀이 조직되었고 점차 인천교

구의 가노장 조직이 안정되면서 김일회(빈첸시오) 신부가 교구 지도사제로 임명되고 노동사목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가노장도 교구 안에서 평신도 사도직 단체로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2003년에는 부천지역 가노청(J.O.C) 출신들

을 중심으로 나누리팀이 발족되어 조직이 활성화되었고, 조직 확장위원을 중심으로 한 임원들의 활동으로 2009년

에는 담쟁이팀이 발족되었다. 2011년에는 부천지역 두 번째 팀인 실로암팀이 발족되어 현재 6개 팀 40여 명의 회

원과 일반회원 3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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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인천교구 가톨릭노동장년회는 동반사제 김윤석(바오로) 신부와 정연수(안나) 수녀, 회장 이현숙(스콜라스티

카) 외 임원들을 중심으로 매년 사업계획 수립, 월별 미사 봉헌과 함께 연대의 폭도 넓혀가고 있다.

(5) 대전교구

1982년 3월 신탄진팀으로 발족하여 동반사제 조장윤(베르나르도) 신부와 회원들이 활동하였으며, 2008년 12월 

27일 박순애(아나스타시아) 수녀 동반으로 가노청 출신의 회원 5명이 대전교구 주교좌 대흥동성당 첫 팀으로 재발

족했다. 가노청 50주년에 참석하고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와 박순애 수녀와 함께 시작하게 되었다. 

2009년 10월 무지개팀 야유회 및 부부팀으로 재구성되었고, 2010년 1월 해바라기팀(6명) 발족, 2010년 5월 교정

사목 전담사제인 강창원(마르티노) 신부가 담당사제로 임명되었으며, 2012년 5월 담당사제 변경으로 직장직종 전

담사제인 김대건(베드로) 신부로 바뀌어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2012년 6월 대전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로 인준을 

받았으며, 2012년 10월 공주 알밤팀이 첫 모임을 가졌다. 원로 사목자인 김기룡(사도 요한) 신부의 동반 이후 지금 

현재 김대건 동반사제와 함께 회원 15명이 활동하고 있다.

4) 전국연합회 결성

서울을 비롯한 여러 교구에 가톨릭노동장년회가 설립되자 회원들은 1964년 10월 1일 지역 연합회 결성하였고, 

1968년 3월 17일부터 전국연합회 발족을 준비하였다. 이어 3월 23~24일과 6월에 ‘가톨릭노동장년회 전국연합회’ 

발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8월 17일 오전에 가톨릭 여학생관에서 

연구회를 개최하고, 각 교구의 현황을 보고하였다. 연구회의 주제로 MOFC(한국노동가정운동) 운영 문제, MOFC의 

활동과 신앙생활이 실제 생활에 부닥치는 문제, 지도자 양성, 세미나 개최(교육 문제, 노조 문제) 등 MOFC 회합 때

의 외교인과 혼성 팀 문제 등을 주제로 채택하였다.

오후에는 제1차 전국평의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①개회선언, ②기도문, 복음 낭독, 주교 증거

자 공통 미사, ③회의 순서 통화, ④연혁 및 업무 보고, ⑤회칙 심의, ⑥임원 선출, ⑦연간 프로그램 통과, ⑧예산

안 심의 통과, ⑨대회 선언문 채택, ⑩메시지 채택. 서울대교구에서 회장 대리로 김 미카엘·홍 빈첸시오·이 티

모테오·정남대(요엘)·천정자(바르바라) 등이 참석하였고, 부산교구 김 아우구스티노·김기준(마티아), 대구대교

구 박학생(레오) 회장·이경석(안스가리오)·김 요안나, 수원교구 유세호(프란치스코) 회장·이덕민(사도 요한), 대전교

구 허용순(베드로) 회장·이선덕(크리스티나) 부회장·김선묵(아우구스티노), 원주교구 장일순(사도 요한) 등이 참석하

였다.

1970년 9월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전국연합회’가 발족되면서 강령과 회칙을 제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5) 국제 교류

민주화 바람이 강하던 1987년 9월 국제가톨릭노동장년회 담당사제가 우리나라를 방문하였고, 다음해인 1988년 

9월에도 국제가톨릭노동장년회 동반사제가 방문하였다. 이후 가노장은 정기적인 국제회의, 동아시아 모임 등에 

참석했을 뿐 아니라 국제 교류를 적극 행하였다.

(1) 국제 총회

①1988년 스페인 국제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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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4월 25일~5월 6일 스페인에서 열린 가노장 국제 총회에 한국 대표 2명이 참석하였다. 이 총회에서 한

국의 노동 상황과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고하기 위해 설문지를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이에 대한 답변들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만들었다. 국제 총회의 주제는 ‘조각난 사회’로, 불안정한 직업과 실업에 대하여 서로 토의하였다. 각 나

라들이 제출한 가노장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동반사제들이 부족하지만 평신도들이 양성되도록 영적인 부분

을 많이 도와주고 복음에 바탕을 두고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가노장 활동이 운동화되는 나라도 볼 수 있었

는데, 이들에게는 복음적 활동이 전혀 없어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노출되었다. 한국 대표단은 총회 폐막 이후 5월 

20일까지 프랑스를 방문하였다.

②1992년 프랑스 국제 총회

제7차 가노장 국제총회가 1992년 5월 17~29일 프랑스 리옹(Lyon)에서 전 세계 총 43개국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

데 개최되었다. 한국 가노장은 이 총회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로 회원들에게 배포하여 작성한 설문지를 토대로 보

고하였다.

이 총회에 앞서 5월 17~18일 양일간 대륙별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각 나라의 노동계와 정치·경제 상황을 소개

하고 대륙의 공통 상황을 찾아내었다. 동남아시아 대륙회의에는 한국, 일본, 타이완, 싱가포르, 스리랑카, 인도, 

네팔 등이 참석하였다. 이어 5월 19~23일에는 국제 교류 회의를 개최하여 각 나라와 대륙의 상황을 나누고 가장 

우선적인 상황들을 찾아내었다. 또 다른 현상은 각처에서 이주자와 이민자들을 발생시켰는데, 가장 큰 희생자들은 

부녀자와 어린이들이었다. 많은 나라들의 외채는 국민들을 위한 발전기금보다는 민중을 탄압하는 독재자들의 체

제유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외채 상환 부담은 그 나라의 경제를 더욱 약화시키고 국민들을 빈곤상태에 머

무르게 만들었다.

한국 대표들은 총회 참석 이후 포르투갈을 방문하여 가노장과 노동 현황을 시찰하였다. 한편, 이 총회에서는 한

국 가노장 담당사제를 역임하던 파리외방전교회 홍세안(M. Roncin, 미카엘) 신부가 세계가톨릭릭노동장년회 지도신

부로 임명되었다.

③1996년 포르투갈 국제 총회

1996년 5월 5~17일 포르투갈 포르트(Port)에서 ‘국제 연대 토론회’ 형식으로 국제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국제 

총회에는 서울대교구 김주철(스테파노)과 대구대교구 곽정돈(요한)이 참석하였다. 2주 동안 개최된 회의 중 첫 주 동

안은 각 대륙과 지역 간의 나눔을 통해 그 지역에 사는 노동자들과 서민 대중들이 처한 상황과 그 사회에서 가노장

의 사명이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존엄성과 희망, 연대’라는 주제에 따라 세계 50여 가노장의 120여 대표들과 동반

사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어린이 노동, 이주 노동자, 노동 조건, 실업 및 불안정, 비정형 경제(행상 등) 5가지 주제로 

토론하였다.

④2000년 브라질 국제 총회

2000년 5월 브라질 상파울루(Sao Paulo)에서 ‘공정하고 좋은 환경이 지속되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개최된 

가노장 국제 총회에 전국 회장 금선해(이냐시오)와 부회장 고옥자(데레사), 통역으로 주수욱(베드로) 신부가 참가하

였다. 이 총회에는 35개국 120여 명의 공동체 대표가 참석하여 ‘연대를 통한 발전’이란 주제와 6개 항목의 부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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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삶과 노동, 문화, 시민사회, 소비자의 책임, 영성과 인권, 환경)를 기초로 대륙회의(5월 8일), 국제 세미나(5월 9~12일), 

현장체험(5월 13일), 자유 행사(5월 14일), 총회(5월 15~16일)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로써 국제가톨릭

노동장년회 4개년 계획 결의문을 도출하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처하는 방법을 대한 의견들을 나누고 예·결산 

보고와 회칙 수정, 각 대륙의 집행위원장·의장·국제 지도신부를 선출하였다.

세미나 기간 동안 신자유주의 체제가 자초한 위협들(금융투기자본에 의한 세계경제의 황폐화)이 세계화를 통하여 경

제 집중화를 초래하고, 경제 집중화는 소수에게 경제력이 집중되어 중산층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소외된 사람들

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킨다는 인식을 함께 하였다. 이로 인한 부채는 많은 나라

의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인간적 발전을 박탈한다고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제점과 어린이 노동, 여성의 노동착취 등이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

이 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할 수 있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하였다. 아울러 여성의 역할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⑤2004년 캐나다 국제 총회

2004년 5월 10~21일 캐나다 퀘벡(Quebec)에서 ‘새로운 사회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희망의 길을 열자’

라는 주제로 개최된 가톨릭노동장년회 국제 총회에 김병근(테오도로) 회장과 이종애(크리스티나), 통역으로 김효성

(젬마) 수녀가 참석하였다. 5월 10일 교류회, 5월 11~15일 국제 세미나에 이어 5월 16~17일 국제 총회를 개최하

여 결산보고와 임원·집행위원 선출, 최종 세미나 정리하여 결의안을 표결 처리하고 폐회 미사를 봉헌하였다. 5월 

20일에 국제 총회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회의를 마무리한 뒤 각국 대표들과 교류하였다.

국제 세미나 운동 발표와 실천 방안에 대한 토론을 종합하면서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첫째, 참

여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행동으로 부패에 대항한 투쟁, 평화를 위한 투쟁, 남녀의 평등을 위한 투쟁, 모든 노동자

들의 정보, 양성, 인권보호, 사회적 안정을 위한 투쟁에 동참한다. 둘째, 책임 있는 소비를 위해 행동함으로써 정

당한 경제체제를 설립하고, 자연자원을 보호한다. 셋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위해 더욱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

이면서 노동의 적당한 기구화의 형태를 위해 행동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조직화, 장기적 고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며, 노동의 협력기구 형태를 발전시키고, 노동과 가정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주는 정책을 수립

한다. 넷째, 경제·재정에 대하여 더욱 공정한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활동함으로써 대륙들이 일치하고 재정을 교

류하기 위하여 수고하여 국제적·대륙적·지역적·국가적·지방적인 차원에서 적용하기로 하였다.

⑥2017년 스페인 아빌라

이 국제 세미나와 총회의 주제는 ‘양질의 삶을 위한 땅, 지붕(#거주지, 집의 의미) 그리고 노동’으로 2017년 7월 

15~21일 스페인 아빌라(Avila)에서 개최되었다.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의 42개 단체에서 120명의 대표

가 참석했는데, 한국 가노장에서는 남명수(임마누엘) 전국회장과 서울대교구 김영남(마리아), 강 엘리사벳 동반수녀, 

동아시아 위원인 서순희(빅토리아), 통역으로 홍세안 신부 외 1명이 참석하였다.

우리는 실업, 양질의 일자리 부족, 노사관계(=노동관계)의 심각한 불안정이라는 현시대의 중요한 문제를 나

누었습니다. 이 모두는 아픔과 고통, 죽음, 연대의 부족, 절망, 전쟁, 폭력, 이민들을 발생하게 합니다.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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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은 노동권, 단체교섭, 사회적 권리, 노동자를 대변하고 보호하며 방어하는 것들을 약화시키며 삶의 빈곤

화, 비인간화, 노동의 불평등을 증가시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나이와 성별, 인종과 장소, 청년들과 여성

들, 어린이들(아동노동)에 관계없이 수많은 사람들과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제 안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식합니다. 우리는 역시 인간으로서의 신성한 존엄성을 위한 

투쟁을 이끌어가는 다른 주요 활동가들의 헌신에 의지합니다. 우리는 함께‘땅, 지붕 그리고 양질의 삶을 위

한 노동’이라는 슬로건을 나눕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작거나 크거나 관계없이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가

는 것을 계속하도록 격려하십니다. 국제가톨릭노동장년회는 다른 단체들과 협력하여 더욱 정의롭고 더욱 연

대하며 더 지속되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성장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국제 총회 최종 선언문 중에서)

(2) 동아시아 지역 교류

1998년 9월 17~23일 대구 가톨릭근로자회관에서 ‘이주노동자, 변형근로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6차 가노장 동

아시아 교류회에 한국 6명, 일본 6명, 타이완 6명, 국제본부 서기장 1명, 통역 8명, 봉사자 6명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2000년 9월 1~4일 일본에서 개최된 가노장 동아시아 대표자 회의에 김병근 회장이 참석하였다.

2002년 9월 26일~10월 1일 타이완 문취루에서 가노장 동아시아 교류회가 개최되었는데, 여성노동자 문제(서울, 

고옥자), 변형근로와 비정규직화의 진행, 실업(서울, 박용국), 이주노동자 문제(인천, 박문용), 환경문제(마산, 임홍길) 등

을 거론하였다.

2004년 10월 14~16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 소셜 아시아 포럼(Social Asia Forum)이 개최한 동아시아 국

가의 미래와 노동조합의 역할에 김병근과 고옥자가 참석하였다.

2007년 11월 2~4일 타이완 타이베이(台北)에서 개최된 동북·동남아시아 대표자 회의에 전국 회장 고옥자와 각 

교구 대표 7명, 통역으로 성심수녀회 김효성 수녀가 참석하였다. 이 회의는 국가별 보고에 이어 2007년을 반성 평

가하고 새로운 조직에 대한 제안과 토론, 집행위원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2017년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동아시아 회의 참석과 연대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

3. 현실과 전망 

“노동 청년 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있는 금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조셉 가프데인 추기경)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는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등 각 시대별로 활발하게 활동

하였다가 멈추기를 반복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50년 동안 중단하지 않고 이어 왔다는 자부심이 회원들 안에 있

었고, 이를 토대로 2011년부터 3년 동안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 설립 5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가 결성되었다. 3년 

동안 많은 현 회원들과 선배들의 도움과 사제, 수녀님들의 도움으로 드디어 2014년 5월 11일 설립 50주년 기념행

사가 진행되었다. 유경촌 주교(서울대교구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 주례로 기념미사가 봉헌되었고, 회원들이 준비

한 축하 공연과 음식 나눔으로 50주년 행사는 잘 마무리하게 되었다.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노장의 모습

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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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이 지난 지금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는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평신도 동반자 양성교육을 기획하고 실

천해 나가고 있다.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기획된 교육으로 매월 셋째 주 일요일 14~18시 노량진에 있

는 가톨릭노동청년회 본부에서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듣고 나눔을 하며 진정한 동반자의 모습으로 팀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의 주제로는 경청과 대화법, 예수님의 리더십, 복음 연구(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는 총 4회, 사회교리 2회이다. 앞으로 남은 강의 주제로 평신도 그리스도인, 가노장의 역사와 정신, 사도의 소임과 

역할, 생활 다시 보기 개요(조직이해, 팀 회합 방법론)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석 회원으로 인천교구, 서울대교구, 대전교구의 22여 명의 회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있는 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또한 멀리 있는 대구대교구와 그 밖의 교구의 활동은 현재 활동이 어려운 상태이다. 교육을 통한 회원 양성

을 통해 진정한 평신도 동반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는 꾸준한 연대를 통해 활

성화를 모색하며, 그리스도의 정신에 맞게 발전해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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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톨릭농민회

1. 개  황

•소재지 : (08789)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540-1

•Tel 1544-3740 / Fax (02) 522-6485

•설립 연월일 : 1966년 10월 17일

•주교회의 인준일 : 1976년 4월 (춘계 정기총회)

•대표(회장) : 정한길(베네딕토)

•담당사제 : 김인한(알베르토)

2. 협의회 약사 및 주요 활동

1) 농민운동과 민주화(1966~1989년)

(1) 가톨릭농민운동의 태동기(1964. 10.~1971)

한국가톨릭농민회는 1964년 10월 가톨릭노동청년회(J.O.C.)에서 노동문제는 농민문제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음

을 인식하면서 농촌청년부를 설치한 것이 그 시초가 된다. 1965년 연초에 J.O.C 전국본부는 농촌청년부 전담자(이

길재)를 선임하고, 6월에 전북지구 농촌청년훈련센터를 설립하여 교육사업을 계획적으로 시작했다. 그 결과 광주

대교구 함평, 전주교구 화산·함열·진안·남원, 수원교구 양지, 경북 구미로 조직이 확대되었다. 1966년 4월 왜

관 감목대리구 오도하스 아빠스 도움으로 농촌청년부 전국본부는 구미로 이전하여 6월 초 경북·충북 농촌청년들

에게 농촌지도자 강습회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8월에 J.O.C 전국평의회는 농촌청년부를 완전 분리하기로 결의하

고 10월 17~18일 구미에서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바로 이날이 단절되었던 한국 농민운동

사에 한국가톨릭농민회가 다시 맥을 잇는, 역사적 첫발을 내딛는 한국가톨릭농민회 창립일로 기념된다.

1967년 구미본당 3개 공소에 가톨릭농촌청년회를 조직하고 야간학교 운영, 협업 양계, 신용협동조합을 시작하

여 협동적인 삶을 체험하면서 확산해 나가 전주와 대전교구 관할 수개 성당에 가톨릭농촌청년회가 생겼다. 1968

년 4월 회보 『농촌청년』을 창간했고, 봄에는 회원 9명이 토지 8천 평에 공동 투자하여 협업농장과 협업 양돈장을 

만들었다. 7월 왜관 피정의 집에서 전국 농촌본당 성직자들을 위해 ‘농촌개발과 사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

고, 농촌 성직자들의 단합과 협력활동을 위해 농촌사목회의를 구성했다. 8월에는 가톨릭농촌청년회 전주교구연합

회가 지방조직으로 처음 결성되었다.

1969년 ‘협동으로 보다 나은 농촌을 건설한다.’는 주제를 연간 과제로 채택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다. 농촌 

농민문제는 모범 농촌청년, 모범 농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기술향상, 생활개선, 문화교양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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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문제의 올바른 이해와 농촌문제 해결의 구체적 방법론, 사회운동 지도자와 조직운영의 기술, 신앙인의 시대적 

사명 등으로 교육훈련의 내용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 5~7월 농촌 본당신부들의 협력 하에 농촌교회 신자단체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8월에는 전국 가톨릭농

민회(이하 ‘가농’) 회의를 소집하여 농촌문제와 가톨릭 농촌활동, 사회요구에 응답하는 크리스천의 역할을 주제로 전

국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9월 캐나다에서 열린 제7차 가톨릭농촌청년연맹 총회에 참가하여 회원국으로 가입함으

로써 국제 유대를 강화하였다.

1971년 4월 21~23일, ‘농가소득의 향상’이란 주제로 7개 교구 전국 농민대표자회의를 갖고 영농자금, 기술, 농

산물 판매 등의 개선책을 모색하였다. 8월 25~27일 ‘선진국 농업생산 과잉과 한국 농업’이란 주제로 농업문제 세

미나를 서울 협동교육연구원에서 개최하고 “미국 잉여농산물의 도입으로 한국 농업 생산성이 저해되었으며 독점

자본은 농업의 구조적 희생을 강요하였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이를 위해 조직을 강화하기로 했다. 11월 20일 

‘가톨릭농민운동조직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를 ‘한국가톨릭농민회’로, 목적을 “농민의 권

익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등으로 회칙을 개정하고 새로이 회원신청을 받아 대의원총회 소집 후 전국기구를 개편키

로 결정했다.

(2) 가톨릭농민운동의 성장기(1972~1980. 5. 17)

경제개발계획이 1차, 2차로 진행됨에 따라 정책목표가 소득증대-농업생산증대-식량자급-주곡자립으로 계

속 그 중요성이 낮아지면서, 떨어지는 생산성을 행정의 강제에 의해 만회하려고 했으며, 마구잡이로 들여오는 외

국 농산물로 돼지나물 파동까지 겪었다. 이에 식량 자급도는 1981년의 경우 무려 43.2%라는 사상 최악의 수준으

로 떨어졌다. 농가인구 또한 71년의 1,471만 명에서 81년 999만 9천 명으로 매년 평균 47만 명이나 줄어들었다. 

1972년 4월 제3차 대의원 총회에서 정식으로 조직 명칭을 ‘한국가톨릭농민회’로 개칭하여 운동방향과 방법론에 일

대 전환점을 마련했다. 대의원 총회는 연간 중점 활동목표를 5·16 군사정권에 의해 조합장 임명제 등으로 농민의 

자치기능이 마비된 ‘농협의 민주화’로 설정하고 군사독재에 대응한 농민의 자치의식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국제가

톨릭농촌단체협의회(ICRA)와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에도 회원 단체로 가입하였다. 

1973년 ‘농업 협동화와 조직 강화’라는 목표 아래 낙동강 유역 및 원주지역 재해복구 협동사업(양돈조합) 지원 등 

협동사업과 농민의 협동조직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민의 자주적 조직력의 질적 향상과 확대를 시도했다. 

7월에는 도 단위 연합회로서는 처음으로 경기지구 연합회가, 8월에는 연합회 성격을 띤 전남지부가 결성되었다. 2

월에는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 가입했다.

1974년 해방 후 처음으로 2~8월에 농지 임차관계 실태조사를 실시, 소작농문제의 심각성을 언론계·학계 등을 

통해 제기했다. 3~4월에는 비료 수급실태를 전국 45개 부락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 해에는 전남지부가 연합회

로 되고, 경북과 전북은 지구연합회 결성을 준비할 정도가 되었으며, 경남·전남·전북·충남·경기 5개 지구에 

주재 간사를 두어 지방조직 업무를 관장하게 했다. 

1975년 2월 농민회 육성을 위해 각 교구가 협력키로 결의하고 각 교구 농민회 지도신부들로 전국 지도신부단이 

결성되었다. 11월 20일 대전에서 개최된 ‘쌀생산비 조사 보고대회’에서는 생산비 보장운동이 과학적 자료를 토대

로 전개되었다. 

1976년 4월 춘계 주교회의에서 한국가톨릭농민회를 주교단 산하의 공식단체로 인준했고 6월에는 전국본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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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을 대전으로 이전했다. 10월 25일 대전 가톨릭 문화회관에서 쌀 생산비 조사 보고대회와 함께 ‘창립 10주년 

기념 전국 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1950년 이후 전국적인 농민운동단체의 첫 농민대회였던 이 대회에서 처음으로 

추곡수매가격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이 채택되었다. 농협의 고구마수매 약속 불이행으로 함평고구마사건이 11월에 

제기되었고, 경지정리 피해보상, 부당수세시정, 신품종벼 피해보상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12월 30일 농민회 최

초의 대정부 성명인 백승빈 비료도입 부정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제협동 활동이 확대되고 효소농법 등 

자연농법이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교육활동이 그 어느 해보다 활발하여 97회에 걸쳐 2,271명이 각종 교육에 참가

하였다. 이 해 충남, 강원, 전북 연합회가 결성되었다.

1977년 함평고구마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기도회를 4월 광주 계림동성당에서 개최하였다. 농협

과 조합원 피해실태를 75개 단위조합 7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8월 16일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농협의 출자강

요 거부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여 31개 조합에서 성공함으로써 농민운동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또 쌀 생산비 

조사결과로 서명운동을 벌여 당국의 방해에도 2만여 명이 동참했으며, 11월에는 대전에서 쌀 생산비 조사보고회 

및 추수감사제를 개최하고 농민주장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협동사업을 보다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45개 지역에서 

구매·판매, 신용, 이용, 효소 농법 등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 해에 경남, 충북, 춘천지구연합회가 결성되었다. 

1978년 춘천가톨릭농민회 홍보지 사건으로 간부 3명이 구속되는 등 온갖 탄압에도 함평고구마 피해보상을 위한 

농민기도회를 4월 24일 광주 북동성당에서 개최하여 8일간의 단식농성 끝에 피해보상을 받아냈다. 이는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해 농민운동이 거둔 첫 승리이자 농민운동사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 싸움이었다. 전국 쌀생산자대회 

및 추수감사제를 전국 4개 지역에서 개최하여 광범한 농민대중의 참여와 현장선전 효과를 높였다. 이 해에 안동교

구 농민회가 경북연합회에서 분리되었다.

1979년 경북 영양 청기 감자 피해보상운동과 관련해 빚어진 ‘오원춘사건’(안동농민회 사건)과 10·26사태로 운동

의 역량이 농민운동 탄압저지로 결집되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한 한국 천주교의 일치된 투쟁은 유신독재 종식

에 결정적 역할을 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탄압 속에서도 노풍 피해 보상요구 운동을 32개 분회에서 전개하여 승리

했고, 을류농지세 부당징수 항의, 신품종 강권 항의, 외국 농축산물 수입반대 서명운동, 갑류농지세 실태조사, 농

민의식 조사를 실시했다. 1980년 민주화 열기 속에 민주농정 실현을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4월 11일 대전에서 개최

하여 강제농정과 살인농정 철폐를 외쳤다. 4월 17일에는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헌법 및 농림법령 공청회를 6개 농

민단체 공동으로 개최하여 토지개혁 실시, 반농민적 농민관계법령 개폐, 헌법에 농민운동보장 명기 등 농민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그러나 5·17 계엄령 확대로 민주화의 열기는 다시 짓눌리고 말았다. 

(3) 가톨릭농민운동의 성숙기(1980. 5. 17~1986)

소작농이 늘어나고 투기자본의 토지잠식이 급증하는 가운데 외국 농축산물 수입개방으로 마지막 기대를 걸었

던 복합영농마저 망하여 빚더미만 남고 자살하는 농민이 속출하던 시기였다. 가농은 1980년 5·17 이후, 조직의 

질적 고양 및 관리에 주력하면서 197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농민운동에 대한 성찰을 통해 70년대 운동의 부

족함을 솔직히 자인하면서 삶과 운동이 하나 되는 운동실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시작되었다. 1981년 농촌사목 활

성화 방안과 공소의 조직화를 위한 ‘한국 천주교회 선교 200주년 기념 공소 실태조사 연구사업’을 주교회의 승인

을 얻어 착수했고, 부당 농지세제 시정운동과 수세 시정운동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추곡수매가 예시 요구, 

하곡수매가 재조정 요구, 추곡수매 건의, 추곡수매에 대한 성명 등 생산비 보장을 위한 정책적 요구활동을 전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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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국 12개 지역에서 쌀 생산자대회 및 추수감사제를 개최하여 농민문제 전반에 걸친 농민주장과 함께 농민문

화잔치를 개최하였다. 12월 4일에는 회원모금을 통해 건립한 회관 낙성식을 가졌다.

1982년 교육의 내용과 형식이 농민 스스로 그리고 함께 깨어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 보완되고 교육, 행사 등에 

농민문화 부분이 많이 도입되었다. 재정자립 증대를 위한 평생회비제와 연합회별 기금조성 노력 등 재정자립 의지

가 드높아졌다. 주민건강을 위한 활동이 본격화되어 자연농법과 민간요법에 대한 연구와 보급 활동이 이루어졌다. 

특히 충북 음성지역의 부당농지세제시정대회는 5·17 이후 처음 있는 현장민중 집회로서 그 의의가 매우 컸다. 

1983년 정권의 집요한 탄압에도 ‘농협조합장 직선을 위한 백만 서명운동’을 중점 추진하여 조합장 후보 선출 단계

를 한 단계 줄이는 성과를 이루었고, 농민관계조합의 민주화 문제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하였다. 유례없는 

수매가 동결과 수매량 제한, 외국쌀 수입으로 누적된 정부미 방출에 항의하여 현장선전활동을 활발히 전개했고, 

수매량 확대 요구시위, 수세 현물 납부를 위한 경운기 시위 등이 각지에서 일어났다. KBS-TV 시청료거부운동이 

전국 최초로 농촌현장인 전북 완주 고산지역 회원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1984년 질적·양적으로 향상된 교육선전과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회세가 크게 확장되었다. 7개 지역에서 실시

한 추수감사제와 농민대회에 연인원 1만여 명 이상이 참석하여 당면문제를 제기하고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했다. 

남북 물자교류와 때를 맞추어 이 대회에서는 “우리도 농사기술이나 종자 같은 것을 교환하는 등 밥 먹는 것부터 시

작해 삼팔선을 걷어치우고 6천만 겨레가 하나 되는 날을 만들자.”고 운동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남북한 종자교류와 

농사기술 교류를 제안했다. 

1985년 외국 농축산물 수입반대운동으로 외국소 수입으로 인한 소값 피해보상운동을 전개했다. 소값 피해실태

조사 및 다양한 선전활동과 함께 7월 1일 고성 소몰이 시위를 시발로 전국 22개 지역에서 격렬한 운동이 전개되어 

소·쇠고기 수입중단, 융자금 상환연기, 학자금 면제 등 임시방편이기는 하지만 10여 가지 조치가 취해졌다. 추

수감사제와 농민대회를 19개 지역에서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고 외국농축산물수입반대, 농산물 생산비 

보장, 농가 부채탕감 등의 실현을 위한 농민결의를 밝혔다. 농협의 입출고료 문제해결을 비롯한 농협민주화활동 

또한 전국 각처에서 전개되었다.

1986년 외국농축산물 수입저지와 농가부채 해결활동이 농촌후계자 오한섭 형제의 추도식을 계기로 전국 25개 

지역에서 전개되었다. 이 싸움은 농민운동의 계절성 탈피, 대중의 지지획득, 참여 농민의 사기, 자신감 고취, 농민

대중의 정치의식 고양, 농민문제의 정치문제화, 조직역량의 강화 등의 성과를 이루고 민주헌법쟁취, 지방자치제 

실시 등의 정치적 과제로 발전되었다. 8월 21일 전국본부와 10개 연합회에서는 미국 농축산물 수입저지 운동 전

국본부 및 지부결성과 현판식을 갖고, 양담배 시판일인 9월 1일 실천대회를 30개 시군에서 당국의 폭압적인 저지

에도 일제히 개최했다. 이 해에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20년사 정리, 기념대회 개최, 교육관 증축사업, 헌장, 강령, 

회원수칙 등 상징과 신념체계정리, 농민교리서 편찬사업을 전개하였다. 11월 3일에는 명동성당에서 5,000명이 모

여 2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하고 남북농민 간 농산물, 농기계, 농사기술, 종자 등의 교환을 제안했다.

(4) 가톨릭농민운동의 고양기(1987~1989)

6월 민주화운동으로 고양된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들의 자주의식 성장, 투쟁적 진출이 

고양되었고, 이에 대한 지배세력의 대응도 노골화되어 대립양상이 격화된 시기였다. 농업부문은 한미통상협상과 

양담배 시판, 쇠고기 수입확대, 원화 절상 등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자유화 조치 등이 강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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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1987년 농가부채 실태조사와 선전활동을 통해 경찰의 원천봉쇄 속에서도 농가부채 해결 공청회를 전국 8개 

지역에서 개최했다. 농조해체, 수세거부운동이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군단위에서 수천에서 1만 명이 모

이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수세고지서를 반납하는 등 획기적이고 통쾌한 대중투쟁의 모범을 보였다. 전북 고창 삼

양사 소작농민들의 법정투쟁대회와 한 달여 간의 서울 삼양사 점거농성을 지원하였다. 또 그간 쌓아온 군단위 역

량을 바탕으로 2·7 박종철군 추모대회 이후 연이은 대중집회를 계기로 매우 빠르게 군단위 조직을 강화시켜 60

여 개 시군에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6월 민주항쟁을 주도하며 지역운동의 중심역량으로 자리 

잡아 갔다. 6·29선언 이후 정국이 급격하게 대선국면으로 전환되자 민주진영의 대동단결과 후보단일화쟁취를 겨

냥하고 11월 5~14일 회장단 삭발단식농성과 11월 13~14일 명동성당에서 ‘후보단일화쟁취대회’ 등을 전개하였다. 

한편 3월 말 주교회의에서 농민회 회원은 가톨릭 신자여야 할 것과 전국본부의 활동을 중지시키는 결정을 내려 파

문이 일었으나 전국 지도신부단과 각계의 적극적 노력으로 교회와의 올바른 관계정립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8년은 농민운동의 통일이 요구되어 농민단체 간의 연대사업과 통일논의가 구체화되어 생산자 조직과 함께 

전국농민단체협의회를 결성하고, 농민운동을 통일적으로 하기 위해 ‘농민운동 통일을 위한 조직개선 특별위원회’

를 구성했다. 농민단체가 공동으로 쌀 생산비를 조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값 결정권을 국회가 갖게 됨에 

따라 10월 27일~11월 10일 야3당사를 점거, 농성과 함께 농민 주도로 농민·국회·정부가 합동으로 쌀값 토론회

를 개최해 농산물 가격결정에 농민이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년여 농성으로 이어진 서산 금은농장 소작투쟁

을 조직적으로 지원했으며 토지, 수세, 의료보험 개혁투쟁이 확산되고 각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생산자조직과 

연대하여 수입개방저지투쟁을 활발하게 벌였으며, 경북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고추 제값받기 투쟁이 전국

적으로 확산되어 39개 지역에서 60여 회, 연 5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투쟁이 전개되었다.

1989년 2월 13일 2만여 명의 농민이 여의도광장에 모여 ‘수세폐지 및 고추전량 수매쟁취 전국농민대회’를 개최

했다. 이날 농민들은 국회의사당으로 진출하려다 제지하는 경찰에 돌과 화염병으로 맞섰다. 농민운동 통일사업이 

진전되어 3월 1일 가톨릭농민회·기독교농민회·독자적 군농민회 등 90여 개의 군 농민조직이 참여하는 전국농

민운동연합이 결성되었다. 하반기부터는 전국 단위의 ‘새운동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간

담회, 연수회를 전국 지방에서 개최하였다.

2) 생명과 해방의 공동체(1990년~현재)

(1) 생명공동체운동으로 전환기(1990~1993)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의 타결(1986~1993년)로 관세화를 통한 예외 없는 농산물시장개방 등이 예고되어 있

는 가운데 농어촌발전종합대책(1991년)과 문민정부의 ‘신농정’ 등 농업구조 정책 추진으로 농민이 생존기로에 서게 

된 시기였다. 가농은 독일통일과 소비에트연방해체 등 세계사적 지각변동과 환경생태계의 위기에 대한 깊은 자각 

속에서 1990년 전국농민회총연맹 창립과 아울러 그간의 정치투쟁노선을 전환하여 생명운동·공동체운동을 전개

하기 시작했다. 1990년 2월 26~28일 제20차 대의원대회를 열어, <생명과 해방의 공동체를 건설하자>는 선언문

을 채택하고 운동방향을 전환했다. 4월 26일 전국단일 농민운동조직인 ‘전국농민회 총연맹’이 창립됨에 따라 각급 

조직체계를 정비하여 전국은 임원진과 실행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고, 10개 연합회는 교구 농민회 체제로 정비하

였다. 경남 고성 두호마을에서는 한살림모임과 뜻을 같이하여 ‘우리밀 살리기운동’이 처음으로 시도되고 7월 30일 

우리밀 시식회가 열렸다. 이 해 국제가톨릭농민운동연맹(FIMARC)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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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우리밀 살리기운동’을 전국 차원의 국민생활운동으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하고 5월 22일 ‘우리밀 살리기 

100만인 모금운동’(가칭)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창립 25주년 기념대회 및 추수감사제’가 대전 성남동성당에서 11

월 18~19일 ‘하늘·땅·사람이 함께 사는 생명의 대동세상을 위하여!’라는 기치 아래 개최되었다. 1992년 각 실행

위원회의 실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져 전국유기농업연수(2회), 전주·마산·춘천교구 농민회 등의 지역별 유기농연

수, 일본 유기농연수가 실시되었다. 서울·청주·광주·부산·창원·대전·청주교구 금왕본당 등지에 다양한 형

태의 직매장이 개설되었고, 마산·수원·안동·광주 등에서 상시적인 직거래활동을 실시했다. 농민사목위원회는 

농민신학 연구팀을 구성하고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새 운동의 신학적 토대를 세우는 데 기여하였다. 

1993년 농업 발전대안 실천 활동으로 생산자협동체를 통한 생산·가공·유통의 일원화를 시도하여 안동의 쌍

호, 솔티, 퇴강, 광주의 진도, 원주 공근 지역에서 유기농산물의 협동생산과 유통사업을 실천하였다. 교육, 훈련으

로 전국 유기농연수가 1월과 2월 두 차례 실시되었고, 2월 생활건강수련회, 5월 중심인물 연수가 실시되었다. 농

정개혁 및 UR 대책활동으로 서울·안동·마산·전주·광주·원주·수원교구에서 기도회와 홍보활동이 이루어졌

고, 고발 수입농산물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2) 생명공동체운동의 개척기(1994~2001)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개방화·국제화 추세로 국경 없는 자본의 공세와 경쟁력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고, 대기업

의 부도행진(1997년)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과 구조조정(1997년), 재벌 위주의 경제개편이 진행된 시기였다. 

농업축소·농민축출 정책이 관철되었고, 핵폐기물 처리장 및 원전반대시위, 수입농산물 오염에 대한 위기감이 고

조되기도 했다. 국내외 정세와 농산물 시장개방의 파고 속에서 가농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농촌살리기운동

(이하 ‘우리농운동’) 전개 등 대안마련과 공동체적 삶의 실천에 주력했다. UR 타결 이후 교회 내에 확산된 우리농업

에 대한 관심과 1994년 4월 춘계 주교회의를 계기로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가 6월 29일 창립되었고, 서울·부

산·수원·대전교구에 교구본부가 창립되었다. 1995년 6월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우리농운동 창립 1주년 기념식

에 이어 마산·대전·광주교구에 교구본부를 결성하였다. 추계 주교회의에서는 농민회 요청으로 매년 7월 셋째 

주일을 ‘농민주일’로 제정했다. 5월 4~11일 태국가톨릭개발협의회(CCTD) 관계자 10명이 방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 해부터 외국원조 수혜를 단절하고 재정자립에 나서게 되었다.

1996년 5월 상반기 확대 임원연수 및 우리농 생산자 모임이 대전 농민회관에서 ‘지역농업의 발전전략으로 나아

가자’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4월 스페인 몬드라곤, 6월 일본 연수를 실시했다. 5월 8일 ‘우리농생산자위원회’가 창

립되었다. 7월 15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제1회 농민주일 및 우리농 2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어 농민주일 제정 

의미, 도농 공동체운동의 지향점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한편 4월 25일에는 농협중앙회에서 지난해부터 준비

한 ‘우리콩살리기운동본부’ 창립총회를 열었다. 

1997년 그간 중점적으로 전개해 온 우리농운동을 각 지역별로 뿌리내리는 시점으로 잡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

한 대안창출 및 농업위기극복 활동을 전개했다. 우리농운동 교안집 『우리농 마을 길잡이』와 『우리농 생협 길잡이』

를 발간·보급했으며, 우리농운동 청주교구와 안동교구 본부가 창립되었다. 5월 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환

경농업단체연합회와 연대하여 ‘환경농업육성법’(1997년 12월 제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소비자생활협

동조합법’ 제정 또한 추진하였다. FIMARC 아시아지역 세미나를 국제연맹사무총장과 아시아 8개국 25명이 참가

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개발과 자립’을 주제로 개최하였다. 특별히 1997년은 식량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북녘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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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돕기 위해, 인도적 차원의 ‘북녘동포돕기 쌀 한 말 값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7개 교구 회원들이 모금한 1,400

만원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통해 전달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과 농민운동을 

추동시킨 가농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1회 ‘만해상 실천부문’을 수상하였다. 

1998년 우리농운동의 확산을 위해 1월 4박5일간 전국의 각 교구 신학생 및 가톨릭대학생연합회 회원을 대상으

로 제1회 창조생명가치연수를 ‘창조주 하느님과의 평화, 모든 피조물과의 평화’를 주제로 실시하였고, 교안집 제4

권 『우리농 생활실천 과제』를 발간했다. 1999년 2월 초 농민회관을 대전교구에 매각하고 전국본부를 서울 임시 사

무실로 이전했다. 3월 춘계 주교회의 결정으로 전국 상임 지도신부 대신 지도신부단 대표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전국본부는 전국협의체로서 사무국만 유지하게 되었다. 쌀농사 직접지불제 현실화와 밀농사 차액보상제 실시에 

대한 성명서 발표와 함께 ‘WTO 차기협상 대책 및 쌀·밀농사 직접지불제 전면 확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9월 2일

부터 12월 8일까지 전개하여 37,000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 해에 『가톨릭농민회 30년사』가 발간되었다. 

2000년 대희년을 맞이하여 농촌현장의 자살 급증 등 농촌공동체 붕괴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농가부채해결을 위

한 활동으로 10월 30일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한 농민단체협의회’ 구성, 11월 17일 농민단체장 단식농성 돌입, 

11월 21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 11월 28일 여야 3당 특별법 제정 합의문 발표, 12월 7일 제2차 전국 동시다발 집

회, 12월 12일 농림부 농가부채경감대책 발표, 12월 29일 ‘농어가부채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등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농민진영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한편 대전 농민회관 매각 이후 수년 동안 추진해 오던 농

민학교 부지매입이 충남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에 있는 옛 건천분교를 매입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2001년 건천분교로 전국본부를 이전하고 6월 28일 축복식과 ‘생명학교’ 개소식을 열었다. 한국통신과 쌀 소비 

협약을 체결하고 50억 상당의 쌀을 한국통신 전 직원과 전국의 사회복지기관 등에 공급함으로써 산지 쌀값을 지

지하고 쌀의 중요성을 우리 사회에 인식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3) 생명공동체운동의 확대기(2002~2007)

한·칠레 FTA 발효, 쌀 관세화 유예 재협상과 국회비준, 한·미 FTA 협상 타결 등 시장개방의 전면적 확대가 

진행된 시기였다.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에서 대형 재해와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이 발생하는 등 지구생태계

의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국제유가와 곡물가의 고공행진으로 애그플레이션

(agflation)이 나타나는 등 세계경제 또한 크게 위축되었다. 이러한 복합적 글로벌 위기 속에서 가농은 생활실천대

안운동으로 우리농운동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농민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연대, 남북농민 교류와 국제연대

를 활발히 전개해 나갔다. 2002년 회원의 소속감 강화와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회비납부 제도를 개선하였다. 우

리밀사업의 성패와 대전 농민회관 매각 후 불편해진 주교회의와의 관계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추계 주

교회의에서 “가톨릭농민회는 앞으로 주교회의 보조금 없이 자체 운영하도록 결정”되었다.

2003년 5월 13일 전국농민연대를 결성하고 상임대표와 집행위원장을 맡아, 회원단체 간 이견 및 갈등을 조정·

해소하고, 민족농업사수를 위한 농업계의 단결과 투쟁의 가교이자 구심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전국농민연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FTA 반대 투쟁, 농협개혁, 농가부채 해결 등에 집중하여 15차례 이상의 집회와 시위, 단식

투쟁으로 한·칠레 FTA 국회비준을 저지했고, 대규모 투쟁단을 멕시코 칸쿤에 파견하여 WTO 제5차 각료회의를 

무산시키는 세계사적 성과를 거두었다. 11월 19일 전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농민들이 참가한 전국농민대회를 성공

적으로 개최하여 농민의 단결을 과시하고 농업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했다. ‘북한동포돕기운동’의 일환으로 소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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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로 삽 4천 자루, 기초식량으로 우리콩된장 6.5톤을 마련하여 북측의 조선가톨릭교협회에 전달하였다. 

2004년 우리농운동 10주년을 맞이하여 7월 12일 명동 꼬스트홀에서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농촌살리

기운동과 식량주권’을 주제로 심포지엄과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11월 7일 대전 갑천 둔치에서 가농과 우리농운

동 회원 1,500여 명이 우리농 10주년 기념 전국 추수감사제와 도농한마당 잔치를 열었다. 쌀 관세화 협상 대응

으로 ‘우리 쌀 지키기 식량주권 수호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천주교 제단체와 연대를 통한 식량주권 선언

자 1천 명을 조직하여 9월 8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주교 식량주권 선언>을 발표했다. 12월 

22~29일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청와대 앞 단식농성과 시위 등을 전개하였다. 남북농업농민교류활동으로는 지난

해에 이어 회원모금을 통해 3,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남측에서 가농 회원 60명을 비롯하여 총 640명의 

농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6월 26~28일 금강산에서 북측 농민 400명과 함께 남북농민통일대회를 열었다.

2005년 11월 7~23일 여의도와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대책 없는 쌀 협상 국회비준 반대와 식량주권을 위한 시

국미사’와 농성을 했다. 그리고 WTO 제6차 홍콩 각료회의 저지투쟁에 100여 명의 투쟁단을 조직, 12월 12~18일 

홍콩에서 매일 아침미사와 함께 거리선전전, 촛불집회, 평화행진, 홍콩 농가 방문, 국제가톨릭단체들과의 토론회 

및 포럼 개최, ‘국제식량농업다양성 협약’ 체결 제안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광복 60돌을 맞아 3월 4일 금강산에서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민족공동위원회를 출범시킴에 따라 남측위원회 농민본부가 결성되었고, 회원모금을 

통해 4,075만 6천원을 지원했다. 

2006년 창립 40주년 기도문을 제작·배포하고 기도와 성찰 속에 전 회원의 마음을 한데 모아 11월 8일 과천 한

국마사회 컨벤션홀에서 최덕기 주교를 비롯한 회원 1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고 <21세기 

문명사적 대변혁운동 선도, 생명공동체 대동세상을 향한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40주년 기념 학술행사로 ‘가농운

동의 어제와 오늘, 내일에 대한 성찰과 조망’을 위한 1박2일 만민공동회와 3차례의 연찬회를 진행하고, 40년간의 

활동을 담은 영상물 「광야에서」를 제작했다. 또 40주년 기념으로 FIMARC 세계총회와 국제 세미나 등 국제행사를 

유치하여 35개국 55명의 국외 참가자들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 인간존엄의 새 세상을 건설하자’를 주제로 4

월 23일~5월 13일 대전 정하상교육관 등지에서 진행하였다. 물류사업 효율화에도 주력하여 논의구조로서 전국물

류사업위원회, 운영구조로서 9월 1일 물류연합 ‘우리농 유한회사’를 설립하였다. 

2007년 2월 8~10일 금강산에서 145명의 대의원과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농 제37차, 우리농 제22차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제2의 창립정신을 뒷받침하고 실천하기 위해 헌장, 강령, 회칙을 시대적 요구와 소명에 맞게 개

정하였다. 이 자리에는 특별히 북측의 조선농업근로자동맹 길상봉 부위원장과 관계성원들도 참석하여 환영과 축

하, 연대의 우의를 표했다. 한편 4월에는 금강산에서 남측 농민대표 24명이 참석한 남북농민 대표자 상봉모임

이 있었으며, 6월에는 평양에서 열린 6·15민족대축전 농민본부대표단 참가, 9월에는 4박5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가농 회원 18명 등 총 93명의 남측 농민들의 방북으로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농민연대모임’이 성사되

었다. 대북지원은 6·15농민본부와 함께 못자리용 비닐박막 100톤, 자체적으로 쌀 36톤을 전달했다. 이 해 처음

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생명공동체 최고 지도자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가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11월 27일~12월 

8일 태국과 인도의 FIMARC 산하 현지 농민운동조직 방문과 교류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407

제3편 평협단체사

(4) 생명공동체운동의 정착기(2008~2016)

민족의 주식이자 생명줄인 쌀을 관세화를 통해 전면개방(2015년)하였으며, 미국·중국·EU·호주·캐나다 등과 

FTA를 체결하여 농산물시장의 완전개방에 들어가게 된 시기였다. 2008년 미국발 금융사고로 발생한 경제위기, 

크고 작은 전쟁과 테러, 가뭄·홍수·폭설 등 자연재해 속출,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이 종식되지 

않고 일어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년)가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가농·우리농은 수구보수의 집권과 생태

환경의 위기, 경제위기 등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생명공동체운동이 대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농업개방과 구

조조정 공세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조직 내적으로는 생명공동체운동의 실천토대 정립과 저변확대, 도시생활공동

체운동의 활성화, 생명농산물 나눔 확대, 생명공동체운동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 등을 추진하였다. 

2008년 조직 강화를 위한 현장 활동에 주력하여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물류연합을 안정시켜 생산전반의 조직

화, 기금제도의 확립, 새로운 CI와 BI를 비롯한 각종 규정 정비와 적용 등을 통해 조직의 통일성 강화에 주력했다. 

11월에는 전국 10개 교구에서 생산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우리농 도시생활공동체위원회는 세 차례

의 전국대표자회의를 통해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전국대표를 선출하는 등 도시부문의 우리농운동 주체로 나아가

기 위한 조직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전국본부 차원에서 우리농활동가의 지침서 『땅과 함께 사는 꽃님들』을 제

작·배포하여 우리농 활동의 원칙, 기준, 활동정형을 제시하고 우리농운동의 정형화와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도록 

했다.

2009년 물류연합이 질서와 체계를 세워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으며, 생명운동기금이 2억 원가량 조성되어 사용

되었다, 가농·우리농 생산규정과 출하규정 개정, CI·BI의 포장재, 간판, 차량, 깃발, 각종 공문서 등 조직 안팎

으로 전면적으로 확대 사용되면서 조직의 통일성을 높이게 되었다. 

2010년 가농·우리농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우리농운동본부의 정관 개정과 조직 내 

이미지 통합을 위해 상표를 2008년 개발된 ‘우리농’으로 통일하고 생산자와 생산관리자는 ‘가톨릭농민회’로 명확

히 할 것을 제안했다.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2010년 8월 북측의 수해피해와 식량난 등을 고려, 10월 22일 

가농 쌀 10톤을 포함하여 50톤의 쌀을 민간 차원의 노력으로 개성으로 보냈다. 국제 활동으로 3월 파라과이에서 

열린 FIMARC 제13차 세계총회 참석과 9월 5~12일 FIMARC 운영위원회와 아시아 코디네이터 회의를 우리나라

에서 개최하였다.

2011년 생명농업실천위원회의 운영체계 정립과 품목별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전체 생명농업실천위원회(3회), 품

목별위원회 활동으로 주잡곡위원회(3회), 과수위원회(1회)와 산지방문(3회), 채소위원회(6회), 도농협력모임(1회), 축

종별 축산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였다. 가공식품위원회도 두 차례의 운영위원회의와 도농협력모임과 가공품별 분과

모임을 진행했다. 전국도시생활공동체위원회(9개 교구 241개 본당)는 임원들과 교구 활동가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

인 참여로 운영위원회(2회), 교구대표자 회의(2회), 활동가연수(1회), 월 회합지 제작·배포 등 계획된 일이 원만하

게 진행되었다. 

2012년 조직 내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입회자연수와 신입실무자교육을 실시했고, 조직과 운동을 이끌어갈 핵심

회원 양성을 위해 심화교육으로 감사전문교육(2회), 협동조합연수(1회), 분회장연수(1회), 우리농 도시생활공동체 활

동가연수(1회), 생명공동체운동 지도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다. 생명농업실천위원회(5개 품목소위원회)가 3년차 활

동을 하면서 대부분의 품목별 생산·출하기준이 마련되었다. 

2013년 상임위원회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기초조직인 분회를 확대하고 튼튼히 꾸리는 일에 집중하여 전국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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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실태조사 보고서 배포, 분회활동지침서 개정판 발간, 전국 분회장 연수, 분회별 연간활동계획서 수립 등 분회조

직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전국입회자교육(2회), 제주교구 입회자교육, 사무국장단 연수, 전국신

입실무자 교육, 전국임원연수, 전국 분회장 연수, 전국 우리농 도시생활공동체 활동가연수, 생명공동체운동 지도

자 해외연수, 전국실무자 단합대회, ‘2013 가을걷이 감사미사 및 도농한마당잔치’ 등 교육과 행사 등이 계획대로 

시행되었다. 

2014년 우리농운동 20주년을 맞아 10월 26일 명동성당에서 ‘추수감사미사 및 도농 한마당잔치’가 다양하고 풍

성하게 열렸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우리농도시생활공동체 활동가 연수가 참석인원이 크게 늘어 9월 2~3일 정하

상교육관에서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대정부활동으로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과 9월 27일 ‘지속가능한 한국농업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시국미사’를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대한문 앞에서 개최하였다. 국제 활동으로 5월 14일~6월 1일 독일에서 개최된 FIMARC 세계총

회와 국제 세미나에 참석했다.

2015년 ‘우리농운동 20년 평가와 전망 그리고 당면과제 찾기’를 위한 좌담회가 7월 3일 담양 대건센터에서 개

최되었다. 11월 14일 ‘농산물가격보장·농민생존권 쟁취 전국농민대회’와 ‘1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백남기 회원이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의식불명에 빠지자 민주주의 회복, 공권력의 살인적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대통령사과를 요구하며 전면적 투쟁에 돌입하였다.

2016년 백남기 회원에 대한 국가폭력 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역량을 총동원하여 비상한 상태로 한 해를 

보냈다. 130개 시민사회단체로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백

남기 회원의 장례까지 358일간 매일미사와 전국 동시다발 시국미사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투쟁에 집중했다. 

국가권력과의 투쟁이 도화선이 되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들불처럼 일어났고, 

12월 9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으로 박근혜는 대통령

에서 파면되었다. 가농은 1년 내내 전국의 회원들과 백남기 투쟁을 전개하면서, 또한 백남기 동지의 삶을 통해 ‘가

톨릭농민회 회원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하게 성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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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대 지도신부 및 회장

(1) 역대 지도신부

대수 재임 기간 이름(세례명) 소속

초대 1966~1971 이석진(그레고리오) 대구대교구

2대 1972~1975 현익현(B. Henneken, 바르톨로메오) 베네딕도회

3대 1975. 9.~1981. 12. 이종창(바르톨로메오) 마산교구

4대 1982. 6.~1988. 10. 정호경(루도비코) 안동교구

5대 1988. 10.~1999 김승오(아우구스티노) 원주교구

6대 2000~2001 최민석(첼레스티노) 광주대교구

7대 2002~2006 유영일(아우구스티노) 부산교구

8대 2007~2009 김시영(베드로) 안동교구

9대 2010~2011 김규봉(가브리엘) 의정부교구

10대 2012~2016 이영선(골룸바노) 광주대교구

11대 2017~현재 김인한(알베르토) 부산교구

(2) 역대 회장

대수 재임 기간 회장 대수 재임 기간 회장

초대 1966~1968

이길재

14대 1994~1995 장경암

2대 1969~1971 15대 1996~1997 양만규

3대 1972~1973 16대 1998~1999 이진선

4대 1974~1975 오익선 17대 2000~2001 이수금

5대 1976~1977

최병욱

18대 2002~2003 송남수

6대 1978~1979 19대 2004~2005)
정재돈

7대 1980~1981 20대 2006~2007

8대 1982~1983 박재일 21대 2008~2009 배삼태

9대 1984~1985
서경원

22대 2010~2011 임봉재

10대 1986~1987 23대 2012~2013 이상식

11대 1988~1989
김상덕

24대 2014~2015
정현찬

12대 1990~1991 25대 2016~2017

13대 1992~1993 장태원 26대 2018~현재 정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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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과 전망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 에너지·자원의 문제와 식량부족, 경제 불안 등 복합적인 ‘글로벌 위기’로  재해의 속출, 

빈곤과 기아의 증가,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지구생태계와 인류의 생존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농업인구의 급감에 따른 농촌사회의 해

체를 넘어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식량안보와 

국민건강 수호, 전통문화와 지역사회의 유지·발전, 쾌적하고 아름다운 국토환경의 보전이라는 농업·농촌의 본

래 기능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농업농촌문제가 비단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

임을 의미한다.

1966년 농촌청년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시작한 가톨릭농민회는 전반기 25년 동안 군부독재와의 치열한 대결 속

에 농민의 정치사회적 지위향상은 물론, 이 땅의 자주화, 민주화, 통일을 위해 어떠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그리

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구현하고자 진력해 왔다. 그리고 전국각지에서 가톨릭농민회가 주도적으로 전개한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으로 농민운동도 대중운동 시대를 열게 되면서 1990년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출범시키고 과감하게 

운동노선을 생명공동체운동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후반기 25년은 생명가치를 중심으로 하느님 창조질서 보전과 농촌은 물론 도시에서도 생활과 믿음이 

일치되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참으로 많은 일들을 전개해 왔다. 가톨릭농민회의 이러한 선구적 노력은 이제 

많은 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 많은 관심 속에서 정책과 제도 마련에 나서기 시작했다. 1,700만 촛불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도 성숙되

어 가고 있으며, 남북관계도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제 가톨릭농민회 창립 50주년을 지내며 그간의 운동을 성찰

하고 새로운 길에 나서야 한다.

새로운 길은 정의와 평화, 생명과 해방, 공동체운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미래세대와 자연생태계까지를 고려한 

자치와 협동의 농촌운동, 지속가능한 지역운동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는 농촌에서의 생명농업 실천과 도시에서

의 먹거리 나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제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는 일이다. 

농촌운동, 지역운동은 ‘신뢰와 나눔’, ‘협동과 연대’를 통한 공동체 안의 무수한 작은 공동체들을 만들어 친교성사

를 이루어가는 일이다. “지역의 개인과 단체 차원에서는 더 큰 책임감, 더 강한 공동체의식, 특별한 보호능력, 더 

많은 창의력, 자기 땅에 대한 깊은 사랑을 이끌어낼 수 있”(「찬미 받으소서」 179항)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자치를 통

한 생활정치, 협동을 통한 생활경제를 구축해 가며, 민주주의를 내면화하고 통일과 생명의 대동세상을 여는 일에 

나서야 한다. 그 시작은 이웃과 함께 다시 모여 공부하고 작더라도 조직화하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에

게 주신 「복음의 기쁨」과 「찬미 받으소서」는 큰 길잡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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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톨릭약사회

(The Catholic Pharmacists Association of Korea)

1. 개  황

•소재지 : (06591)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의과학연구원 2013호

•Cel 010-3286-3106 / Fax 02-525-3106

•설립 연월일 : 1983년 6월 8일

•주교회의 인준일 : 2012년 10월 15일

•회장 : 이강추(토마스 모어)

•담당사제 : 이재열(야고보) 가톨릭대학교 의료재단 사무총장

2. 약사회 약사 및 주요 활동

1) 여명기

한국 천주교 교회 창설 200주년과 103위 순교 성인의 시성식을 앞둔 시기인 1980년 초에 뜻이 있는 약사 교우

들은 가톨릭 약사들도 조직을 만들어 교황이 방한하는 1984년 시성식 행사준비에 적극 기여하자는 의견들이 오

갔다. 마침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당시 회장 김기철, 조직부 차장 이기안)에서는 서울대교구 내 110개 본당 

중 몇 개 본당과 가톨릭 교우 약사 현황파악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고, 1980년 4월 10일자로 공문을 발송하여 

130명의 약사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1980년 8월 13일 평협회관 회의실에서 서울대교구 가톨릭약사회 창립을 위한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하였고(조윤정, 서인형, 이능세, 손치석, 박광칠, 유광진, 김영곤 김덕호, 안병훈, 이기안 등 10명 참석), 이

어서 9월에는 2차, 3차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1982년 8월 서울에서 ‘FAPA(아시아 약학연맹) 서울대회’라고 하는 대규모 국제 약학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그 준비위원회는 1981년 1월부터 구성되어 운영되었는데, 이때 자원하여 참여했던 준비위원 중 천주

교 신자가 여러 명 있었다. 그중에서 뜻이 있는 교우 여약사들은 FAPA 서울대회가 끝나도 헤어지지 말고 이때 조

성된 봉사와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각자의 영성생활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작은 일부터 해보자는 의견을 나누었다.

1982년 10월 27일 김계주, 김예자, 조윤정, 최희순, 한인숙, 정연심 등 6명이 한강맨션 ‘록원’에서 첫 모임을 가

졌다. 이때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모였고, 장소는 당분간 정연심 약사의 신길동 화일약국에서 모이기로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이기안, 유광진, 이승혜, 손치석, 김덕호, 김경란, 유창하 등 형제들도 뜻을 같이하겠다고 하여 2차 

모임은 1982년 11월 26일 대전 대사동본당 변갑선(치릴로) 신부를 지도신부로 모시고 16명의 형제자매 약사가 모이

게 되었다. 같은 해 12월 7일의 3차 모임에는 20명이 모여 가톨릭 약사회를 창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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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1월 25일의 4차 모임은 새해 미사로 봉헌했으며, 2월 23일 5차 모임에서는 가톨릭 약사로서의 신앙생활 

전반에 대한 체험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신앙의 신비에 대한 간증도 하였다. 신완균 약사와 김상돈 약사가 추가로 

참여하여 24명이 되었다. 3월 20일 6차 모임은 변갑선 신부의 본당인 대전 대사동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유성

에서 전지 회의를 가졌다. 모임의 분위기는 차츰 서로의 사랑과 우애로 다져졌고, 이 좋은 뜻과 사랑의 분위기를 

모든 교우 약사들과 함께하고 싶은 생각으로 발전되었다. 2개월 뒤인 1983년 6월 초까지는 창립총회를 갖고 1984

년에 있을 교회 창설 200주년 기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이 무렵에 서울 강남구 약사회에 소속된 유광진, 이능세, 이해옥, 주충희 등의 약사가 주축이 된 교우 약사 

100여 명이 강남구 가톨릭약사회를 창립하게 되었으며 이 강남구 약사회의 창립은 서울대교구 가톨릭약사회 창립

에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1983년 4월 7차 모임에서는 이기안 약사가 초안한 가톨릭약사회 정관(안)을 안상인(요셉) 신부와 협의 검토하여 

총회 상정(안)으로 결의하였고, 8차 모임에서는 서울시 약사회 산하 17개 구 분회를 통하여 각 구 분회에 소속된 

교우 약사들 800여 명을 파악할 수 있었다. 

창립미사를 준비하면서 「약사공론」, 「약업신문」 등 약계 전문지와 「가톨릭신문」, 「서울주보」 등 교회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파악된 800여 명을 확인해 가면서 신자 약사들에게 모두 초청장을 발송하는 등 20명의 준비위

원들은 정신없이 바빴다. 안상인 지도신부와 장금산, 이상은, 장민수 약사의 도움이 컸다.

그동안 서울대교구 가톨릭약사회가 창립되기까지 여러 해 동안 그늘에 숨어서 남모르게 봉사와 희생을 아끼지 

않은 수많은 은인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미담의 주인공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 가톨릭 약사의 대 선배 (고) 장금산(데레사) 약사이다. 가톨릭약사회가 태동하던 시기인 1980년대 초에 1,000

만원의 기금을 기탁하여 약사회에 가톨릭 부흥의 촉매제로 던졌다. 

장 데레사 약사는 조선약학교 시절부터 가톨릭을 믿기 시작해서 대학시절에 세례를 받은 독실한 신자로서 종로

본당에 오랫동안 다녔다. 약사 면허번호 4번으로 평생을 홀로 외길을 걸었던 장금산 약사는 생전에도 “평생을 가

톨릭 발전과 믿음의 세계에 정진하면서 인생행로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력을 다해 불우한 주변

사람들을 돕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라고 항상 말했다. ‘인생은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가 아니냐?’ 재물이

란 살아가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취지에서 조그만 부동

산을 당신을 가르쳐준 숙명재단에 기증했다고 한다. 숙명여자고등학교에 장금산기념관(과학동)을 건립해 주었고, 

피난시절 자신이 체류했던 부산 수녀원에도 1억 원을 지원하였다. 

만석꾼 집안에서 태어나 부러운 것을 몰랐던 장 여사였지만, 부친의 사업실패로 학창시절은 고학의 길을 걸어야 

했던 기억은 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자유분방한 것이 좋아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홀로 산 장 데레사 약사는 만주 

안동에서 동화약품 대리점을 7년 동안 경영했고, 7년간을 북경에서 동생 장덕승 씨가 경영하던 병원에서 약국업

무를 돌보다 해방을 맞아 서울 종로3가에서 춘곡약국을 개설하여 6·25전쟁 환도 후까지 경영하였다. 약국을 그

만둔 후에는 불우이웃돕기를 즐거움으로 삼았다.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장덕창·초대 보건사회부장관을 지낸 장덕승 씨와는 남매 사이고, 한구동 교수·전규방 

씨와는 동학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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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교구 가톨릭약사회의 창설

(1) 서울대교구 가톨릭약사회

평신도 사도직 단체는 먼저 교구별로 설립·운영하고 그 후에 전국 사도직 단체로 승인한다는 당시 교회의 방침

에 따라서 전국 사도직 단체인 ‘한국가톨릭약사회’가 설립되기 이전에 교구별로 가톨릭약사회가 설립되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 단체로서 가톨릭의사협회와 가톨릭간호사협회는 교구별 설립 방침 이전에 설립이 되어 전

국 사도직 단체로 처음부터 등록이 되었지만, 늦게 출범한 가톨릭약사회는 교구별로 설립되어 단체 간에 균형이 

맞지 않았고 각 교구 약사회 간의 소통도 원활하지 못했다. 가톨릭약사회의 숙원사업 중 하나는 전국 사도직 단체

인 ‘한국가톨릭약사회’의 설립·승인이었다.

1983년 6월 8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문화관에서 서울대교구 가톨릭약사회 창립총회 및 미사가 거행됨으로써 정

식 출범하였다. 

총회 및 미사에는 250여 명의 천주교 신자 약사들이 참여하여 큰 성황을 이루었고, 창립총회에 이어 미사가 진

행되었다.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을 비롯하여 변갑선 신부, 안상인 신부, 엄익채(요한) 한국평협 회장, 하승백(바오

로) 서울평협 회장 등 교계 인사와 길병전 대한약사회 회장과 회장단, 한연풍 약사공론 주간, 김완태 국회의원, 양

한모(아우구스티노) 크리스챤사상연구소 소장, 정동원 한국기독약사회 회장 등 약계 인사들이 함께했다. 

회의는 먼저 제1부 창립총회에서 이상은(아우구스티노) 창립준비위원장의 개회사와 정연심(모니카) 약사의 경과보

고가 있었으며, 이어서 김수환 추기경과 길병전 대한약사회장, 엄익채 한국평협 회장의 치사와 축사가 있었다.

김수환 추기경은 치사를 통해 “평신도 사도의 사랑 실천의 장은 평신도가 있는 그 ‘현장’이며 개국 약사라면 자

기의 약국이 바로 제1차적인 사도직 수행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약국은 아주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고 있으니 신념을 가지고 약업 현장에서 신앙을 증거하여 평신도 사도직 활동에 열정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엄익채 한국평협 회장 등 내빈들의 축복 속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봉사활동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체를 결성하였다. 길병전 대한약사회장

도 축사를 통해 “이 땅에 빛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가톨릭 약사들의 사명은 막중하다.”고 전제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한 톨의 누룩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 자리에서 선출된 김상돈(바오로) 임시 의장의 사회로 정관을 통과시킨 총회는 초대 회장에 이상은 준비위

원장(서울 약대 12회)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한편 창립총회 후 그 자리에서 가진 창립 미사에서 안상인 지도신부는 

“한국교회 창설 200주년을 맞아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쇄신에의 장애요소에 대하여 자주 반성을 하고 우리 자신

이 하느님 안에서 날로 날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청하는 기도의 자세로 살아나가자.”는 내용의 강론을 

했다. 미사 후 이어진 친교 시간에는 같은 약사로서 서로 같은 교우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어 분위기는 더욱 화

기애애했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어졌다.

이날 구성된 임원진은 총재 김수환 추기경, 지도신부 안상인(요셉), 회장 이상은(아우구스티노), 부회장 정연심(모

니카)·이기안(토마스 아퀴나스)·유광진·김상돈(바오로), 사무총장 이기안, 총무 이상범·김계주, 감사 조윤정(헬레

나)·이능세, 자문위원 장금산(데레사)·장민수 등이었다. 분과장은 기획 이기안, 선교 금현숙, 교육 황송희, 조직 

이능세, 전례 송상호·한인숙, 섭외 주충희, 홍보 김상돈, 국제 임순택, 학술 이혜옥, 사회복지 최희순 등으로 조

직되었다.

가톨릭약사회의 설립목적은 전문직 종사자인 가톨릭 신자 약사들의 신앙을 활성화함으로써 교회의 가르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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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느님 말씀을 전파하고, 생명존중과 환경보전 및 이웃돕기운동에 참여하는 등 평신도 사도직을 성실히 수행하

고, 국내외 보건의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교회의 사목 목표인 가정 성화와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6만 명에 달하는 약사 중에서 교우는 약 6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대교구에서 

신상이 파악된 숫자는 800여 명이고, 가톨릭약사회 행사 등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약사는 300여 명이다. 역대 회

장은 아래 표와 같다.

대수 이름(세례명) 대수 이름(세례명)

초대 이상은(아우구스티노) 5대 조윤정(헬레나)

2대 정연심(모니카) 6대 이기안(토마스 아퀴나스)

3대 김상돈(바오로) 7대 홍기탁(미카엘)

4대 최희순(빅토리아) 8대 이강추(토마스 모어)

(2) 인천교구 가톨릭약사회

인천교구는 1980년 3월 2일자로 교구장의 인준을 받아 인천교구 가톨릭약사회를 창립·발족하였다. 초대 회장

은 김안식(바오로), 총무는 신명호(안드레아), 지도신부는 김상용(힐라리오) 신부였으며 이후 1980년 12월 9일에 창립

총회를 열었다. 

주요사업으로는 회원 간의 친교, 신앙심 고양, 이웃사랑 실천, 선교와 봉사, 도서지역 무료진료 등이었으며 최근

에는 수도회 지원과 해외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약품 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현재 남상범(요한) 신부가 담당사제

이고 신상길(요한) 회장과 고석길(프란치스코) 총무가 봉사하고 있다.

(3) 광주대교구와 대구대교구 가톨릭약사회

1983년 7월에는 광주대교구 가톨릭약사회가 설립되었고, 이어서 11월 17일에는 대구대교구 가톨릭약사회가 설

립되었다.

대구대교구는 계산동성당 문화관에서 이문희(바오로) 대주교 집전으로 창립 미사와 총회가 있었다. 회장에 조경

렬 효성여대 약대학장이, 부회장에 정경만 약사가 선출되어 정식 출범했다.

현재 각 교구별 가톨릭약사회 설립 현황은 서울대교구, 대구대교구, 광주대교구, 수원교구, 인천교구, 부산교

구, 대전교구, 원주교구, 마산교구, 전주교구, 안동교구, 청주교구, 제주교구 등 13개 교구이고 조직이 없는 교구

는 춘천교구와 의정부교구이다.

3) 그간의 주요 활동 상황

서울대교구 가톨릭약사회 초대 회장인 이상은(아우구스티노) 회장의 초기 운영방침은 ①정기적인 신앙 강좌와 성

지순례, ②이웃돕기 활성화, ③자매결연사업 활성화였다.



415

제3편 평협단체사

그 운영방침에 의하여 창립 이후 국내와 국외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복지시설에서의 

직접적인 봉사활동을 비롯해서 물질적인 후원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 의료취약지구에 대한 의료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내 활동 중 중요한 사업은 라파엘 클리닉, 요셉의원, 성가복지병원 등에서의 정기적인 봉사와 그 밖의 사회복

지시설 등에서의 비정기적인 후원 및 봉사활동을 들 수 있다.

(1) 국내 활동

①라파엘 클리닉(Clinic) 무료 진료활동

1999년부터 주일마다 외국인 근로자 약 600명에게 처방조제·투약봉사를 하고, 의약품 및 재정지원을 하고 있

는데(그동안의 후원금 650만원 등), 이 활동은 우리나라 제일 큰 명절인 설날과 추석 등에도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이 활동은 젊음과  낭만의 거리인 서울 혜화동 대학로 거리의 한 켠, 동성고등학교 강당 4층 등 열악한 시설에서 

시작되었다. 강당 가운데 홀을 중심으로 좌우의 좁은 복도를 따라 내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약국 등 과별 

간이 진료소가 칸막이로 나뉘어져 마치 ‘야전병원’ 시설 같았다. 이곳에 약국을 차려놓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인술의 현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코리안 드림을 품고 한국 땅에 온 이국의 노동자들에게 육체적 치유의 전도자일 뿐 아니라 가족과도 같은 정

신적 안식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들의 따뜻한 웃음에서 소외된 자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의 기쁨을 찾아볼 수 

있다. 지금은 지하철 삼선교역 근처에 라파엘 클리닉 건물이 마련되어 그곳에서 5~6명의 약사가 봉사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

②어려운 분들을 치료해 주는 요셉의원에서 3~4명의 약사가 처방조제 및 투약봉사

③무료치료병원인 성가복지병원과 자매결연을 하고 매주 약국 봉사 및 후원(후원금 1,000만원)

④여러 군데 국내 사회복시시설(시몬의 집, 애덕의 집, 베들레헴의 집, 성심원 맹인 마을 등)을 방문하고 지원 시설에 의

약품 등 지원

(2) 국외 활동

①아프리카 수단에 의료봉사용 의약품 및 재정지원

②북한 어린이 결핵환자 돕기(267만원 현금 모금 지원)

③리투아니아 신학생 지원

④해외 의료 취약지역 의료봉사 : 가톨릭의료협회 해외의료 선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몽골 의료 취약지

역에 2006년부터 약사 3명씩 참가하고 있다. 필리핀 의료 취약지역에도 해마다 3명씩 약사를 파견하여 봉사활동

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료수준이 취약한 여타 지역에도 가톨릭의료협회와 협조하여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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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에 지혜롭게 적극 대처하고 있다.

(1) 의약분업제도 시행에 따른 변화에 대처

1999년 12월에 개정된 약사법에 의해서 2000년 8월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제도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사들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의약품을 처방에 의해서 환자들에게 직접 투약하는 일선 약국의 약사들은, 

주변의 병·의원 의사들이 퇴근하기까지는 약국을 잠시도 비울 수 없게 되었다. 환자들이 처방전을 들고 약을 조

제하러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약사들이 각종 모임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고, 약사들이 참여하

는 각종 모임이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의약분업은 의료와 약사의 업무 범위와 질서를 명확히 하고 선진국보다 5~6배 많이 발생하는 의약품의 오남용

으로 인한 부작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선진적인 제도이다. 진료는 의사가 맡고 약은 약사가 조제하는 

의약 역할분담 제도로서 국민 건강과 약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발전적인 제도 변화이지만, 약국을 개설한 약사

들 중심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던 가톨릭약사회 운영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몰아닥친 것이다.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했다.

약사들이 진출한 직종이 다양한 점에 착안했다. 기존 가톨릭약사회 조직을 확대하여 직종별 협의회를 설립하기

로 하고, 2008년 6월에 ‘가톨릭약사회 교수협의회’를 설립하여 전국 35개 약학대학의 교수들을 초빙하였다. 교수

협의회는 전국 35개 약학대학 300여 명의 교수 중 천주교 신자가 60여 명 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창립총회에서

는 예수회 송봉모(토마스) 신부(서강대학교)가 특강을 해주었고, 미사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원장이자 한국가톨릭의료

협회 회장인 최영식(마티아) 신부가 집전했다.

2008년 12월에는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톨릭약사회 병원약사협의회’의 창립총회와 미사, 특강을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의 집전으로 실시하였다. 22개 종합병원에 소속된 교우 약사는 106명으로 파악되었다.

2009년 12월에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당시), 국립보건원, 독성연구원(당시)에 근무하는 공직 약사 교

우들을 중심으로 ‘가톨릭약사회 공직약사협의회’를 설립하였다. 당시 이곳에 소속된 교우  약사 공무원은 129명으

로 파악되었다.

약국에 종사하고 있는 약사들의 어려움으로 인한 가톨릭약사회 운영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지

만, 그것이 다른 직종 간에 업무협조와 소통의 한 방법으로 발전하게도 되었다.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 약사와 학생

을 가르치는 약대 교수와 병원약국에 종사하는 약사 간의 대화와 소통, 정보교환의 계기가 된 것이다. 의약분업에 

따른 어려움에서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게 되었다.

(2) 더불어 함께하는 가톨릭약사회로

2004년 9월에는 가톨릭의사협회, 가톨릭간호사협회, 가톨릭병원협회가 한국가톨릭의료협회로 새롭게 조직하

는 일에 가톨릭약사회도 적극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아 임시총회를 여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였다. 그럼으로써 ‘열

린 가톨릭약사회’로, 의료와 약이 함께 가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서 ‘함께 가는 가톨릭약사회’를 지향하게 되

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협회, 간호사협회가 약사회와 더불어 의료협회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협조하고 있는 곳은 

가톨릭이 유일하다고 자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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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에는 가톨릭의료협회가 주관하는 몽골 의료선교 봉사활동에 가톨릭약사회가 참여하기 시작하여 해

마다 3~4명의 약사가 가톨릭 해외 의료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3) 전국 사도직 단체로 도약

2012년 6월 17일에는 가톨릭약사회 전국 교구 임원회의를 절두산성지와 꾸르실료 회관에서 이재열(야고보) 담당

사제를 모시고 개최한 뒤 전국 사도직 단체 인준 신청을 주교회의에 제출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

교구, 인천교구, 수원교구, 청주교구와 교수협의회, 병원약사협의회, 공직약사협의회 등에서 22명이 참석하였다.

2012년 9월 22일 전국 단체 인준에 관한 서류를 담당 유수일(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의 최종 결재를 받고, 가톨

릭의료협회를 경유하여 주교회의 사무국에 단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2년 10월 15일 주교회의 상임위원

회에서는 ‘한국가톨릭약사회’를 천주교 전국 평신도 사도직 단체로 인준하였다. 이어서 2013년 3월에는 한국평신

도사도직협의회 명단에도 등재되었다. 실로 오랫동안의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게 되어 가톨릭약사회는 이제 그 정

체성이 더욱 뚜렷해졌고, 전국의 각 교구 약사회와 함께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4)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문제의 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의약품 분류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

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되면 시중의 약국에서 처방 없이 누구든지 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

는 것이다.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2012년 6월 26일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가톨릭약사회에서는 이강추(토마스 모어) 회장과 이승기(요셉) 부회장이, 주교회의 쪽은 송열섭(가시미로) 신부와 

박정우(후고) 신부 그리고 생명운동본부 간사가 참석했다. 응급피임약은 임신한 여성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을 

뿐 아니라 초기에 낙태결과를 가져오는 낙태약이기 때문에 일반 약국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으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천주교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인간 생명은 그것이 시작되는 순간, 즉 난자와 정자

가 만나서 수정되는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도 방문을 해서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변경하려고하는 분류변경 반대 성명서 초안도 

검토해서 보완을 협의하였다. 대한약사회와 제약업계를 자극할수 있는 문구를 약간 수정해서 발표했다.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는 가톨릭약사회 회장을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운영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를 계기로 식

약처와도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주교회의 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었다. 드디어 2017년 5월에 식약처는 3

년여 동안 전문연구기관에서 연구 검토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 변경하지 않

고 계속 전문 약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지어 발표했다. 

(5) 가톨릭 약사의 자질향상과 신앙 활성화

전문인인 가톨릭 약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신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앙 강의와 성지순례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에서 2015년 10월에 실시한 ‘꽃동네 사랑의 연수’ 프로그램은 생명존중과 환경보전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

는 가톨릭약사회 회원들에게 중요한 체험을 하게 해주었다. 자유주의와 쾌락주의의 현 세태 속에서 꽃동네는 하느

님의 사랑을 만나는 지상 낙원이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이동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의 손길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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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먹고, 마시고, 화장실 다니는 형제자매들이 웃음꽃을 활짝 피우는 모습을 하고 있으니 낙원이 따로 있겠는가 

싶었다. 중증장애인 요한 형제의 몸을 뒤틀어가며 뜸을 들여 간신히 소리 내는 한마디 한마디가 수사님의 통역(?)

을 통해서 가톨릭 약사들의 가슴에 꽂혔다. 

“내가 행복한 이유 두 가지, 여기에 와 주신 여러분을 만나는 것과 누군가의 고통을 내가 나누어 짊어지게 해주

시는 것”이라고. “그러니 여기에서 많이 느끼고 가시라.”고…. 휠체어에 앉아서 머리, 목, 손발을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뒤틀며 움직이는 요한 형제는 “오 신부님의 황소고집 때문에 내가 꽃동네에 왔다.”고 한마디 한마디 

뜸을 들이면서 전해주었다. 길바닥에 버려져 살았어도 여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

는데 오 신부님의 고집을 못 이겨서 오게 되었단다. 그러면서 여기서 많은 사랑과 인간 꽃들을 만나고 가시라고, 

온몸으로 웃으면서 전해주는 진정어린 권고는 감동 그 자체였다.

대형 복지시설의 폐해를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 꽃동네에서는 딴 세상 이야기처럼 보인다. 이제는 미국과 

필리핀 등 외국에도 꽃동네가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다.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에서는 ‘행동하는 사랑’을 체험하고 

교육을 받고 가는 많은 사람들로 언제나 넘친다고 한다. 특히 외국 여러 나라 사람들까지 꽃동네의 ‘행동하는 사

랑’을 배워 가서 전한다고 귀띔해 주었다. 꽃동네 사랑의 홀씨가 멀리멀리 날아가서 모든 가톨릭 약사들의 마음에 

꽂혀나가고 세상이 점점 더 사랑에 물들어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의 연수도 더 확대

해 나가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3. 현실과 전망

2012년 10월 15일, 그동안 가톨릭약사회의 숙원사업이던 전국 사도직 단체로 인준 받는 일이 주교회의에서 승

인되었다. 명동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을 모시고 ‘서울대교구 가톨릭약사회’가 창립된 지 29년 만에 맞는 경사

였다. 

2000년 8월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제도는 일선약국 약사들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뒤바꿔 놓아 기존 가톨릭약사

회 조직을 직종별로 확대하게 하였다. 2008년 6월에 ‘가톨릭약사회 교수협의회’를, 2008년 12월에는 ‘가톨릭약사

회 병원약사협의회’를, 2009년 12월에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근무하는 교우 약사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가톨릭

약사회 공직약사협의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2004년 9월에는 가톨릭의사협회, 가톨릭간호사협회, 가톨릭병원협회가 한국가톨릭의료협회를 조직하는 일에 

가톨릭약사회도 의료협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로 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2006년 7월에는 가톨릭의료협회가 주관

하는 해외 의료선교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해마다 5~6명 정도를 몽골과 필리핀 등 해외 의료 취약지역에 

파견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창립 35주년을 지낸 한국가톨릭약사회는 이제 그 정체성이 더욱 뚜렷해졌고, 전국의 교구 약사회와 함께하게 되

어서 감회가 새롭다. 2015년 10월에는 꽃동네 시랑의 연수를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새롭게 체험하기도 했

고, 2016년부터는 가톨릭 약사 미사를 거행함으로써 미사로 하나되는 가톨릭약사회로, 가톨릭 약사답게 사는 ‘답

게 삽시다’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가톨릭약사회는 새로운 회원 발굴을 통한 젊은 피 수혈로 조직을 쇄신하고, 교회 내 생명 및 환경보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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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또 전문직인 약사 교우들이 하느님 사랑 안에서 신앙심을 돈독히 하고 친교

를 이루며 전문적인 자질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톨릭 약사 미사와 피정 등 다양한 신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가톨릭 약사답게 사는 데 더욱 큰 역량을 모을 것이다.

그동안 가톨릭약사회 발전에 관심을 갖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및 

역대 회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내리시기를 기도드리며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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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톨릭의사협회

(Korean Federation of Catholic Medical Association)

1. 개  황

•소재지 : (06591)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2013호

•Tel (02) 2258-8292 / Fax (02) 2258-8293

•설립 연월일 : 1969년 3월 31일

•회장 : 고영진(티모테오)  

•담당사제 : 김평만(유스티노)

2. 협회 약사 및 주요 활동

1) 협회 창립 이전

1947년 4월 14일 박병래(요셉)를 중심으로 서울대교구 가톨릭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서울대교구 가톨릭의사회

의 전신인 ‘방지거 시베리오회’가 조직되었다. 이 회에는 의사를 비롯하여 치과의사와 간호사 20여 명의 회원이 가

입되었고 박병래가 초대 회장을 맡았다. 피정과 함께 무의촌 진료를 시행하였으며, 합창대를 조직하여 서울시내의 

종합병원을 방문 공연하기도 했다. 특기할 만한 일은 한국전쟁 당시에 박병래와 김현규를 중심으로 6명의 회원이 

국방부 선무반의 일원으로 전쟁난민을 위한 무료 진료반을 조직하여 전쟁 중이던 평양에서 20일간 6,000여 명의 

전쟁난민에 대한 진료를 시행한 것이다.

전쟁 후 방지거 사베리오회에 꾸준히 회원이 증가하자, 1965년 5월 1일 발전적 해체와 함께 서울대교구 가톨릭

의사회를 새로이 창립하였다. 창립총회에서 회칙을 만들고 임원을 선출하는 등 의사회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초대 회장에 김웅규(프란치스코)가 선출되었다. 

초대 회장 박병래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후 서울교구에서 계획한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 기념 병원’ 

설립 책임을 맡아 1936년 5월 11일 성모병원 개원과 함께 초대 병원장으로 취임, 20여 년 동안 의사이자 병원장으

로 봉직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가톨릭 의료 봉사단’을 조직하여 환자들을 위한 진료를 펼치다가 공

군 군의관으로 입대하여 공군 군의감을 지냈고, 1956년 3월 제대한 뒤 6월에 재차 성모병원 제3대 병원장 및 가톨

릭대학교 의학부장으로 취임하였다. 1957년 1월 성모병원장을 사임하고 종로구 관철동에 ‘성 루가 병원’을 개원하

였다. 대한내과학회 회장과 대한결핵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프란치스코 성인의 수도 정신을 존중하여 프란치

스코 재속 형제회에 입회하기도 하였다. 언제나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다가 1974년 5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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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폐암으로 선종하였다. 교육사업가였던 그의 부친 박준호(요한) 선생은 박병래가 성모병원장에 부임할 때 봉급이 

월 300원이었는데, 젊은 사람이 돈이 많으면 안 된다며 월 200원을 주도록 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부자 모두 

신앙을 통한 봉사를 천직으로 하였다. 박병래는 의사로서 공적을 인정받아 문화훈장을 수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선

종하기 직전에는 일제의 문화재 수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집해 두었던 문화재 362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서울대교구 가톨릭의사회와 한국가톨릭의사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김웅규 박사(1998년 1월 29일 선종)는 고려대 

의대 외과 교수 출신으로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외과 병원을 운영하였으며, 평소 가난한 환자에게서는 돈을 받

지 않았고 환자가 미안해하면 나중에 벌어서 갚으라고 했던 일화가 전해진다. 김웅규 회장의 형제들도 모두 의사

였으며 세 아들 또한 모두 의사였는데 특히 둘째 아들 김중호(미카엘) 신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가톨릭신학대

학을 졸업한 의사 출신 신부로, 국내는 물론 세계 각지를 돌며 활발한 의료봉사를 실시한 사제이기도 하다. 김중호 

신부는 1987년 남미의 에콰도르를 필두로 본격적인 해외 의료선교를 시작하였으며, 점진적으로 영역을 넓혀 1992

년부터 아프리카 케냐공화국, 1997년부터 몽골, 2003년부터 콜롬비아, 2010년부터 필리핀에서 의료선교를 실천

함으로써 수많은 가톨릭 의사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의료선교를 실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1947년 4월 14일 서울대교구 가톨릭의사회의 전신인 ‘방지거 시베리오회’가 창립된 이후 1961년 대구대교구 가

톨릭의사회가 창립되어 지역사회에 대한 의료봉사, 정기적인 모임과 피정을 통해 가톨릭 의사로서의 사회적 역할

을 다하며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고, 1968년에는 부산교구 가톨릭의사회가 창립됨으

로써 교구별 가톨릭의사회가 창립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 협회 창립 이후

(1) 개요

1968년 3월 30일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실시된 전국적인 가톨릭의사회의 피정에서 한국가톨릭의사협회 창

립을 기획하였고, 이듬해 3월 31일 한국가톨릭의사협회가 창립되었다. 초대 협회장으로는 김웅규 박사가 선출되

었으며, 대표 담당사제는 당시 가톨릭중앙의료원 의료원장 유수철(도미니코) 신부가 맡게 되었다. 2018년 현재는 

대표 담당사제인 김평만(유스티노) 신부와 제23대 협회장인 고영진(티모테오) 교수가 협회를 이끌고 있으며, 전국 14

개 교구 가톨릭의사회에 약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가톨릭의사협회는 국제가톨릭의사협회의 정

식 회원국으로서 가톨릭 정신을 기본 이념으로 한 의도(醫道) 양양, 학술발전 및 의료봉사를 통한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부는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내에 소재하고 있다. 한국가톨릭의사

협회 모든 회원은 가톨릭 신앙인이며 의사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교구별 가톨릭의사회마다 실시하고 있는 다양

한 국내 의료 선교활동과 가톨릭의료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중남미·아프리카·아시아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

외의료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와 세계 가톨릭의사회 학술대회 및 총회에서의 학술발표, 

생명윤리 세미나 등 다양한 국내외 가톨릭 학술대회를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활동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가톨릭의사협회는 매년 부활 2주 전 토요일과 일요일 1박2일간 각 교구별 가톨릭의사회를 순회하며 정기총

회를 개최하여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위한 1년간의 협회 활동을 계획하고, 동시에 전국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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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릭 의사들이 모여 피정을 실시하며 심신단련과 회원들 간의 친목을 다지고 있다. 또한 연말 대림 첫 주일에는 전

국 교구 가톨릭의사회 회장단 모임을 통해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협회에서는 매년 

『가톨릭의사협회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각 교구별 가톨릭의사회에서는 정기적인 모임과 미사를 통해 회원들 간의 

신앙생활 강화, 신앙교육, 의료 봉사활동 및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세계 병자의 날 국내 대회를 유관 단체와 

함께 개최하고, 아시아 및 대양주 가톨릭의사회 회원 단체로서 4년마다 개최되는 아시아 가톨릭의사회 총회와 학

술대회의 참여와 연제발표 등을 통해 아시아 및 대양주 국가 회원들과 친교를 도모하고 있다. 2002년 세계가톨릭

의사회 총회 및 학술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것을 계기로 세계가톨릭의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대구·부산교구 가톨릭의사회 창립 후 1969년 3월에 한국가톨릭의사협회가 창립되었고, 뒤를 이어 1969

년 10월 3일 마산교구, 1979년 1월 6일 전주교구, 1979년 12월 2일 인천교구, 1980년 4월 11일 광주대교구, 1981

년 11월 20일 수원교구, 1984년 11월 6일 청주교구, 1993년 12월 6일 제주교구 가톨릭의사회가 창립되었다. 안

동·춘천·원주·대전교구 등 2018년 현재 총 14개 교구에서 가톨릭의사회가 창립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의

정부교구도 창립을 앞두고 있다.

(2) 아시아 및 세계 가톨릭의사회 활동

한국가톨릭의사협회 회원들은 꾸준히 아시아 가톨릭의사회와 세계가톨릭의사회 총회 및 학술대회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가톨릭의사협회는 1980년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7차 아시아 가

톨릭의사회 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2002년 9월 1~4일에는 제21차 세계가톨릭의사회 총회 및 학술대회

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우리나라 회원 316명을 비롯하여 세계 26개국에서 총 477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서울 총회에서는 한국가톨릭의사협회 강준기(도미니코) 회장이 세계가톨릭의사회 부회장에 

선출되었다.

세계가톨릭의사회의 활동 목적은 ①세계 각국 간에 가톨릭 신앙의 전파와 연구에 세계가톨릭의사회가 부응하

고, ②가톨릭 의료인들의 과학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도덕 및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의 가톨릭의

사협회 발전을 도모하고, ③가톨릭교회의 존엄성 내에서 의료 전문직의 발전과 건강증진사업 및 사회사업의 발전

에 참여하고, ④의료시혜 현장에서 의학 윤리적 문제의 연구에 참여하며, ⑤각국에서의 건강과 병원사목의 영적 

치료 간의 협조적 모델을 수립하는 데 있다. 이런 활동 목적의 일환으로 1982년 10월 1~5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가톨릭의사회 총회에 한국가톨릭의사협회 회원들이 단체로 참가하였으며, 이 회의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서로간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 환경 속에서 인간의 숭고한 삶을 위한 활동이 수행되기 위

해서는 개인적인 활동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국제적인 모임 속에서 잘 계획되고 조직화된 작업을 통해서만이 보다 

효과적이다.”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세계가톨릭의사회에서는 각 나라 간의 가톨릭 의료인의 협력과 조화 속에서 

각 지역 간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의료인의 직업 수행 및 과학적 활동에 가톨릭 신앙이 같이하는 것을 근본 활동 이

념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인으로서의 가톨릭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1984년 11월 10~13일 필리

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8차 아시아 가톨릭의사회 총회 및 학술대회에 맹광호(이시도로) 교수·김대군 신부·박용

휘 교수·조성훈 교수 등이 참가했으며, 1986년 8월 8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16차 세계가

톨릭의사회 총회 및 학술대회에 단체로 참가하였다.

1988년 9월 11~14일 일본 규슈의 나가사키에서 개최된 제9차 아시아 가톨릭의사회 총회 및 학술대회에 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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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하였다. 한국가톨릭의사협회 회장 박용휘 교수는 제9대 아시아 가톨릭의사협회 회장에 선출되었고, 이때를 

계기로 한일 가톨릭의사들의 교류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또한 1990년 9월 14~18일 독일의 수도 본

에서 개최된 제17차 세계가톨릭의사회 총회 및 학술대회에 에 박용휘 회장 등 11명이 단체 참가하였다. 이 총회에

서는 세계가톨릭의사회 결의문이 채택되었는데, 이 결의문 끝에 가톨릭 의사들은 모든 사람들 특히 그중에서도 가

난한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과 마음과 영혼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몸 바쳐 헌신하기를 원한다

고 하였다. 이 총회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최근 “건강관리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과학연구 및 의료직 종

사자들은 모름지기 교육적 현대화를 도모하여야 할 새로운 크리스천적 양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신 하에서 총회에 참석한 가톨릭 의사들은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과 존엄’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

로 의학을 연구하고, 전문지식의 수준을 높이고 유지하며, 일상 의료에서 야기되는 제반 윤리적 문제를 협동적으

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1991년 세계가톨릭의사회 회지인 『DICISIONS』의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여 김중호 신부 등이 에콰도르에서 실시

한 의료선교에 대한 기사를 협회지에 게재하였다. 1991년 2월 7~9일 개최된 타이완 타이페이에서 열린 아시아 가

톨릭의사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1992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할 제10회 아시아 가톨릭의사회 총회 준비 등

을 논의하였다. 또 1992년 11월 8~11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시아 가톨릭의사회 총회에서 박용휘 회장

이 아시아 가톨릭의사회 회장으로 재추대되었다.

1994년 9월 8~12일 포르투갈 포르토에서 개최된 제18차 세계 가톨릭의사회 총회 및 학술대회에 박용휘 회장

을 비롯하여 6명의 한국가톨릭의사협회 회원이 참석하였으며, 이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세계가톨릭의사회의 결의

안이 제안되었다. ①생명파괴나 조작은 의학에 반대되는 것이며, 의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단계의 생명에 대해

서도 공격적인 행동을 하도록 기대되거나 권한을 부여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것, ②가정을 인간사회

의 핵으로 육성하고, 그것이 강화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려할 것, ③인구증가의 모든 불합리한 두려움을 부인

하고, 인간생명이라는 거대한 자원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여는 데 중점을 둘 것, ④

국제사회에서의 파괴적 경쟁을 극복하고, 전 세계적인 개발과 발전만이 전 인류에 이롭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작업을 할 것, ⑤인구학적 질문에 대한 진정한 해답으로 교육과 사회발전을 채택함으로써 건전한 성행위와 책임감 

있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교육을 증진시킬 것 등이다. 이 회의에서는 박용휘 회장이 세계가톨릭의사회 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김중호 신부의 한국가톨릭의사들의 해외 의료지원 사업, 특히 1989년부터 시작된 남미 에

콰도르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과 1992년부터 시작된 아프리카 케냐공화국에 대한 의료진 파견, 중앙아프리카공화

국에 대한 의약품 및 재정 후원에 대한 보고로 총회에 참석한 많은 회원들에게 찬사를 받았다. 또한 한국가톨릭의

사협회 회원들은 2002년 제20차 세계가톨릭의사협회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신청하였으며, 귀국길에 

파티마 성지를 순례하는 큰 수확도 얻었다.

1996년 11월 6~10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시아 가톨릭의사회 총회 및 학술대회에 박용휘 교수·맹광

호 교수·강준기 교수·채규태 교수·박종성(그레고리오) 신부·조용우(스테파노) 신부·주정수(세바스티아노) 신부가 

참석하였고, 총회의 주제인 ‘2000년대의 사목적 의학’에 대한 열띤 토의가 있었고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

였다. ①생명의 제반 문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②낙태론자

들과 생명을 파괴하는 사람들 그리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직업적 소명을 지키지 못하는 의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바친다, ③부모와 교육자, 의과대학생, 간호대학생, 예비 조산부들에게 인간생명의 진정한 의미와 존엄성을 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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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야 한다, ④Opus Vitae 운동을 발족시키고 나아가 아시아 지역 내에 연수센터를 건립하도록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⑤현재 교구와 지역교회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발간되고 있는 각급 가톨릭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인

간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을 주지시키며, 이러한 운동에 세속 언론이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⑥우리는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더욱 성장해 나가야 하며, ‘생명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꽃피우게 하는 빛의 역군으로서의 길을 힘차게 걸어

야 한다.

1998년 9월 10~13일 ‘2천년대를 맞이하는 시기에서의 의학윤리’라는 주제로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19차 세계

가톨릭의사회 총회 및 학술대회에 맹광호 아시아 가톨릭의사회 부회장·박찬호(필립보) 신부·정동호 신부·한국

가톨릭의사협회 총무인 조건현 교수가 참석하여 2002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0차 세계가톨릭의사회 총회 및 학

술대회에 대한 홍보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또 2000년 7월 12~1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2차 

아시아 가톨릭의사회 총회에 장덕필(니콜라오) 신부·강준기 회장 등 13명의 회원이 참석하였으며, 맹광호 교수가 

아시아 가톨릭의사회 부회장에 선출되었고, 2004년 11월 24~27일 타이완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제13차 아시아 

가톨릭의사회 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맹광호 교수가 아시아 가톨릭의사회 회장에 선출되었다.

2006년 제22차 세계가톨릭의사회 총회 및 학술대회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어 한국에서는 강준기 회

장·고영초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고영초 교수는 ‘라파엘 클리닉과 전진상센터의 의료선교 활동상에 대한 보고’

를 발표하여 많은 찬사를 받았다. 2012년 10월 18~21일 ‘변화하는 세계에서 가톨릭 의사들의 새로운 도전’이라

는 주제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5차 아시아 가톨릭의사회 총회 및 학술대회에는 강준기 회장·조건

현 교수·고영초 교수 등이 참석하였고, 강준기 회장은 ‘장애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돌 볼 것이며 우리 가톨릭 의

사들은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조건현 교수는 ‘한국가톨릭의사협회의 지난 4년간 활동보고-국내외 의

료 선교 업적보고’, 고영초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라파엘 클리닉 진료보고’를 발표하였고, 총회에서 조건

현 교수가 회원관리 분야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014년 ‘The Catholic Doctor in an Era of Secularization and 

Technology’라는 주제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4차 세계가톨릭의사회 총회 및 학술대회에 홍영선 회장·

김평만 신부·조건현 교수가 참가했으며, 홍영선 교수가 ‘한국 가톨릭대학에서 의과대학생과 의사들에게 시행하

는 의학 윤리교육의 경험’을 주제로 발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2016년 11월 10~13일 ‘What should we do 

for the least of our brethren ?’(Matthew 25,40)라는 주제로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16차 아시아 가톨릭의사회 

총회 및 학술대회에는 고영진 회장·김평만 신부·강준기 교수·조건현 교수·윤승규 교수·이강숙 교수 등이 참

가했다. 강준기 교수의 ‘한국에서 은퇴사제의 건강관리의 현실’, 이강숙 교수의 ‘한국에서 급속하게 진행되는 노령

인구에 대한 건강관리’, 고영진 회장의 ‘한국가톨릭의사협회의 개황과 활동’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고영진 회장이 

세계가톨릭의사회의 아시아 가톨릭의사회 담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3) 세계 병자의 날 활동

199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 기념일인 2월 11일을 ‘세계 병자의 날’로 지정하

여 기념하자고 제안하였다. 세계 병자의 날을 제정한 것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교회 창립 때부터 보여 온 병자들

에 대한 봉사정신과 교황의 관심, 그리고 현재 세계 안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었다. 또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사목과 자선활동에 새로운 자극을 줌으로써 사회 안에서 그러한 활

동이 더욱 효율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 받는 이들과 



425

제3편 평협단체사

함께한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에 한국가톨릭의사협회에서는 1992년 이후 매년 

2월 세계 병자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해 왔으며, 2006년 2월 10일 제14차 병자의 날 기념행사는 한국가톨릭병원협

회·한국가톨릭약사협회·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와 공동으로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주관으로 세계 병자의 날 기념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07년 2월 9~11일 제15차 병자의 날 기념행사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및 한국가톨

릭의료협회 공동 주관으로 시행하여 교황청 사절단 등 총 7,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후에도 매년 2월에는 교구

를 돌아가며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주관 하에 세계 병자의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4) 국내외 의료선교 활동

한국가톨릭의사협회 소속 각 교구별 가톨릭의사회에서는 정기적인 의료선교를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소외된 

계층과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교구 가톨릭의사회에서는 라파엘 클리

닉, 전진상센터, 요셉의원을 비롯하여 각 병원의 가톨릭의사회에서 정기적인 의료봉사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대교

구 가톨릭의사회에서는 의사회 창립 이래 낙도 주민에 대한 의료봉사와 함께 교도소에 대한 진료를 꾸준히 진행하

여 1989년에는 동아 의료봉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광주대교구 가톨릭의사회는 부상으로 받은 200만원

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꾸준한 의료봉사를 실시해 왔고, 광주민주화항쟁 기간 동안에도 의료봉사 활동을 멈추지 않

았으며, 진료와 수술뿐만 아니라 오지와 섬 주민에 대한 기생충 박멸사업과 각종 예방주사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대구대교구 가톨릭의사회는 양로원·복지병원·결핵요양원·청소년 장애인센터 등에서 매월 1회 의료봉사 활동

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주교구 가톨릭의사회는 불우노인 진료, 대전교구 가톨릭의사회는 재활환자·치과 환자·

외국인 노동자 진료, 수원교구 가톨릭의사회는 외국인 노동자 진료, 부산교구 가톨릭의사회는 독거노인 진료, 제

주교구 가톨릭의사회는 탈북 이주민 진료, 안동교구 가톨릭의사회는 복지의원 진료, 청주교구와 마산교구 가톨릭

의사회는 복지관 장애인 진료, 인천교구 가톨릭의사회는 외국인 쉼터 진료, 춘천교구 가톨릭의사회는 오지 환자 

진료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가톨릭의사협회 회원들은 단순한 일회성 의료봉사를 지양하여 지속적인 의료선교

에 전념하고, 질병에 대한 진료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방과 재활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한국가톨릭의료협회뿐만 아니라 각 교구별 가톨릭의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의료봉사를 통한 가톨릭 의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김중호(미카엘) 신부와 함께 한국가톨릭의사협회 회원들은 ‘의료를 통한 복음 

선교’라는 대명제 아래 해외의료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 국민들은 선진국에서 온 

선교사들과 종교 단체들이 진료소를 세우고 가난한 환자들을 치료하여 많은 혜택을 받았음을 잊지 않고 있으며, 

1980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국민 대부분이 최소한의 의료 혜택을 누리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의료 원조를 나누어야 할 책임을 

느꼈다. 그뿐 아니라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고통을 받고 있는 가

난한 이웃을 치료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명 하에 해외 의료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7년 8월 남미 에콰도르 선교지에 약 1톤(500만원 상당)의 의약품 지원을 필두로 1989년 8월 2~28

일 약 한 달 간 에콰도르에 의료봉사 김중호 신부·내과 박성학 교수·기생충학교실 조승열 교수·봉사자 김순영 

등 1,045명을 파견하여 진료를 시행하였다. 1990년 7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2주간 에콰도르 팔마본당의 진료

소와 주위의 공소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하였다. 김중호 신부·강남성모병원 내과 문화식 교수·소아과 이준성 교

수·성가병원 김청옥 수녀·전진상의료센터 임덕균 선생·재미 의사인 산부인과 오유섭 선생 등이 파견되어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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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714명, 소아과 환자 769명, 산부인과 환자 182명 등 총 1,665명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또한 1989년부터 꾸준

히 의약품 지원을 해왔으며, 1991년까지 3년간 약 5만 달러에 달하는 의료기기 및 약품을 전달하였다. 2003년 5

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남미 콜롬비아 칼다스 시의 도시 빈민지역에는 김중호 신부·전진상센터의 정미경 선

생·최미경 약사 등을 파견하여 진료를 시행하는 등 현재까지 매년 의료선교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1992년 7월 16~30일 아프리카에 대한 의료 선교를 시작하여 케냐공화국에 가정의학과 박은숙·최환석 

교수를 파견하였고, 1993년 6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는 김중호 신부·가정의학과 박은숙과 신호철 교수를 파견

하였으며, 1994년 6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는 가정의학과 신호철과 김경수 교수를 파견하였다. 지속적인 아프

리카 의료선교를 위하여 1995년 6월 11일~7월 15일, 1996년 6월 11일~7월 15일에는 케냐공화국의 체송고치에

서 소아과 김종완 교수와 가정의학과 김경수 교수가 파견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인 아프리카 의료선교를 시행하고 

있다.

아시아 의료선교의 일환으로는 1997년 8월 19일~9월 2일 몽골의 체르와 바쯤바에 김중호 신부·산부인과 박종

섭 교수·내과 윤선애 교수·소아과 정낙균 교수·신가식·배정미 약사 등을 파견하여 진료를 시행하였고, 1998

년 7월 21일~8월 24일에는 김중호 신부·유기성·송영문·오용석 교수를 파견하였다. 1999년 7월 20일~8월 3

일에는 지역을 변경하여 몽골의 바양언줄에 김중호 신부·김사진 등 5명의 의료진을 파견하였으며, 2006년 9월 

4~12일에는 몽골 자갈란트, 2007년 9월 3~12일에는 몽골 울란바토르에 의사 9명 등 총 25명의 의료진을 파견하

였다. 2009년 6월 5일~12일, 2010년 6월 12~19일, 2010년 9월 4~11일, 2016년 7월 2~9일에는 몽골의 제2 도

시인 다르항에서 안과 및 성형외과 수술을 비롯한 진료를 시행하였다. 또 청소년과 아동들을 위한 학교 보건사업

을 구축하고, 장애인을 위한 의수족 사업 등과 함께 병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의료장비의 기증과 현지 의료인에 

교육사업을 시행하는 등 그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편 1999년 12월 17~29일에 동티모르 로스팔로스에서 김

중호 신부·서상범 신부·산부인과 박종섭 교수·안성심 약사 등이 현지 군부대 의료진과 함께 진료를 시행하였

고, 2010년 11월 27일~12월 4일, 2015년 11월 7~14일 필리핀의 말라본 시와 나보스타 시 등에서 활발히 의료 사

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5) 인간 생명수호 활동

한국가톨릭의사협회에서는 가톨릭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인간의 생명수호를 위하여 의학윤리에 대한 연구, 

세미나 등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1984년 5월 1일 『의학윤리』(548쪽) 책을 발간하여 출판기념회와 세미나를 개최하

였고, 10월 26일에는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한국천주교 및 기독교 낙태반대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낙태를 허

용하는 형법 개정안 제135조 반대 시위’에 한국가톨릭의사협회 대표 담당사제인 김대군 신부, 협회장인 박용휘 교

수를 비롯하여 20여 명의 가톨릭의사가 참여하였다. 이 집회에서 가톨릭 의사들은 여성의 건강에 대한 자의적 해

석으로 낙태 사유를 무제한 확대하는 문제, 부녀의 인격권 때문에 생명권이 희생되는 가치혼돈의 문제, 위반자의 

처벌 규정이 없는 문제 등을 제기하며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였다. 2009년 11월 11일에는 불법 낙태 근절 성명서 지지 선언을 시행하였다. 또한 꾸준히 의학윤리 심포지

엄을 개최하여 인간 생명존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2002년에는 ‘생명복제와 윤리’라는 주제로 가톨릭의

사회 윤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2003년 6월 20일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를 주제로 의료윤리 심포지

엄을 개최하여 ‘치료 중단에 대한 윤리적 문제’, ‘의미 없는 치료의 중단에 대한 의학적 가톨릭 윤리 신학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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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행위의 결정권’ 등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가 있었다. 2004년 6월 25일 의료윤리 심포지엄에서는 배아줄기세

포 연구에 대한 주제로 심포지엄을 주최하였는데,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왜 필요한가?’, ‘인간 배아복제, 과학

의 승리인가?’,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생명윤리학의 논의’,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여성의 입장’ 등에 대한 

소제목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2005년 7월 7일 개최된 생명윤리 심포지엄에서는 ‘노인과 사회’라는 주제로 토의가 

있었으며, 현재까지 꾸준하게 다양한 주제의 심포지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2004년 2월 24일에는 ‘황우석, 문신용 교수의 인간 배아복제 성공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

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우리는 배아를 포함한 인간생명에 해를 가하지 않고 생명윤리의 틀 안에서 질병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생명공학연구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②그러나 황우석·문신용 교수팀이 진행

한 연구는 인간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를 융합시켜 만든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한 실험인바, 이는 자기 스스로를 지

킬 힘이 없는 미약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인간 생체실험이며, 살인하지 말라는 보편적인 도덕법을 범한 윤

리적인 범죄이다, ③정부는 이와 같은 비윤리적인 연구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 없이 국민의 세금

을 지원한 배경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향후 유사한 실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윤리적인 실험과 연구에 

대한 윤리적인 심사 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황우석·문신용 교수팀의 연구는 과 배란에 따른 여성신체의 부작

용이 우려되고 여성의 실험도구화와 인권유린의 소지가 있으며, 이미 성행하고 있는 비윤리적인 난자 매매를 가속

화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인간복제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⑤이상과 같은 이유들에 근거하여 우리는 

인간 난자와 배아를 이용하여 진행된 반인륜적인 생체실험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성체줄기세포 연구로 연구의 방향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2월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으며, 이에 대해 “진정으로 

임종하는 환자를 도울 수 있는 국민들의 생명존중 문화 고취와 호스피스 완화 의료법의 선행 없이 연명의료 결정

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하며, 또한 이 법이 자기결정권에 의한 인간 존엄성 보호의 이유로 향후 안락사법

으로 이행될 여지와 그 가능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시행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갖고 법률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

을리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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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대 회장 및 대표 담당사제

대수 재임 기간 협회장 담당사제

초대 1969~1970 김웅규(프란치스코)

유수철(도미니코)

김대군(파트리치오)

2대 1970~1972 김종인

3대 1972~1974 김석화

4~5대 1974~1978 정일천

6~8대 1978~1984 조규상(프란치스코)

9~10대 1984~1989 안용팔(베네딕토)

11~13대 1989~1997 박용휘(미카엘)

14~16대 1997~2004 강준기(도미니코)
이성만(토마스), 장덕필(니콜라오)

최영식(마티아)

17대 2004~2007 나종구(다미아노)
최영식(마티아)

18~19대 2007~2011 박장상(미카엘)

20대 2011~2013 조건현(암브로시오) 이동익(레미지오)

21대 2013~2015 홍영선(안드레아)
김평만(유스티노)

22~23대 2015~현재 고영진(티모테오)

4) 가톨릭 의사 서약서

나, ________________는 의사로서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환자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나의 전문적인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  

 킨다.

(2)  나는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고려에 앞서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시함으로써, 그들을 인간적으로 존중하며 

 그들의 종교나 인종적 차이 그리고 사회 경제적 및 성별 차이에 대한 편견 없이 그들을 치료한다.

(3)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인간 생명이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모든 생명이 하느님께로 귀속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간의 생명을 수태 시부터 자연사에 이르는 순간까지 보호하고 지킨다.

(4)  나는 의학이 폭력적이거나 억압적으로 사용되는 도구가 되는 것을 거부한다.

(5)  나는 인간 생명과 존엄성 그리고 인간 본성을 존중하는 보건정책을 장려하면서, 공중보건활동에 봉사한다.

(6)   나는 실정법이 인간의 권리, 특히 생명권을 존중하지 않을 때 양심에 비추어 반대해야 할 의무를 제외하고는  

 공정한 법 적용이 되도록 노력한다.

(7)  나는 모든 사람들의 종교적인 신념에 관계없이 그들을 평등하게 대하도록 한다.

(8)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의 시간 일부를 무료진료와 자선진료에 바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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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톨릭 의사로서 나는 또한 다음 사항들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하느님 말씀을 나의 모든 행동의 영감으로써 인식하고, 교회의 가르침들에 충실하며, 그에 맞게 

 나의 직업적인 양심을 형성해 나간다.

(2) 나는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그리스도의 충실한 증인이 된다.

(3) 나는 가톨릭의 도덕률, 특히 생명윤리에 관련된 도덕적 원칙을 준수한다.

(4) 나는 나의 개인적 생활 안에서는 물론 환자나 동료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자비가 

 드러나도록 한다.

(5) 나는 교회의 사목 직무에 협력하는 가운데, 고통 받는 세계의 복음화에 참여한다.

3. 현실과 전망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란 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상의 의무를 말한다. 가톨릭 의료인은 하느님께

서 주신 모든 능력을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바로 사용하고, 사회생활에서 솔선수범하여 도덕적 책임을 다해

야 하며, 의사라는 전문직 종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자기희생을 통한 사랑과 나눔으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일조하여야 하는 사명이 있다. 또한, 몇 년 전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배아줄기세포

에 대한 연구와 정부에서 주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 과학만능주의와 함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가고 있다. 이런 풍조의 이면에는 

몇몇 의료인들의 보이지 않는 역할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우리 가톨릭 의료인들은 의술이 생명을 임의로 

처분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게 주어진 생명력을 잘 북돋아주고 도와주는 것, 즉 의료란 생명에 대한 봉

사라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런 가톨릭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가톨릭 의사들의 동참

이 요구된다. 한국의 가톨릭 의사는 현재 약 2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나 그중 약 10% 정도인 2,000명 정도의 

가톨릭 의사만이 가톨릭의사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10% 정도인 200여 명의 가톨릭 의사만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그 참여도가 매우 아쉬운 상태이다. 이에 보다 많은 가톨릭 의사들이 한국가톨릭의사협

회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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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W 한국공동체추진협의회

(Movement for a Better World)

1. 개  황

•소재지 : (27186) 충청북도 제천시 동명로 1길 6

•Tel (043) 646-4693 / Fax (043) 646-4694

•설립 연월일 : 1952년 2월 10일(로마)

•한국 도입 연월일 : 1966년 7월 

•주교회의 인준일 : 1981년

•회장 : 이재희(안셀모) 신부

•담당사제 : 이재희(안셀모) 신부

2. 기수별 약사 및 주요활동

1) 창설자 리카르도 롬바르디 신부

(1) 창설자와 M.B.W 운동의 탄생

M.B.W(Movement for a Better World)는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한 운동’이다. 이 운동의 창시자는 이탈리아 출신의 

리카르도 롬바르디(Riccardo Lombardi, 1908~1979년) 신부이다. 17세 때 바티칸에서 열린 선교활동 그림 전시회에

서 감명을 받아 예수회에 입회한 후, 로마대학에서 신학·철학·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2년간의 수련을 통해 

사랑과 믿음과 봉사의 삶을 준비하였다. 

1939년부터 롬바르디 신부는 복음을 바탕으로 한 사랑의 실천 운동을 전개하던 중, 전 유럽이 초토화되고 전 세

계적으로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는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목격한 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새로운 세계를 위

하여’ 용서와 화해, 사랑의 형제애를 촉구하는 강연운동을 시작하였다. 이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강

연 요청이 잦아지면서 강의실에서 대형극장으로, 급기야는 광장에서 활발한 강연활동을 전개하여 언론과 기자들

로부터 ‘사랑의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롬바르디 신부는 세상의 변혁은, 그 변화의 원동력이요 도구인 교

회가 먼저 하느님 나라의 씨앗으로서 그 나라의 가치인 형제애의 공동체로 변화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아

울러 세상의 변화를 바르게 이끌기 위한 교회의 변화와 쇄신을 전심으로 호소하면서 교회의 부정적 모습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함께 예언직분을 수행했다. 이것이 고위 성직자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여 교회재판소에 고발당하

기에 이른다.

당시 교황 비오 12세는 롬바르디 신부를 교황청으로 소환, 3개월간의 대화를 통해 그의 사상과 뜻이 교회쇄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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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함을 인정하고, 1952년 2월 10일 바티칸라디오를 통해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선언’을 하여 이 운동의 이

름이 되었다. 교황 별장 로카 디 파파(Rocca di Papa)를 본부로 하사하는 등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비오 

12세의 선종(1958년 10월) 이후 요한 23세 교황은 추진회(P.G : Promoting Group)에 교회법상 조직 구조의 자격을 부

여하였다.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숨은 공로자 롬바르디 신부

롬바르디 신부가 교회쇄신에 헌신해 오다가 결정적으로 교회에 큰 공헌을 하게 된 계기는 제2차 바티칸 공의

회(1962~1965년)였다. 예수회에서 발행하는 신학 잡지 『라 치빌타 가톨리카』의 주간을 역임하면서 교회의 쇄신(현

대화)을 위해 공의회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해 오던 그는 공의회에 소집된 주교 1,000여 명에게 개막 피정을 지

도하게 된다. 이는 롬바르디 신부의 뜻이 이 피정을 통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밑바탕을 이루게 되었음을 의

미한다. 이후 이 피정 강론은 『형제애』란 책으로 출판되었다. 공의회가 끝났을 때 이 공의회의 모든 신학적 기초 

초안을 작성하였던 쉬넨스 추기경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숨은 공로자는 롬바르디 신부다.”라고 술회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의회 기간 중에 M.B.W 추진회는 공의회를 위한 봉사에 진력하였다.

2) M.B.W의 구조와 추진팀(P.G) 

(1) 추진팀(P.G) 구성

M.B.W의 역할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교회에서 구현하기 위한 봉사로 요약된다.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한 궁극적인 목표는 하느님 나라의 완성이다. 이를 위해 하느님 나라의 씨앗이며 도구인 교회의 쇄신을 위해 성

령의 도우심으로 계속하여 투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한 전제로 다른 여러 나라에도 이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

해 팀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사제·수도자·남녀 평신도가 포함된 연합 팀의 구성을 교황청에 요청하자, 

1958년 8월 26일에 비오 12세는 교회 문서로 P.G를 합법화하였다. 

(2) M.B.W의 구조

하느님 나라의 가치는 일치이다. M.B.W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 공동체의 일치를 지향하여, 공

동체적인 구원을 목표로 진력하는 단체이다. 때문에 M.B.W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분파(Sect) 조장을 지양하여 

오로지 운동(movement)으로만 존재하고자, 이를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모임(Promoting Group)만을 두어 활동하

고 있다. 이 추진회는 전 세계적인 하나의 조직 아래, 각 국가별(local group)로 공동체 영성의 구축과 토착화를 위

한 구체적인 활동과 봉사를 목적으로 세포화하여 구성되어 있다. 이전에는 M.B.W가 교황청 평신도성 소속이었으

나, 현재는 수도자성의 재속 수도회에 편입되어 있다.

이 운동의 본부(General Direction)는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고 회의는 세나클(Cenacle, 총회)이다. 

총회는 총장단과 지역책임자 및 각국 추진회장으로 구성되어 매 4년마다 소집되며, 본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임

원을 선출한다. 로마 본부는 총장과 부총장 4명으로 구성된 총장단 산하에 국제추진팀(I.G.A : International Group 

of Animation)과 상임연구회(I.G.P.A : International Group of Permanent Animation)의 기구를 두고 있다. 본부 산하

에 각 대륙 및 언어권 중심으로 10개 지역으로 분할되어 4년마다 꼰비벤자(convivenza)를 가진다. 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던 M.B.W ‘한국공동체추진봉사회’(CASK : Community Animation Service of Korea)는 영어권과의 원활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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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위해 2012년을 기점으로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편입되었다.

3) M.B.W 한국공동체추진봉사회 결성 과정

(1) M.B.W 도입

M.B.W 한국공동체추진봉사회(C.A.S.K)는 1966년 예수고난회 소속 박도세(Justin Paul Bartoszek C.P.) 신부의 초

청으로 M.B.W 창설자 롬바르디 신부가 내한하여, 가톨릭여학생회관에서 7월 23일부터 1주일간 기초공동체수련

회를 개최함으로써 처음 도입되어 어언 50년이 되었다. 이하는 M.B.W 한국공동체추진봉사회 도입 50년 역사와 

영성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2) 추진회(P.G) 설립

M.B.W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탕으로 사랑을 실천함에 따라 교회를 쇄신하고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을 목적으로, 국제적 운동단체로 성장해 갔다. 1966년 롬바르디 신부의 방한을 시점으로 1967년에 나길모(굴리엘

모) 주교와 박도세(유스티노) 신부가 일본 M.B.W 강습회에 참석하여 귀국 후 보고회를 가졌다. 이어 1968년 2월에 

다시 내한한 롬바르디 신부의 지도로 주교와 신부, 수도회 장상들이 참석한 공동체 수련회가 서강대학교에서 있었

고, 같은 해 6월의 3차 방한 때는 왜관 피정의 집에서 교황대사·주교·신부·평신도 등 52명에게 1주일간의 수련

회를 지도하였다.

이에 편승하여 7월 왜관에서의 제1차 영어 피정, 그리고 인천 박문여고에서 박도세 신부 지도로 개최된 첫 한

국어 피정(8월 18~24일)에 연이어 춘천 성심여대에서 있었던 제2차 한국어 피정(8월 25~30일)에서는 김수환, 지학

순 주교 등 신부 14명, 수사 3명, 수녀 38명, 평신도 27명이 참석하여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

어 서울대교구 추진팀(회장 : 박도세 신부)이 주교회의 인준을 받아 한국에 첫 추진회가 설립됨으로써 1968년은 한국 

M.B.W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다. 이듬해인 1969년 1월 춘천교구에서 주최한 그리스도 공동체 

묵상회에 본당 회장과 수녀 등 55명이 참석하였으며, 6월 29일~7월 5일 광주의 예수고난회 피정의 집에서 개최

된 영어 피정(Christian Community Retreat)을 통해 묵상회가 서울, 인천 지역을 벗어나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게 되

었다. 

(3) 예언적 봉사

보다 나은 세상을 지향하는 M.B.W 운동은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목표로 하느님 나라의 씨앗이며 도구인 교회

와 세상의 쇄신을 위하여 투신한다. 세상과 교회의 변화 속에서 하느님의 뜻인 ‘시대의 징표’(Sign of Times)를 읽고 

이에 응답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유연성과 끊임없는 연구가 요구되고 희망을 가져야 하며, 창조적인 모험 정

신과 모든 것을 수용하는 개방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운동의 추진회원들은 순례자들로서, 어떤 조직을 만드

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도록 자극을 주고 자각케 하며 회심하도록 계속 추진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 운동은 또한 교회의 모든 신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도전시키고 생동감을 주어 쇄신을 일으키게 하도록 하

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예언적 봉사다. 그래서 이 운동 회원들은 성령의 빛으로 시대의 징표를 식별하기 

위해 늘 반성하고 공부해야 한다. 교황 바오로 6세가 이 운동을 ‘예언자를 양성하는 학교’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의

미에서였다. 이 예언적 봉사는 공동선을 향해 회심을 일으키도록 이끌어간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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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회다. 교회는 보다 보편적인 공동체적 세계를 위한 것이다. 세상을 위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다. 하느님 사랑을 세계에 증거하는 새로운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이다.

(4) 한국 추진회 결성

M.B.W는 P.G(추진회)의 영성개발과 연구 및 활동을 위해 적어도 각 교구 추진회별로 월 1회의 꼰비벤자

(Convivenza, 함께 생활한다) 모임을 가지며, 전국 추진회는 1년에 동계와 하계 두 번의 전국 꼰비벤자를 개최하고 

있다. 첫 정기모임은 1969년 7월 17일 서울 여학생회관에서 있었으며, 전국적으로 51명이 참석하여 향후 M.B.W 

활동에 대한 의견들을 진지하게 나누었다. 나아가 각 교구 팀 창설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1971년 1월에 아피 회원

인 나 굴리엘모 주교와 메리놀회의 로즈마리 수녀 지도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수련회가 개최되어 유재국·문정현 

신부 등이 함께 하였다. 

한국 추진회 결성을 목표로 1973년 봄과 여름 2회에 걸쳐 박도세·박성종 신부와 강정렬 회장이 일본 M.B.W 

책임자인 플로레스(G.M. Florez, 예수회) 신부가 지도한 일본 묵상회에 참석하였다. 그때 체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9

월에 서울 가톨릭교리신학원에서 플로레스 신부를 초청하여 ‘그리스도 공동체 묵상회’를 가진 것을 기회로, 서울과 

인천 팀이 중심이 된 한국 추진회(Animation Service of Korea)가 창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후 서울

지역의 그리스도 공동체 묵상회는 주로 분도회관에서 개최되었고, 12월 수원 말씀의 집에서 있었던 묵상회에는 김

수환 추기경도 참석했다. 

초대 회장 박도세 신부 이후 40년간의 M.B.W 한국공동체추진봉사회 역대 회장단은 아래와 같다.

대수 재임 기간
회장

대수 재임 기간
회장

이름 교구 이름 교구

초대 1973~1975 박도세 신부 서울
6대

1995~1997
조정오 신부 전주

2대 1975~1979 현석호 회장 서울 1997~2000

3대

1979~1981

유재국 신부 서울

7대 2000~2003 최시동 신부 대구

1981~1983 8대 2003~2006 원유술 신부 대구

1983~1988 9대 2006~2010 장정식 신부 대구

4대 1988~1992 최시동 신부 대구 10대 2010~2014 조정오 신부 전주

5대
1992~1994

송주석 신부 인천
11대 2014~2018 원유술 신부 대구

1994~1995 12대 2018~현재 이재희 신부 원주

(5) 각 교구 추진팀 결성과 확산

1974년에는 각 지역 교구에서도 팀들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우선 1974년 1월 초에 전주와 서울에서 기

초묵상회가 개최되었는데, 서울교리신학원에서 있었던 기초묵상회는 박도세·박성종·류재국 신부를 비롯한 박

복주 수녀와 현석호·양한모 등의 지도하에 이문희(대구), 두봉(안동), 김재덕(전주), 황민성(대전), 지학순(원주) 주교 

등이 참석함으로써 전국 각 교구로 운동이 확산되는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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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할 일은 3월 초에 광주 예수고난회 피정의 집에서 전주·광주 합동 묵상회가 열려 전주교구 추진회가 결성

되었으며, 이후 대구(1975년 1월), 광주(1975년 2월), 대전(1976년 8월), 원주(1979년 3월)를 비롯하여 1983년까지 인천, 

마산, 부산 등 전국 14개 교구 중 10개 교구에서 팀을 결성하게 된다. 1974년부터 3년에 걸쳐 서울·인천·부산·

대구·전주·광주 팀들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특히 전주교구 팀의 경우 1975년을 제5대 교구장인 김재덕 

주교가 ‘공의회 정신 실천의 해’를 사목교서로 정하여 17회에 걸쳐 그리스도 공동체 묵상회를 개최했다. 1976년 10

월 제27차 묵상회에는 대전교구 황민성(베드로) 교구장을 비롯하여 11명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도 참석하였다. 

4) 한국 가톨릭 쇄신운동과 M.B.W

(1) 그리스도 공동체 묵상회 피정의 전국 확산

1975년에 한국팀의 제2대 회장으로 현석호(1907~1988년: 국회의원, 국방부·내무부장관 역임)가 취임하였다. 이 해 1

월 왜관 감목대리구, 2월 청주교구, 4월 부산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 공동체 묵상회가 개최되었으며, 대구와 광주

교구팀이 창설되었다. 여러 지방 팀이 결성되면서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한 교회와 세상의 쇄신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되었다. 이때의 피정은 각 교구 추진팀이 연대하여 3박4일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사목자·수도자·평

신도가 함께 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따라 각 본당이나 단체의 대표나 개인 피정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급증하

여, 여러 차례에 걸쳐 그리스도 공동체 묵상회가 이어졌다.

(2) 활발한 국제 교류

1975년 4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5차 세나클(Cenacle, 총회)에 박도세 신부와 현석호 회장이 참석하여 

M.B.W의 국제화를 경험하였다. M.B.W 세나클은 1959년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965년 7월 제2차 세나클 때 

교황청은 추진회를 예수회에 위탁하여 소속토록 하고, 이를 수도자성의 문서에 기록(12월 16일자)하여 추진회 최초

의 공식적 규약이 제출되었다. 제3차(1969년), 제4차(1972년)를 거쳐 1975년의 제5차 세나클에서 추진회의 소명과 

사명이 재조명되었으며, 1979년의 제6차 세나클에서는 사도적 선택을 채택하였다. 

세나클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로마에서 I.S.R.A(International Service of Reflection and Animation) 회의가 열

렸다. 1976년에 열린 제1차 회의의 주제는 ‘하느님 나라’였는데 이 연구 결과가 이태리어·스페인어·영어로 번역 

출판되어 각 대륙 주교회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으며, 1980년 8월 부산에서 가진 「현대 복음선교」 묵상회의 자

료집도 이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이어 1978년 11월에 열린 제2차 회의의 주제는 ‘교회의 이상상’(The Image of the 

Church)으로서, 이것 역시 「새로운 본당상」(N.I.P : The New Image of the Parish) 과정의 자료집으로 이용되고 있다. 

참고로 1982년 5월 제3차 회의에서는 ‘참여’(Participation)를 주제로 다루었는데 이것이 「대화」(Dialogue) 과정에 집

약되었다.

이처럼 M.B.W에서 교육이나 피정의 주제집으로 활용하는 대부분의 자료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과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로마 본부의 관계자들이 오늘날 세상과 교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주제를 찾아 심도 있게 연

구하여 만든 자료들을 중역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게 토착화시킨 것들이다. 1977년 7월 서울 장충동 분도회관에서 

열린 ‘한일 합동 M.B.W 수련회’에서는 ‘교회를 사는 영성 코스’(教会に生きる霊性コース練成会)를 주제로 Live in 

Church(교회를 살자)의 영성을 새롭게 했으며, 10월에는 필리핀 케손(Quezon)시에서 P.A.E(Pan-Asian Encounter)

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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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묵상 코스의 개발과 의식 개혁

1978년도는 기초과정인 「그리스도 공동체 묵상회」에 이어 「새로운 본당상」 과정이 활발히 전개된 해였다. 이는 

1975년 8월 일본 나가사키(長崎)에서 있었던 ‘새로운 묵상회’에서 유재국 신부와 현석호, 서정렬이 체험한 내용에 

1976년에 다시 내한한 롬바르디 신부의 지도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78년 4월 서울 장

충동 분도회관에서 부총장 마늘로 신부와 아시아 책임자 루시앙 신부의 지도와 최시동·이석진 신부와 박복주 수

녀 및 현석호 회장의 협조로 「새로운 본당상」(N.I.P) 과정이 처음으로 개진되었다. 이어 가을에는 각 교구 사목국장 

신부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연수가 이어졌으며, 10월 중 4회에 걸쳐 명상의 집에서 서울대교구 사제 연수피정으로 

‘그리스도 공동체 묵상회’가 이어졌다. 이해 11월 우이동 명상의 집에서 열린 꼰비벤자에서는 「기초공동체」(B.C.C : 

Basic Christian Community)의 구체적인 현실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1979년 2월 14~16일 왜관에서 열린 춘계 전국 꼰비벤자에서 제3대 회장으로 유재국 신부, 부회장으로 한용희 

교수가 취임하였다. 이 모임에서 인천의 송주석 신부 지도로 「대화」(Dialogue) 과정을 연수하였고, 11월 13~15일 

삼천포에서 열린 추계 꼰비벤자에서는 부총장 루시앙 신부와 극동아시아 책임자인 실비아 수녀의 지도로 ‘P.G의 

소명과 사명’을 주제로 ‘P.G의 행동원리’와 추진회의 ‘사도직선택’에 대하여 묵상하였다. 이로써 「기초과정」과 「새

로운 본당상」 외에 「대화」 과정도 묵상회 주제로 포함되어 영성이 더욱 풍부해졌다.

(4) 신자 재교육의 도구 역할

1979년에는 각 교구에서의 활동도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원주팀이 결성되고, 청주교구에서는 신자재교육 프로그

램으로 ‘기초묵상회’를 채택하였으며, 서울 우이동 명상의 집에서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신자 직원을 대상으로 월 1

회씩 6차에 걸쳐 공동체 묵상회가 진행되었다. 1979년 6월 로마의 로카 디 파파의 본부에서 있었던 세나클에는 5

개 대륙에서 70명이 참석하였는데, 한국 대표로 유재국 신부와 유학 중인 박금옥 수녀가 참석하여 조직이 아니라 

운동으로서의 P.G의 ‘소명과 사명’을 연수하였으며, 이때 국제추진회(I.G.A : International Group of Animation)가 

창설되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살아가려는 움직임은 가톨릭교회 내 여러 부문에서 나타났는데, 전국의 나환자 

정착장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리스도공동체묵상회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1979년 11월에 칠곡 가톨릭피부과 내 

피에타의 집에서 경북지구 정착장 음성 환자 대표 35명을 대상으로 묵상회가 처음 개최되었고, 이어 1980년 3월

에는 가톨릭나사회협회 요청으로 있었던 경남(하동, 산천, 거창) 지역 정착장 신자들 교육, 그리고 1981년 8월에는 

광주 명상의 집에서 전주팀의 도움으로 전남북 나환자 정착장 신자 34명을 대상으로 한 묵상회가 있었다. 1982년 

8월 전국 정착촌 고등학생 신자 90명을 대상으로 수원의 성 라자로 마을에서 가졌던 기초묵상회도 전주팀에서 봉

사하였다.

(5) 추진회원(P.G) 양성과 교육

1980년에 접어들어 점증하는 신자 교육 추세에 부응하여 추진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9개 

교구 31명의 P.G 회원을 대상으로 지도자 트레이닝(2월 4~9일, 분도회관)을 하였고, 8월 18일부터 열흘간 부산 명

상의 집에서 아시아 대표인 일본의 루시앙 신부를 초청하여 교황 바오로 6세의 사도적 권고인 「현대의 복음선교」

(Evangelization of the Modern World)에 대한 첫 연수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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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1월 동계 전국 꼰비벤자에 이어 2월의 원주교구 교육원에서 개최된 상임위원회에서는 현 회장단의 연임

과 기관지 『M.B.W』 News Letter의 발간을 결정하였다. 전주와 마산교구의 활동이 두드러졌고, 8월 수원 말씀의 

집에서 열린 전국 꼰비벤자에서 이탈리아 Max Taggi 신부와 일본의 Andre Labelle 수사 지도로 N.I.P(새로운 본

당상) 연수회를 가졌으며, 곧이어 서울대교구 사제들을 위한 N.I.P 연수 때는 박금옥 수녀의 통역으로 강우일·오

태순·김수창·염수정·김현 신부와 최영화 교수가 함께 하였다. 11월에 전주교구 김준호 신부 등이 일본 M.B.W 

초청으로 방일하여 결속을 다졌다. 특기 사항으로는 당시 M.B.W 담당이었던 두봉 주교(안동교구장)의 제안으로 주

교회의에서 본 단체를 ‘M.B.W 그리스도공동체추진회’로 승인을 받아 기초공동체의 교회상 제시를 위한 역할을 부

여받은 것이다.

이처럼 한국교회의 새로운 모습으로의 쇄신은 인간학적·심리학적·사회학적 바탕에 신학적인 기준을 공고히 

함으로써 가능했다. 기초공동체의 공동체인 본당의 존재 가치를 사귐을 통한 하느님 나라의 완성에 두고, 이를 위

해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사목과 선교를 시도하여야 한다.

(6) 「새로운 본당상」 과정의 전국 파급

1982년은 롬바르디 신부에 의해 M.B.W가 구성된 지 30년이 된 해다. 이 해를 기점으로 N.I.P 과정이 전국적

으로 파급되어 2월의 전국 꼰비벤자에 이어 3월에 서울, 4월에 부산에서 유재국 신부와 한용희·최영화의 지도

로 N.I.P 과정의 연수가 이어졌다. 국제적 유대에서도 8월에 말레이시아 조호 바루(Johor Bahru)시에서 개최된 

P.A.E. Ⅲ에 유재국 신부와 류기식(요한)·최영화 등 9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가이세 주교(인도)의 ‘타종

교와의 대화’에 이어 기초과정(루시앙 신부, 안드레아 수사 지도)과 말레시아와 싱가포르에서의 N.I.P 현황에 대해 토

론하였다. 1983년의 로마 세나클에는 회장인 유재국 신부가 참석하였다.

1983년 1월 부산 빨마원에서의 동계 전국 꼰비벤자에는 10개구에서 40명이 참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유재국 

신부가 회장으로 유임되고 부회장으로 최시동(요한) 신부와 서울의 최영화 교수가 임명되었다. 4월에는 앙드레 수

사 지도로 대구 여성회관에서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한 「대화」 과정이 있었으며, 1984년 전주(2월)와 광주(8월)의 

N.I.P 과정 연수와 병행하여 동계(대구)와 하계(청주) 전국 꼰비벤자에서 류기식과 최시동 신부 지도로 「현대 복음

선교」 과정 연수가 이어졌다. 1985년에 필리핀 바기오(Baguio)에서 열린 P.A.E. Ⅳ에는 김영교(대전)·김시몬(부산) 

신부 이하 8명이 참석하였으며, 홀리오 총장과 질 부총장이 함께 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의 M.B.W 현황에 대

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7) M.B.W 정신의 발신

1988년에 접어들어 한국 추진팀은 해외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M.B.W 교육을 전파하게 된다. 2월에 유재국 신

부, 한용희·최영화 교수의 지도로 미국의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의 한인교회 신자 50명을 대상으로 성 

요셉 신학대학에서 기초묵상회를 가졌다. 이어 LA의 성 그레고리오 한인교회에서는 N.I.P 과정(1988년 9월)과 대

화 과정(1990년 8월)에 대한 연수가 추진되었다. 특기사항으로 서울대교구의 민병덕(비오) 신부가 M.B.W 연수차 이

탈리아로 유학을 떠나, M.B.W 전담사제로서의 길을 준비하였다. 

1990년 동계 꼰비벤자(창원)에서는 1988년에 회장으로 취임한 대구대교구 최시동 신부의 유임이 결정되었고, 회

원 식별의 일환으로 M.B.W의 역사·목표·영성·자세에 대한 환기가 있었으며, 동아시아 책임자인 필리핀 그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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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야 신부의 지도로 N.I.P과 P.Y.M 및 ‘새 기초과정’에 대한 연수가 있었다. 1991년 동계 전국 꼰비벤자(청원) 

때 이 과정들에 대한 후속 연수가 꾸베로와 그렉 반가야 신부의 지도로 이어졌다. 

1992년의 동계 전국 꼰비벤자(인천)에서 제5대 회장 송주석(안셀모) 신부, 부회장에 민병덕 신부와 류기식이 취임

하였으며, 이때 P.A.E의 한국 유치가 결정되었다. 그렉 반가야 신부의 지도로 ‘새로운 본당상’에 대한 연수가 있었

는데, 이 연수의 효과로 이후 원주(4월), 청주(6월), 전주(10월)교구 사제단을 대상으로 N.I.P 과정에 대한 피정이 계

속되었다.

(8) 교회 쇄신을 위한 노력

①본당쇄신 과정(P.R.P : Project of Renewal Project)의 보급

1993년 동계(청원)와 하계(부산) 전국 꼰비벤자에서도 각각 부총장 질 깁스와 영국의 마리터너 수녀의 지도로 

M.B.W 그리스도 공동체 수련의 기초과정인 「그리스도 공동체 수련회」의 자료를 새롭게 요약하여 이탈리아에서 

만든 ‘우리 시대의 영성(Spirituality of Our Times)’ 과정을 연수하였다. 이 코스는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교회의 역할을 인식케 하는 공동체 영성을 의식화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하계 전국 꼰비벤자(8월 4~6일)에 연이어 동일 장소인 부산 은혜의 집에서 마리터너 수녀의 지도로 기초

과정 수련회(8월 8~14일)와 P.R.P 과정의 연수(8월 16~20일)가 이어졌다. 이 본당 쇄신 과정은 종전의 「새로운 본

당상」을 새롭게 보완한 것으로, 이후 인천(1993년 9월 13~17일), 수원(1993년 10월 18~22일), 광주(1994년 6월 8~15일, 

19~24일) 교구 사제들을 대상으로 연수회가 열렸다.

1994년에 들어 인천 계산동본당 송주석 신부 사제관에 모여 「우리 시대의 영성」 관련 연구를 위한 교육소위원회

가 가동되었다. 조정오(요셉)·민병덕 신부와 대구의 류기식, 문희탁, 전주의 김낙완, 서울의 강영진, 노정석이 위

원으로 활동하여 동계 꼰비벤자(1월 11~13일, 정읍) 때 이 과정에 대한 안내와 설명이 있었다. 이때 임원개편이 있었

는데 회장으로 송주석 신부가 유임되고, 부회장에 민병덕·조정오 신부가, 양성팀에 최영화, 번역에 류기식이 역

할을 맡았다. 

1995년은 국제적인 활동이 두드러졌는데, 1월에 전주 금마에서 송주석·민병덕·조정오 신부와 류기식이 함께 

하여 P.E.P.A (Project Evangelization Process of Asia) 연수가 있었고, 동계 꼰비벤자(2월 27일~3월 1일, 왜관)에서 이

를 소개했다. 1월 중에 인도 방갈로(Bangalore)에서 개최된 P.A.E Ⅴ에 참석한 송주석 신부가 아시아 코디네이터

(coordinator)로 선임되었으며, 10월에는 세나클에도 참석하였다. 1996년 동계 전국 꼰비벤자(1월 8~13일, 정읍)에서

도 지난해에 이어 P.E.P.A를 다루었다. 

②교구쇄신 과정(P.R.D) 도입

1997년 1월 20~25일 우이동 명상의 집에서 개최된 동계 전 국꼰비벤자에는 후안 밥티스타 카펠라로 총장과 질 

깁스 부총장이 내한하여 처음으로 교구쇄신 과정인 P.R.D(Project Renewal Diocese)를 소개하였다. 본당쇄신을 통

한 새로운 교회와 사회 건설을 목표로 제공되었던 기존의 「새로운 본당상」과 「본당쇄신 과정」의 범위를 확장하여, 

교구(diocese)의 쇄신을 통해 지역(local) 교회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적 교회로 성장시키기 위한 목표로 제시된 

과정이다. 이후 각 교구 추진팀은 P.R.D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기 사항은 조정오 신부가 

전국회장으로 선임되었고, 명칭을 ‘한국 M.B.W 그리스도공동체 추진회’(C.A.S.K : Community Animation Service 

of Korea)로 변경함을 의결하였다. 또한 1981년 7월에 창간되어 제2호(10월 1일), 1982년 봄에 제3호(3월 31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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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에 제4호(6월 30일), 가을과 겨울의 제5호(11월 30일) 발간 이후 주춤했던 기관지 『M.B.W』의 계보를 이어, 소식지 

『보다 나은 세상』을 계간으로 발간키로 하였다. 

하계 전국 꼰비벤자(8월 11~14일, 청주) 때, 기초과정 교안 작성이 발표되고 이어 과천 영보수녀원에서 상임위를 

대상으로 한 여름 연수회(8월 18~23일)에는 52명이 참석하여 미국 M.B.W 대표인 Juan Jose Gerbard 신부의 지

도(통역 강효선 수녀)로 ‘새 시대의 징표’에 대한 묵상이 있었으며, 12월에는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앙의 도전

(Risk of Faith)」 과정 연수가 있었다.

1998년 동계 꼰비벤자(2월 23~25일, 무창포)에서도 류기식의 지도로 P.R.D 연수가 있었는데, 이후 그는 6월에 로

마에서 5주간에 걸친 M.B.W 봉사자 교육을 마치고 한국 최초로 Full Time 자격을 취득하였다. 청주 엠마우스 피

정의 집에서 열린 하계 전국 꼰비벤자(8월 17~20일)에서 M.B.W 도입 30주년 기념행사를 조촐하게 가졌다.

1999년은 2000년대를 준비하고자 왜관에서 있었던 동계 전국 꼰비벤자(1월 18~22일)에서 ‘2000년대를 향한 

M.B.W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점검의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M.B.W 영성연구회’를 발족하였으며, 여러 번에 걸

쳐 운영위와 상임위를 열어 2000년대 프로그램과 장기계획을 확정하였다.

제주 면형의 집에서 열린 하계 전국 꼰비벤자(8월 16~20일)에서는 ‘시대의 징표’와 ‘형태와 위상’을 주제로 세상 

속에 드러난 하느님의 말씀을 보편적 예언직분으로 살아가기 위한 M.B.W 추진회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묵상하

였다. 이 자리에서 최시동·송주석 신부와 노정석 형제의 조촐한 회갑연을 열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시간

을 가졌다.

5) M.B.W 영성의 발전을 위한 노력

(1) M.B.W의 정체성(identity) 확립

2000년부터 팀의 명칭을 M.B.W 한국공동체추진봉사회(CASK : Community Animation Service of Korea)로 공식

화하고, 제7대 회장으로 최시동 신부를, 부회장에 조정오 신부와 최영화 교수를 선임하였다. 회원양성을 활성화시

키기 위하여 양성팀이 주기적인 회합을 통해 영성을 연구하였으며, 서울팀의 주관으로 의정부 한마음수련장에서 

7박8일의 기초과정을 가져 양성회원들에게 풍부한 체험을 주었다.

2001년 동계(1월 15~17일, 청주)와 하계(8월 20~22일, 칠곡) 전국 꼰비벤자에서도 ‘P.R.P’와 ‘P.G의 소명과 사명’을 

주제로 묵상을 하였다. 2002년은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던 P.A.E Ⅷ이 1월 7일부터 25일까지 칠곡 한티 피정의 집

에서 개최되었다. 인도 10명, 필리핀 10명, 한국 30명이 참석하였으며, 로마 본부의 Gino 총장과 Gill 부총장이 함

께 하여 P.R.D의 모듈을 공부하였다. 하계(8월 20~22일, 대천) 전국 모임에서는 기초과정에 이어 ‘생활양식과 외형’

을 연수하였다.

2003년에 제8대 회장으로 대구의 원유술(야고보) 신부가 수고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1년에 두 번, 동계(1월 중)와 

하계(8월 중) 때 정기적으로 전국 꼰비벤자를 가져서 추진회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P.R.D 추진을 위한 연수를 이어

갔다. 

기존 교구 추진팀의 활동에 편승하여 안동(2003년)과 수원(2004년) 교구팀이 창설되었으며, 2005년 1월에 인도 

케랄라(Kerala)주 코친(Cochin)교구에서 열렸던 P.A.E Ⅸ에 회장 원유술 신부 외 18명의 P.G가 참석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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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팀(N.T) 운영의 활성화

2006년 동계 꼰비벤자 때 대구의 장정식(마티아) 신부가 제9대 회장으로 취임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전주교구 

조정오 신부가 회장의 역할을 이어갔다. 그동안 거의 격월로 가졌던 전국팀(N.T : National Team) 회의가 관계자들

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주로 대전에서 열렸으며, 대구대교구의 파견으로 로마에서 M.B.W를 연수하고 돌아온 박

장근(베드로) 신부 주도로 양성팀 모임도 함께 했다.

N.T 회의는 전국 회장과 부회장(2인) 및 총무(1인)의 회장단 이외, 각 교구팀의 회장, 4개 영역의 팀장 등이 참석

하여 한국공동체추진봉사회의 주요 활동방향을 결정한다. 이 회의에서는 M.B.W 과정을 추진하는 사도직팀과 개

인·그룹의 성장을 추진하는 양성팀을 지원하고, 팀 내의 사무와 자료 출간 및 재정을 담당하는 내적 봉사팀을 관

장하며, 국제관계를 포함한 외적 봉사를 추진해 가는 대외관계팀의 역할을 지원한다. 

M.B.W 운동의 재도약을 꾀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4개 팀을 중심으로 N.T를 운용해 가는 방향성을 정했다. 

대외 홍보는 김정일, 홈피 관리는 송애련, 50년사 정리는 이도열, 번역은 나채근·정용교, 국제는 김도연, 국제 꼰

비벤자는 권영안 등이 맡아 역동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로마 P.G 회원 재정비의 일환으로 모든 교구에서 오랫동안 활동이 정지된 회원을 Friend로 정리하였으며, 

M.B.W의 국제관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번역팀을 새로이 운용하였다. 그동안 문헌의 번역은 주로 대구팀의 류기

식이 담당했으나, 전주의 김도연·권영안 등이 합세하여 쉐링라이프(Sharing Life)의 지속적인 번역과 보급이 이어

졌다. 주요 주제집이었던 「우리 시대의 영성」 호주판은 류기식이 번역을 담당하였지만, 새로 나온 이탈리아판은 김

도연이 번역을 도와 2011년부터 『새로운 번역 ‘우리 시대의 영성’』으로 보급되었다.

이 책은 1987년 이탈리아 그룹이 만든 자료를 개편한 것으로, 초기 양성의 기본적 요소를 담고 있는 『우리 시대

의 영성』 피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방 그룹들에게 새로운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급되었다. 실제로 이 문

서는 1994년 12월 로마에서 발간된 『시대의 징표에 관한 성찰』과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공동체 수련 지침서』를 

참고하여 만들었으며, 개인과 교회가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쇄신의 필요성과 방침을 찾는 데 기여하고자 1997년 

로마 본부에서 발간된 것이다. 

 

(3) M.B.W의 회심 

아울러 2010년을 기점으로 IT 활용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http://cafe.daum.net/CASK)를 개설하여 상호 소통

을 늘리고 정보를 교환하며 자료를 저장하는 기능을 확보하였으며, 이탈리아 본부 홈페이지나 ‘굿뉴스’에도 한국 

홈페이지를 링크하여 교류하고 있다. 이어 회원들 간의 사귐을 위해 밴드 등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결속력을 다

져가고 있다.

2011년 로마 세나클에 박장근 신부와 김도연이 참석하였고, 2014년 로마에서의 국제 꼰비벤자에는 조정오 신부 

외 7명이 참석하여 경험한 현실분석 방법을 2015년 하계 꼰비벤자(경주)에서 ‘삶의 신비를 통한 시대 징표 읽기’로 

전달하였다. 2015년 폴란드에서 개최된 제15차 세나클에는 원유술·김학무(세례자 요한) 신부가 참석하여 수원교구 

김학무 신부가 아시아 코디네이터로 지명되었다.

2014년 동계 꼰비벤자(1월 6~9일, 광주 대건연수관)에서 대구 원유술 신부가 회장으로 재추대되었으며, 상대적으

로 활동이 부진한 서울·인천·대전·안동·청주·부산·마산교구 추진팀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2015년에 수원 말씀의 집에서 있었던 한국 M.B.W 창립 40주년 기념 꼰비벤자(1월 5~8일)에는 많은 Frien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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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한 가운데 수원교구 전 교구장 최덕기(바오로) 주교 집전으로 기념미사를 봉헌하였고, 자료 전시와 역사 회고

가 있었다.

3. 현실과 전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영성을 기저로 1960년대 후반에 도입되어 한국 가톨릭교회

의 쇄신과 현대화를 위해 헌신한 M.B.W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부침 속에서도 ‘일치를 통한 교회 공동체’의 가치

를 꾸준히 확립해 나갔다.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각 교구 추진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공동체 묵상회’ 피정이 활발히 진작되었으며, 

전국팀(N.T)의 협조로 ‘새로운 본당상’(N.I.P)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었다. 1980년대에도 「기초과정」을 비롯한 「현대 

복음선교」와 「대화」 과정 등이 신자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투입되었고, 총회(cenacle)와 국제 꼰비벤자(convivenza), 

P.A.E 등을 통해 국제팀과의 연대도 공고히 하였다.

1990년대에는 M.B.W의 기본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영성」이 본당 쇄신(P.R.P)을 목표로 전국 여러 

본당에서 개진되었다. 이와 궤를 같이하여 추진회(P.G)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와 모임이 꼰비벤자를 통해 활

성화되어 나갔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이와 같은 추세는 이어졌으나, 사도직 실행은 각 교구별로 편차가 심했다. 추진회원들 양

성과 사제회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제 의존적인 한국 가톨릭교회의 특성상 신자들 교

육활동이나 피정이 사제회원들 본당으로 한정되었다. 그럼에도 ‘보다 나은 세상’을 준비하기 위하여 추진회원(P.G)

들의 영성 개발과 신원 확인을 위해 롬바르디 신부의 영성과 철학을 꾸준히 강독해 나갔다.

2010년대에는 회고와 전망을 축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추진팀의 현실 분석을 통한 현대화에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실하려는 자세로 회귀하여 ‘사귐의 신비’를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느님 나라의 보다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들의 끊임없는 자각과 회심과 실천이 따라야겠다.

M.B.W 추진회의 특성인 예언성(Prophetic Service), 보편성(University), 일치성(Unity), 임시성(Provisionality)을 

확인하면서, 명상적이고 희망에 살며 희생정신에 따라 팀을 소중히 여기는 추진회원의 영성을 견지하면서, 하느님

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계획에 따라 개방된 생활을 통해 참된 형제애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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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평협단체사

축시 

되새겨라! 기억하라! 그리고 증언하라

            

-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 창립 50주년에 부쳐 -

                                         신 달 자

하늘과 땅을 잇는 불빛이 터지고 

그 불빛 속 사람들의 열망이 거대한 약속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 냈다

1968년 7월23일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 단체협의회가 이루어졌다

별들도 구름도 달도 합석한 자리

나무와 산도 숨어 사는 샘물도 함께 앉은 자리

하늘의 섭리와 땅의 순리가 함께한 자리

사람의 목마름을 적시는 샘물하나가 탄생하였던 것이다

오직 너를 위하여

오직 귀 어둡고 눈 흐릿하여

마음까지 척박한 갈래로 방황하는 자들 앞에

오직 소망하나

맑고 환한 피가 뛰는 숨결로 모아지고

무한 사랑의

기억과 희망과 증언을 되새기며

지난 50년을 오는 50년을

외치며 기록하며 복음전파를 노래해야 하므로

평신도는 하느님 백성의 지체

복음을 증거하는 주역이므로

인간을 위한 빛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느님 백성의 교의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성직자와 평신도가 하나로 단결해야 하므로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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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부록(역대 임원 명단)
한국평협 
50년사

한국평협 역대 임원 명단(1968~2018)

■ 한국평협 역대 총재·담당주교·위원장

초대(총재주교) 황민성(베드로) 1968.7~1973.10 대전교구장

2대(총재주교) 지학순(다니엘) 1973.10~1975.3     원주교구장

3대(총재주교) 김재덕(아우구스티노)  1975.3~1981.4 전주교구장

4대(담당주교)                     정진석(니꼴라오) 1981.11~1984.11    청주교구장

5대(담당주교) 김남수(안젤로) 1984.11~1988.3     수원교구장

6대(평신도주교위원회 위원장)  지학순(다니엘)        1988.3              원주교구장

■ 한국평협 역대 지도신부

•초대~2대는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사무총장

•3대부터 회장 교구평협 지도신부가 겸임

초대   김남수(안젤로)        1968.7~1973.10

2대      이종흥(그리산도)    1973.10~1974.9

3대      김득권(굴리엘모)  1974.9~1978.5

4대      김수창(야고보)       1978.5~1979.6

5대      오태순(토마스)    1979.6~1983.5

6대      안상인(요셉)         1983.5~1985.8

7대 송광섭(베드로) 1985.8~1990.1

8대 김인성(요한비안네) 1990.8~1995.9

9대 박기주(미카엘) 1995.9~1999.10

10대 정월기(프란치스코) 1999.10~2005.10

11대 민병덕(비오) 2005.10~2012.8

12대 손희송(베네딕도) 2012.9~2015.8

13대 조성풍(아우구스티노) 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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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평협 역대 회장

초대 류홍렬(라우렌시오)      1968.7~1972.2

2대 이창복(노르베르토)      1972.8~1974.8

3대 김기철(요셉)            1974.8~1980.9

4대 최상선(마르티노)        1980.9~1982.2

5대 엄익채(요한)            1982.2~1986.2

6대 한용희(암브로시오)      1986.2~1988.1

7대 박정훈(요한)            1988.2~1990.1

8대 박정훈(요한)            1990.1~1992.1

9대 이관진(베드로)          1992.2~1994.2

10대 이관진(베드로)          1994.2-1996.2

11대 류덕희(모세)            1996.2~1998.2

12대 류덕희(모세)            1998.2~2000.2

13대 여규태(요셉)            2000.2~2002.2

14대 여규태(요셉)            2002.2~2004.2

15대 손병두(요한보스코)      2004.2~2005.8

16대 한홍순(토마스)          2006.2~2008.2

17대 한홍순(토마스)          2008.2~2010.2

18대 최홍준(파비아노)        2010.2~2012.2

19대 최홍준(파비아노)        2012.2~2014.2

20대 권길중(바오로)          2014.2~2016.2

21대 권길중(바오로)          2016.2~2018.2

22대 손병선(아우구스티노)    2018.2~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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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사

■ 한국평협 역대 임원

•괄호 안은 소속 교구 및 전국 단체

•각 부·차장 및 분과위원은 서울 평협 임원이 겸임

1968년~1969년

•회     장: 류홍렬(서울)

•부 회 장: 이태재(대구), 김양순(여성연)

•감    사: 김남동(광주·레지오), 이원교(저널리스트)

1970년~1971년

•회     장: 류홍렬(서울)

•부 회 장: 이태재(대구), 김인자(서울·여성연)

•감     사: 이원교(저널리스트), 박주응(광주)

•사무국장: 제희우(서울)

1972년~1973년

•회     장: 이창복(수원)

•부 회 장: 김성수(대전), 김인자(서울·여성연)

•감     사: 이원교(저널리스트), 박주응(광주)

•사무국장: 이창복(JOC)

1974년~1975년

•회     장: 김기철(서울)

•부 회 장: 조성호(전주), 곽영자(대전)

•감     사: 박희섭(서울), 김태수(마산)

•사무국장: ① 이승화(서울), ② 이승우(서울)

1976년~1977년

•회     장: 김기철(서울)

•부 회 장: 한몽연(서울), 조성호(전주), 곽영자(대전)

•감    사: 박희섭(서울), 김태수(마산)

•사무국장: 차근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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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장: 하승백

•재정부장: 김성진

•조직부장: 박상진

•교육부장: 이동일

•홍보부장: 제희우

•부녀부장: 오수안

1978년

•회     장: 김기철(서울)

•부 회 장: 한몽연(서울), 조성호(전주)

•감    사: 박희섭(서울)

•사무국장: 유근성

•총무부장: 하승백

•재정부장: 김성진

•조직부장: 박상진

•교육부장: 이동일

•홍보부장: 김한수

•섭외부장: 남규백

•부녀부장: 오수안

1979년~1981년

•회     장: 김기철(서울)

•부 회 장: 조성호(전주), 임학권(대구), 유계완(여성연합회)

•감    사: 김인성(원주), 유진훈(대전)

•사무총장: 하승백

•총무부장: 홍현동

•재정부장: 김성진

•교육부장: 이동일

•홍보부장: 김한수

•조직부장: 박상진

•섭외부장: 남규백

•부녀부장: 김경란



446 447

제4편 부록(역대 임원 명단)
한국평협 
50년사

1982년~1983년

•회     장: 엄익채(서울)

•부 회 장: 김한수(서울), 권순기(대구), 서용진(광주), 이춘열(레지오), 오수안(군종후원회)

•감     사: 노병건(인천), 한상갑(전주)

•사무총장: 홍현동

•기획조정분과위원장: 이준영

•선교분과위원장: 유정묵 

•사회선도분과위원장: 이기안  

•청소년분과위원장: 정대식 

•섭외홍보분과위원장: 조국진  

•여성분과위원장: 김경란  

1984년~1985년

•회     장: 엄익채(서울)

•부 회 장: 하승백(서울), 이태재(대구), 이상근(광주), 김현(저널리스트), 박순기(여성연)

•감    사: 김현수(청주), 강준모(부산)

•사무총장: 1984년 이준영(서울), 1985년 이귀철(서울)

•기획위원회위원장: 류호석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연철

•출판위원회위원장: 허필수

•행사위원회위원장: 황학주

•사회정의위원회위원장: 김말룡

1986년~1987년

•회   장: 한용희(서울)

•부회장: 황백규(수원), 최일(인천), 홍일부(마산), 김현(저널리스트), 박애주(여성연합회)

•감  사: 이재복(안동), 김인협(전주)

•사무총장: 이귀철(서울)

•기획위원회위원장: 류호석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연철 

•출판위원회위원장: 허필수

•행사위원회위원장: 황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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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위원회위원장: 김말룡

•국제협력위원회위원장: 임진창

1988년~1989년

•회     장: 박정훈(서울)

•부 회 장: 황기석(대구), 정태일(광주), 우건석(수원), 남중화(서울·레지오), 박애주(여성연합회)

•감    사: 김인성(원주), 김근태(인천)

•사무국장: 강주희

•국제협력분과위원장: 한홍순

•교육분과위원장: 최홍준

•출판분과위원장: 허필수

1990년~1991년

•회     장: 박정훈(서울)

•부 회 장: 문형만(광주), 이관진(서울), 임학권(대구), 우건석(수원), 오덕주(여성연합회), 

               남중화(서울 세나뚜스)

•감     사: 김근태(인천), 김인성(원주)

1992년~1993년

•회     장: 이관진(서울)

•부 회 장: 한홍순(서울),  김상덕(광주), 임학권(대구), 조태로(수원), 

               조긍양(레지오 마리애 서울 세나뚜스), 신남숙(여성연합회)

•감    사: 김청유(제주), 신현대(인천)

•사무국장: 류덕희

1993년 상임위원회(4.17-18)에서 임원개선

•부회장: 정정순(여성연합회)

•국제협력분과위원장: 오용길

•기획분과위원장: 정구영

•사회정의분과위원장: 김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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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1995년

•회    장: 이관진(서울, 10대 평협회장으로 재선임)

•감    사: 박선홍(제주), 김건일(인천)

•임    원: 전원 유임됨

1996년~1997년

•회     장: 류덕희(서울)

•부 회 장: 김영진(광주), 손인호(대구), 유양수(꾸르실료), 강형일(서울 세나뚜스), 박애주(여성연합회)

•감    사: 김건일(인천), 박선홍(제주)

•사무총장: 박찬도

•기획분과위원장: 이홍균

•교육분과위원장: 조천제

•국제협력분과위원장: 김영복

•홍보분과위원장: 이충우

•문화분과위원장: 최홍준

•청소년분과위원장: 서만교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양정조

•정의평화분과위원장: 이진록

•도농협력분과위원장: 류정묵

1998년

•회     장: 류덕희(서울)

•부 회 장: 김기주(광주), 최옥식(대구), 유양수(꾸르실료), 강형일(서울 세나뚜스), 박애주(여성연합회)

•감    사: 안병희(부산),  황재웅(수원)

•사무총장: 강주희

•사회교리실천본부본부장: 강주희

•대희년준비위원장: 최홍준

•복음화특별위원장: 김형중

•민족화해특별위원장: 윤갑구

•기획분과위원장: 최홍준

•교육분과위원장: 김길성

•국제협력분과위원장: 최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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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분과위원장: 이윤자

•문화분과위원장: 강수길

•청소년분과위원장: 서만규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이홍균

•정의평화분과위원장: 윤 학

•도농협력분과위원장: 류정묵

1999년

•회     장: 류덕희(서울)

•부 회 장: 김기주(광주), 최옥식(대구), 유양수(꾸르실료), 강형일(레지오마리애 서울), 박애주(여성연합회)

•감    사: 안병희(부산), 황재웅(수원)

•사무총장: 강주희(서울)

•사회교리실천본부본부장: 강주희

•기획분과위원장 겸 대희년 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홍준

•복음화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형중

•민족화해특별위원회위원장: 윤갑구

•교육분과위원장: 김길성

•국제협력분과위원장: 최광석

•문화분과위원장: 강수길

•홍보분과위원장: 이윤자

•청소년분과위원장: 서만규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이홍균

•정의평화분과위원장: 윤학

•도농협력분과위원장: 류정묵

2000년

•회     장: 류덕희(서울)

•부 회 장: 김기주(광주), 최옥식(대구), 유양수(꾸르실료), 강형일(레지오마리애 서울), 박애주(여성연합회)

•감    사: 이규정(부산), 황재웅(수원)

•사무총장 겸 사회교리실천본부장: 강주희

•기획분과위원장 겸 대희년 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홍준

•복음화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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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해특별위원회위원장: 윤갑구

•교육분과위원장: 김길성

•국제협력분과위원장: 최광석

•문화분과위원장: 강수길

•홍보분과위원장: 이윤자

•청소년분과위원장: 서만규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이홍균

•정의평화분과위원장: 윤학

•도농협력분과위원장: 류정묵

2001년

•회     장: 여규태(서울)

•부 회 장:  김기수(서울), 마정웅(대구), 김기주(광주), 권돈구(인천), 황재웅(수원), 

 류길성(무염시태 세나뚜스·서울), 김영대(한국 중개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광주), 

 최창주(꾸르실료 한국 협의회) 

•감    사: 경한석(청주), 오영창(안동)

•사무총장: 최홍준

•복음특별화위원장: 김영대

•사회교리실천본부장: 마정웅

•기획분과위원장: 김용수

•교육분과위원장: 정동규

•국제협력분과위원장: 이정희

•홍보분과위원장: 김영걸

•문화분과위원장: 이원복

•청소년분과위원장: 조한수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이홍균

•정의평화분과위원장: 윤학

•도농협력분과위원장: 류정묵

2002년

•회     장:  여규태(서울)

•부 회 장:  김기수(서울), 마정웅(대구), 조종현(광주), 송성복(춘천), 위상양(전주), 이중길(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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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희철(대전), 양철화(수원), 엄증관(원주), 김철(마산), 박영조(안동), 김항원(제주), 

 김종환(군종), 류길성(무염시태 세나뚜스·서울), 

 김영대(한국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광주), 홍화순(꾸르실료 한국 협의회), 

 오덕주(한국가톨릭여성협의회)

•감    사:  경한석(청주), 권돈구(인천)

•사무총장: 최홍준

•복음화특별위원장: 김영대

•사회교리실천본부장: 마정웅

•민족화해특별위원장: 이명원

•기획분과위원장: 김용수

•교육분과위원장: 정동규

•국제협력분과위원장: 이정희

•홍보분과위원장: 김영걸

•문화분과위원장: 이원복

•청소년분과위원장: 조한수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이홍균

•정의평화분과위원장: 윤학

•도농협력분과위원장: 류정묵

2003년

•회     장: 여규태(서울)

•부 회 장:  김기수(서울), 마정웅(대구), 조종현(광주), 송성복(춘천), 위상양(전주), 이정우(부산), 

                오희철(대전), 양철화(수원), 엄증관(원주), 김철(마산), 박영조(안동), 김항원(제주), 

               김종환(군종), 류길성(무염시태 세나뚜스·서울), 

                김영대(한국 중개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광주), 

                홍화순(꾸르실료 한국협의회), 오덕주(한국 가톨릭 여성협의회)

•감    사: 경한석(청주), 권돈구(인천)

•사무총장: 최홍준

•민족화해특별위원장: 이명원

•복음화특별위원장: 황재웅

•사회교리실천본부장: 오영창

•기획분과위원장: 김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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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과위원장: 정동규

•국제협력분과위원장: 이정희

•홍보분과위원장: 김영걸

•문화분과위원장: 이종상

•청소년분과위원장: 박철용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이홍균

•정의평화분과위원장: 윤학

•도농협력분과위원장: 류정묵

2004년

•회     장: 손병두(서울) 

•부 회 장: 한홍순(서울), 이용기(대구), 조종현(광주), 안병철(수원), 오덕주(한국가톨릭여성협의회), 

               홍화순(한국꾸르실료협의회), 장무웅, 김정희(한국ME)

•감    사: 서동호(전주), 박용기(마산)

•사무총장: 최홍준

•기획분과위원장: 정준섭

•재정분과위원장: 김철중

•복음화분과위원장: 배한동

•교육분과위원장: 조천제

•국제협력분과위원장: 이윤식

•홍보분과위원장: 김진복

•문화분과위원장: 김천수

•가정사목분과위원장: 이동훈

•노년분과위원장: 김일현

•청소년분과위원장: 박철용

•여성분과위원장: 남인숙

•사회사목분과위원장: 조성갑

•정의평화분과위원장: 김어상

•도농협력분과위원장: 김기준

•민족화해분과위원장: 김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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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회     장: 손병두(서울)

•부 회 장: 한홍순(서울), 이용기(대구), 조종현(광주), 안병철(수원), 오덕주(여성연합회), 

               홍화순(꾸르실료), 장무웅·김정희(한국 ME대표)

•감    사: 서동호(전주), 박용기(마산)

•사무총장: 최홍준

•기획분과위원장: 정준섭

•재정분과위원장: 김철중

•복음화분과위원장: 배한동

•교육분과위원장: 조천제

•국제협력분과위원장: 이윤식

•홍보분과위원장: 김진복

•문화분과위원장: 김천수

•가정사목위원장: 이동훈

•노년분과위원장: 김일현

•청소년분과위원장: 박철용

•여성분과위원장: 남인숙

•사회사목분과위원장: 조성갑

•정의평화분과위원장: 김어상

•도농협력분과위원장: 김기준

•민족화해분과위원장: 김현욱

2006년

•회    장: 한홍순(서울)

•부 회 장: 이용기(대구), 조종현(광주), 안병철(수원), 오덕주(여성연합회), 홍화순(꾸르실료), 

               장무웅·김정희(한국 ME)

•감    사: 서동호(전주), 박용기(마산)

•사무총장: 최홍준

•기획분과위원장: 정준섭

•재정분과위원장: 김철중

•복음화분과위원장: 배한동

•교육분과위원장: 조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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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분과위원장: 이윤식

•홍보분과위원장: 김진복

•문화분과위원장: 김천수

•가정사목위원장: 이동훈

•노년분과위원장: 김일현

•청소년분과위원장: 박철용

•여성분과위원장: 남인숙

•사회사목분과위원장: 조성갑

•정의평화분과위원장: 김어상

•도농협력분과위원장: 김기준

•민족화해분과위원장: 김현욱

2007년

•회    장: 한홍순(서울)

•부 회 장: 오덕주(여성연합회), 이용기(대구), 정기수(광주), 김홍(한국가톨릭언론인회), 

               정은화(성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감    사: 박용기(마산), 서동호(전주)

•사무총장: 최홍준

•기획분과위원장: 박순석

•재정분과위원장: 김철중

•선교분과위원장: 김길성

•교육분과위원장: 권길중

•국제협력분과위원장: 이정희

•홍보분과위원장: 유연채

•문화분과위원장: 조남진

•노년분과위원장: 최종계

•가정분과위원장: 오현희

•청소년분과위원장: 천인욱

•여성분과위원장: 박문자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조화영

•정의평화분과위원장: 김어상

•도농협력분과위원장: 이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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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과위원장: 한상준

•민족화해분과위원장: 유호열

2008년

•회     장: 한홍순(서울)

•부 회 장: 오덕주(여성연합회), 이용기(대구), 정기수(광주), 김홍(한국가톨릭언론인회), 

               정은화(성빈첸시오아바오로회 한국이사회)

•감    사: 박용기(마산), 서동호(전주)

•사무총장: 최홍준(서울)

•기획분과위원장: 박순석

•재정분과위원장: 김철중

•선교분과위원장: 김길성

•교육분과위원장: 권길중

•국제협력분과위원장: 이정희

•홍보분과위원장: 유연채

•문화분과위원장: 조남진

•노년분과위원장: 최종계

•가정분과위원장: 오현희

•청소년분과위원장: 천인욱

•여성분과위원장: 박문자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조화영

•정의평화분과위원장: 김어상

•도농협력분과위원장: 이광호

•환경분과위원장: 한상준

•민족화해분과위원장: 유호열

2009년

•회     장: 한홍순(서울)

•부 회 장: 이해도(대구), 정기수(광주), 권경수(여성연합회), 김지영(한국가톨릭언론인회), 

               이윤식(한국 메리지 앤카운터)

•감    사: 강신근(마산), 최중우(인천)

•사무총장: 강용대(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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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부록(역대 임원 명단)
한국평협 
50년사

•기획위원회위원장: 박순석

•선교위원회위원장: 김길성

•교육위원회위원장: 권길중

•문화위원회위원장: 임영숙

•홍보위원회위원장: 유연채

•노년위원회위원장: 최종계

•가정위원회위원장: 오현희

•사회적관심위원회위원장: 김어상

•여성위원회위원장: 박문자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천인욱

•도농생명환경위원회위원장: 박상조

•민족화해위원회위원장: 유호열

•국제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정희

2010년

•회     장: 최홍준(서울)

•부 회 장: 권경수(서울), 김종해(대구), 서정권(광주), 박영석(한국가톨릭교수협의회), 

               김태성(한국 메리지 앤카운터), 최정기(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

•감    사: 강신근(마산), 강상근(전주)

•사무총장: 김길성(서울)

•기획위원회위원장: 박철용

•선교위원회위원장: 김도선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규

•문화위원회위원장: 조남진

•홍보위원회위원장: 이유식

•노년위원회위원장: 양두석

•가정위원회위원장: 김희숙

•사회적관심위원회위원장: 김어상

•여성위원회위원장: 권경수

•청소년위원회위원장: 김용휘

•도농생명환경위원회위원장: 김용수

•민족화해위원회위원장: 김성락

•국제협력위원회위원장: 김홍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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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부록(역대 임원 명단)
한국평협 
50년사

2011년

•회     장: 최홍준(서울)

•부 회 장: 권경수(서울), 김종해(대구), 서정권(광주), 박영석(한국가톨릭교수협의회), 

               김태성(한국 메리지 앤카운터), 정해정(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최정기(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

•감    사: 강신근(마산), 강상근(전주)

•사무총장: 김길성(서울)

•기획위원회위원장: 박철용

•선교위원회위원장: 김도선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규

•문화위원회위원장: 조남진

•홍보위원회위원장: 이유식

•노년위원회위원장: 양두석

•가정위원회위원장: 김희숙

•사회적관심위원회위원장: 김어상

•여성위원회위원회위원장: 권경수

•청소년위원회위원장: 김용휘

•도농생명환경위원회위원장: 김용수

•민족화해위원회위원장: 김성락

•국제협력위원회위원장: 김홍래

2012년

•회     장: 최홍준(서울)

•부 회 장: 조기연(서울), 김종해(대구), 서정권(광주), 김현조(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정해정(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한휘운(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ㅍ감    사: 김홍거(대전)

•사무총장: 오용석(서울)

•복음화위원회위원장: 최동준

•국제협력위원회위원장: 김홍래

•사회적관심위원회위원장: 김어상

•도농생명환경위원회위원장: 김용수

•민족화해위원회위원장: 변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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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평협 
50년사

•시복시성특별위원회위원장: 양두석

•가톨릭대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철용

2013년

•회      장: 최홍준(서울)

•부 회 장: 조기연(서울), 김종해(대구), 서정권(광주), 김현조(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정해정(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김칠연(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감    사: 이명수(대전), 정기회(인천)

•사무총장: 오용석(서울)

•복음화위원회위원장: 최동준

•국제협력위원회위원장: 김홍래

•사회적관심위원회위원장: 김어상

•도농생명환경위원회위원장: 김용수

•민족화해위원회위원장: 변진흥

•시복시성특별위원회위원장: 양두석

•가톨릭대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철용

2014년

•회     장: 권길중(서울)

•부 회 장: 조기연(서울), 박해룡(대구), 나현식(광주), 이명수(대전), 하창식(부산) 

               김칠연(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김현조(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감    사: 김춘배(춘천), 정기회(인천)

•사무총장: 박철용(서울)

•사회사도직연구소장: 오용석(서울)

•기획위원회위원장: 이창훈

•홍보위원회위원장: 김선동

•단체협력위원회위원장: 한애경

•복음화위원회위원장: 최동준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정숙

•생명위원회위원장: 김정숙

•시복시성위원회위원장: 조화수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김홍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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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평협 
50년사

2015년

•회     장: 권길중(서울)

•부 회 장: 조기연(서울), 박해룡(대구), 나현식(광주), 박원규(대전), 도용희(부산) 

               허정애(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김현조(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정성연(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 윤대인(전국가톨릭경제인회)

•감    사: 한효수(의정부), 곽하형(인천)

•사무총장: 박철용(서울)

•사회사도직연구소장: 오용석(서울)

•기획위원회위원장: 이창훈

•홍보위원회위원장: 김선동

•단체협력위원회위원장: 한애경

•복음화위원회위원장: 박명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정숙

•생명위원회위원장: 김정숙

•시복시성위원회위원장: 조화수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이윤경

•문화위원회위원장: 정진원

•평화위원회위원장: 변진흥

•답게특별위원회위원장: 최경호

2016년

•회     장: 권길중(서울)

•부 회 장: 조기연(서울), 주진혁(대구), 나현식(광주), 박원규(대전), 도용희(부산) 

               허정애(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김현조(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정성연(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 윤대인(전국가톨릭경제인회)

•감    사: 한효수(의정부), 곽하형(인천)

•사무총장: 박철용(서울)

•사회사도직연구소장: 오용석(서울)

•기획위원회위원장: 이창훈

•홍보위원회위원장: 배봉한

•단체협력위원회위원장: 한애경

•복음화위원회위원장: 박명



460 461

제4편 부록(역대 임원 명단)
한국평협 
50년사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정숙

•생명위원회위원장: 김정숙

•시복시성위원회위원장: 조화수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이윤경

•문화위원회위원장: 정진원

•평화위원회위원장: 김종식

•답게특별위원회위원장: 최경호

2017년

•회     장: 권길중(서울)

•부 회 장: 조기연(서울), 주진혁(대구), 나현식(광주), 김광현(대전), 도용희(부산) 

               허정애(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윤영수(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정성연(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 윤대인(전국가톨릭경제인회)

•감    사: 한효수(의정부), 곽하형(인천)

•사무총장: 박철용(서울)

•사회사도직연구소장: 오용석(서울)

•기획위원회위원장: 이창훈

•홍보위원회위원장: 배봉한

•단체협력위원회위원장: 한애경

•복음화위원회위원장: 박명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정숙

•가정생명위원회위원장: 김정숙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이윤경

•시복시성위원회위원장: 조화수

•평화위원회위원장: 김종식

•문화위원회위원장: 정진원

•답게특별위원회위원장: 최경호

2018년

•회     장: 손병선(서울)

•부 회 장: 조화수(서울), 류해석(대구), 신동열(광주), 김광현(대전), 도용희(부산) 

               서왕석(꾸르실료 한국협의회), 김명자(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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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평협 
50년사

               허정애(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방효붕(한국ME)

•감    사: 정태경(수원), 신동주(원주)

•사무총장: 박명(서울)

•평신도사도직연구소장: 이창훈(서울)

•기획홍보위원회위원장: 김문태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효철

•복음화위원회위원장: 박철용

•단체협력위원회위원장: 안재홍

•가정생명위원회위원장: 이영만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김형수

•시복시성위원회위원장: 김영숙

•평화위원회위원장: 양우진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신호철

•답게위원회위원장: 김종식

•청장년위원회위원장: 서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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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부록(회칙)
한국평협 
50년사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약칭 ‘한국평단협’)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Catholic Lay 

Apostolate Council of Korea(약칭 CLAK)으로 한다.(이하 이 회라 함)

제2조 (목적) 이 회는 복음적이며 사도적인 정신으로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경험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각 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이하 ‘교구 평단협’이라 한다)와 단체들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이 회의 회원은 각 교구 평단협과 주교회의가 인준한 단체로 한다. 

제4조 (사업)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민족 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방안의 연구, 제안 및 홍보

2. 회원 상호 간의 정보 교환과 유대의 강화

3.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연구

4. 평신도 재교육을 위한 협력

5. 평신도 사도직 국제기구와의 교류

6.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총 회

제5조 (구분) 이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회는 회장단과 각 교구 평단협 대표 3인, 회원단

체 대표 1인,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6조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

임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담당사제와 협의하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7조 (정족수)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8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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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의 선출과 사무총장 및 평신도사도직연구소장의 승인

2. 회칙의 개정

3. 사업 및 예산, 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 장  상임위원회 

제9조 (구성) 상임위원회는 회장단, 감사, 회장단 및 감사에 선출되지 아니한 교구 평단협 회장 전원, 단체 대표 약

간 명, 사무총장과 평신도사도직연구소장으로 구성한다.

제10조 (임기)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소속 교구 평단협 또는 단체의 직책을 상실하였을 때는 자

동적으로 후임자가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제11조 (소집과 정족수) 상임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그 정족수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2조 (기능) 상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제출할 의안의 심리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3. 사업계획과 예산의 심의

4. 사업보고와 결산의 심의

5. 기타 긴급한 사항의 처리(이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임 원  

제13조 (임원)  이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

3. 감사 2인

4. 사무총장 1인

5. 평신도사도직연구소장 1인



464 465

제4편 부록(회칙)
한국평협 
50년사

제14조 (선임과 임기) 임원의 선임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교구 평단협 회장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기 만

료 후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2.  부회장은 각 교구 평단협 회장과 주교회의가 인준한 단체장 중에서 선출되며 1명은 회장 교구의 부회장 중

에서 선출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사무총장과 평신도사도직연구소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5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상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 교구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매년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에 의하여 이 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고 지휘 감독한다.

5. 평신도사도직연구소장은 평신도사도직연구소의 사업을 총괄하고 총회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 5 장  담당사제 및 고문·자문단

제16조 (담당사제) 이 회의 담당사제는 회장 소속 교구 평단협 담당사제로 하며, 담당사제는 교회 가르침에 따라 이 

회의 제반 업무를 지도한다.

제17조 (고문 및 자문위원) 이 회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역대 회장을 당연직 고문으로, 직전 회장을 상임고문으로 

추대하며, 이와 별도로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6 장  사 무 국

제18조 (사무국의 설치) 이 회의 제반 행정, 홍보 등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의 지휘 감독 하에 사무국을 

둔다.

제19조 (사무인력)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서기를 두며, 사무국장과 서기는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장 교구의 직

원을 겸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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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평신도사도직연구소 및 위원회

제20조 (연구소) 이 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론 및 실천방안을 연구할 평신도사도직연구소를 산하에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을 연구소의 내규로 정한다.

제21조 (위원회) 이 회의 회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안에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은 

상임위원회가 결정한다.

제 8 장  재 정

제22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에도 신년도 예산

이 확정될 때까지의 경상비는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3조 (재정) 이 회의 재정은 평신도 주일 헌금과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회칙은 주교회의가 인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준용)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법규와 관례에 따른다. 

3. (경과규정) 이 회칙 개정 당시의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1968.  7. 23. 창립총회 개최, 총재 황민성 주교 인준

1972.  8. 01. 제1차 개정

1988. 10. 10.  주교회의 인준 

1994.  2. 26.  제27차 전국평협 정기총회에서 개정 

1994.  3. 11. 주교회의 인준

2008.  2. 16. 제41차 한국평협 정기총회에서 개정

2008.  3. 06. 주교회의 인준

2014.  2. 15. 제47차 한국평협 정기총회에서 개정

2015.  3. 13. 주교회의 2015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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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10.     제51차 한국평협 정기총회에서 개정

2018. 10. 24.     주교회의 2018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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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대희년맞이 평신도대회 평신도 선언문

1.  한국 천주교회는 세계교회사에서 유일하게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창립되었다. 순

교자들의 피와 땀은 오늘 한국 교회의 밑거름이 됐다. 우리는 이러한 전통을 이어 2000년 대희년을 

앞두고 한국 천주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평신도 대회를 치르고자 한다. 우리는 이 대회를 통해 신앙 

선조들의 순교 정신을 본받고, 희년의 정신으로 거듭나, 사귐과 섬김과 나눔이 충만히 실현되는 복음

적 공동체를 이 땅에 건설하고자 한다.

2.  우리는 먼저 하느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교회 공동체와 민족 앞에서 고백한다. 우리는 자

신이 ‘교회’라는 주인의식 없이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음을 고백한다. 우리의 본분이 현세질서를 

성화하는 것임을 망각하고, 교회출석과 성사생활이 신앙생활의 모두인 것처럼 살았음을 고백한다. 

집단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불의와 타협하고 진리를 외면하며 살았음을 고백한다.

3.  우리는 대희년의 정신으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천년대 새 복음화의 사도로 나설 것을 선언

하면서 이 땅의 모든 평신도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다지고자 한다.

-  우리는 사귐과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여라’는 사랑의 

새 계명을 각자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나갈 것이다.

-  우리는 ‘내가 바로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현세질서의 복음화와 교회의 내적 쇄신을 위해 헌신

할 것이다. 저마다의 다양한 재능과 전문성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데 협력할 것

이다.

-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신자된 의무와 도리를 다할 것이다. 또 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보장받

도록 노력할 것이다.

-  우리는 갈수록 확산되는 죽음의 문화에 맞서 생명의 문화를 가꾸기 위해 ‘가정의 성화’에 힘쓴다. 

‘집안 교회’인 가정이 복음의 빛으로 충만하도록 가정 성화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관심과 열정을 

쏟을 것이다.

-  우리는 직장과 지역 사회,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개인 사도직과 조직적인 사도직을 적극 수행할 

것이다. 특히 교회의 모든 평신도 운동과 단체들 간의 연대와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민족의 화해와 일치는 새 천년 대에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최대의 과제이다. 우리는 민족의 일

원으로서 그리스도교적인 사랑과 용서, 일치의 정신으로 민족의 화해와 일치에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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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는 성직자들에게 호소한다. 교회의 쇄신은 성직자의 쇄신에서 시작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

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마태 20,28)고 말씀하셨고, 또 “이제 나는 너

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요한 15,15)고 하셨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성직

자들은 섬김을 받기보다 섬김으로써 참된 목자로 거듭 나주기를 희망한다.

5.  수도자들에게도 호소한다. 수도자들은 본연의 신원과 창립자의 카리스마로 돌아가 교회의 영적 활

력소가 되어 줄 것을 희망한다. 수도자들은 봉헌생활의 기본가치인 가난·정결·순명·공동체생활

을 통하여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6.  끝으로 우리는 선의의 모든 이들에게 호소한다.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고, 사랑과 자유가 충

만한 세상은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우리는 온 인류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

됐음을 선포하면서, 진리와 자유를 추구하는 선의의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의 참 희망 안으로 초대

한다. 아울러 하느님 나라 건설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 

1999년 10월 21일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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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평협 50주년 선언문  

- 세상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평신도 -

평신도 희년을 지내고 있는 한국천주교회는 234년 전인 1784년에 평신도들의 손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땅의 평신도들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하느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

니다. 신앙선조들은 하느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온갖 고난을 겪었으며,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 하느님 백성의 사도직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라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교황들은 다양한 문

헌과 교리서를 통하여 평신도의 위상과 책무를 교회 안팎에 천명하였습니다. 평신도가 세상 속에서 사제

직·예언자직·왕직에 참여하며 복음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은 지난 50년간 나침반과 같은 소임을 

해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나아갈 50년을 환히 밝히는 등대의 불빛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영혼보다는 물질, 정신보다는 육체, 영원보다는 찰라 중심의 삶에 경도되어 있습

니다.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인간관계의 다양성과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평신도 사도

직의 영역이 더욱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인간의 우월적이고도 자의적인 성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인공지능(AI)의 발달과 기술융합의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간 소외와 일자리 

감소, 그리고 누리소통망(SNS)의 확산으로 인한 진리와 진실의 왜곡 및 인간의 존엄성 훼손 등에 직면하

고 있어 평신도 사도직의 소임이 더욱 중차대하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아울러 한국천주교회 역시 외적으

로 신자수와 본당수의 증가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지만, 내적으로 미사 및 성사 참여율이 급격히 저

하되고 미지근한 신자가 급증하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평신도 희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

과 우리 교회의 현재이자 미래인 젊은이들과 함께 협력하고,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대로 제자리를 찾아

가도록 기도하며,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 이름이 거룩하게 빛나도록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신앙선조들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목소리와 성령의 인도에 기꺼이 응답하여 하느님 구원사업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협력자로서 동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교회의 주체로서 하느님과 교

회에 봉사하고, 사회인으로서 참 신앙인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복음화의 길에 앞장설 것을 선언

합니다.

1.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인 미사와 성사에 자주 참여하여 영적 힘을 얻고, 이를 우리 

사도직 활동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 사도직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온 세상으로 넓히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참여

시키며,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활동이다. 교회 안에서 그

리스도와 긴밀하게 일치하는 이러한 삶은 모든 신자에게 공통된 영적인 도움으로 특히 거룩한 전례

의 능동적인 참여에서 그 힘을 얻는다. 사도직의 생명인 사랑은 성사 특히 성체성사로 전달되고 자

라난다.’(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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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령의 감도로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하여 우리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말

씀을 실천하도록 힘쓰겠습니다. 

   ‘ 성경을 자주 읽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필리 3,8)를 얻도록 강력하고 

각별하게 권고한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느님과 

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가 따라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이다.‘(

〈계시헌장〉)

3.  소외된 이웃과 청년들과 연대하여 사회 정의와 공동선을 추구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에 충실함으로

써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는 우리를 위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러나 이 우리라는 말은 또

한 그분을 모든 사람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결핍을 느끼고 고통을 겪는 사람

들과 이루는 연대에서, 그들 모두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것이다. …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

와 마찬가지로 평신도들은 세례와 견진을 통하여 바로 주님께 사도직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하느님의 구원 소식을 사람들과 온 세상에 알리고 받아들이게 하는 일을 

수행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톨릭교회교리서〉)

4.  하느님의 작품인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태계 보존에 앞장서 하느님의 손길과 숨결을 느

끼며 이어가겠습니다.  

  ‘ 영성은 인간의 몸이나 자연, 또는 세상 현실에서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를 둘러싼 모

든 것과 일치를 이루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위기는 우리의 깊은 내적 회개를 요청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생태적 회개입니다. 이

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결실이 그들을 둘러싼 세상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프란치스코 교황의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서한>)

5.  분단과 분열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용서와 화해와 협력에 힘써 하느님의 자비와 평화가 이 땅

에 머물도록 기도하겠습니다.  

  ‘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

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

셨다.’(루카 4,18-19)

2018년 7월 21일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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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평협 연표

1968년

5. 31  주교회의 임시총회에서 <평신도전국연합회> 구성 준비안을 승인하고 그 총재 주교로 

 황민성 베드로 주교(대전교구장)를 선임

7. 23 <한국가톨릭 평신도사도직중앙협의회(한국평협)> 창립 총회  

 •장소 : 대전 대흥동 성당

 •참석 : 12개 교구 중 11개 교구(원주교구 불참) 평신도대표와 8개 단체대표, 

    지도신부 6명 등 27명 참석

 •초대 회장에 류홍렬 라우렌시오 (성균관대 대학원장) 선출, 초대 지도신부로 

     김남수 안젤로 신부(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CCK)사무국장) 선임

9. 8 <한국 병인순교자 시복 경축 중앙위원회> 결성

10. 14 ‘평신도사도직의 날’ 제정 성명서 발표

10. 14~16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전국 평협 인준

12. 1 제1회 평신도사도직의 날

 •황민성 총재주교 담화문 발표

 •평신도 강론 참고자료와 홍보포스터(각 500부) 배포

1969년

1. 1 전국 평협과 서울평협 신년하례회 공동 주최(명동대성당 사제관 2층)

7. 19 제2차 정기총회 

 •장소 : 대전 성모여자중고등학교

 •참석 : 10개교구 4개 전국 단체 총 37명 참석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주교회의 건의사항을 밝힌 성명서 발표

11. 30 제2회 평신도사도직의 날, 황민성 베드로 총재주교 메시지 발표

1970년   

  

7. 14~22  A. <사회개발평화합동위원회(Sodepax: Joint Committe for Society Development and 

Peace)> 회의 및 <동아시아 그리스도교회의(EACC: East Asian Christian Conference)> 

공동주최로 열린 <그리스도교 아시아 개발회의(Asian Christian Conferenc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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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에 대표 파견(주제: 아시아교회와 아시아 개발)

  - 일본 도쿄 성심여대, 류홍렬(평협 회장), 박희섭(협동교육연구원장), 김화자(전교사)

 B. <아시아지역 가톨릭 평신도사도직 운동 회의>에 참석

8. 24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 결성

8. 24~25 제3차 정기총회 

 •장소: 대전 성모여자중고등학교

 •참석 : 7개교구, 3개 단체에서 25명 참석

 •임원개선 : 회장 류홍렬(유임)

9. 6 ‘주교단의 모자보건법안 반대 성명지지’ 성명서 발표

11. 15 제3회 평신도 주일

 • 황민성 총재주교 메시지 발표. ‘평신도사도직의 날’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 전 주일로 바

뀌면서 명칭도 ‘평신도 주일’로 바뀜

1971년
    

2. 22  도쿄 <그리스도교 아시아 개발회의>에 참석했던 한국의 가톨릭·개신교 대표 각 20명(총 

40명)은 서울 YMCA 강당에서 <사회개발평화합동위원회 한국위원회(Sodepax Korea 

Committee)> 결성

7. 27 제4차 정기총회 

 •장소 : 대전 성모여자중고등학교

 •참석 : 8개 교구 평협(일부 사목회) 회장단, 5개 단체장 등 42명 참석

 • 바티칸 평신도평의회 제3차 총회 및 ‘교회 안에서의 대화’를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김경환 신부의 보고 강연

8. 26  중앙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순교복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에 대한 시성운동의 전개를 주

교회의에 건의하기로 결의

9. 16  절두산 광장에서 봉헌된 김대건 신부 순교 125주년 기념미사에서 서명운동이 시작되어 

교회 기관들과 공동으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시성 촉진 운동 착수 이후 전국으로 확산

11. 14 제4회 평신도 주일, 황민성 총재주교 메시지 발표

1972년
    

7. 31~8. 1 제5차 정기총회  

 •장소 : 부산 성 베네딕토회 수도원 명상의 집

 •참석 : 7개 교구 대표, 5개 전국 단체에서 42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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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평협은 교구의 활동중지방침에 따라 불참)

 •회칙을 개정(4장 26조) : 지방 평의원도 중앙상임위원 피선거권을 갖게 됨

 •제2대 회장에 이창복 노베르토(서울대학교 농대교수) 수원평협 회장을 선출

 •주교회의 건의사항 제출

11. 19 제5회 평신도의 날, 황민성 총재주교 메시지 발표.

1973년

    

6. 5 평신도 지도자 간담회 개최

 •침체된 평신도사도직운동을 종합 분석하고 그 타개책을 강구

7. 28~30 제6차 정기총회 및 제1회 평신도 지도자(임원) 연수회 

 •장소 : 왜관 피정의집

 •참석 : 10개 교구 대표와 5개 전국단체에서 60여 명 참석

 •연수회 주제 : ‘교회와 평신도운동의 진로’

 •주제강의: ‘공의회 문헌에 관하여’ (김남수 안젤로 주교)

 •강의: ‘사회발전을 위한 교회-평신도의 사명’ (황민성 베드로 주교)

           ‘교회발전을 위한 평신도의 역할’ (현석호 가톨릭 교리연구소 소장)

           ‘평신도운동의 역사적 배경’ (이태재 박사)

9. 23 평신도 교육교재 편찬위원회 구성

 •위원장 : 현석호

 •위원 : 유재국 신부, 서정열, 양한모, 김기철, 이원순, 이승우

10. 15~19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는 지학순 다니엘 주교(원주교구장)를 제2대 총재 주교로, 

 이종흥 그리산도 신부(CCK 사무총장)를 제2대 지도신부로 선임

11. 18 제6회 평신도 주일, 지학순 총재주교 메시지 발표

1974년 

 

7. 평신도 교육교재 <생활하는 신앙인> 총 140여 쪽, 4,000부 출판(집필 : 이승우)

8. 30~9. 1  제7차 정기총회와 임원연수회 

 •장소 : 왜관 피정의 집

 •참석 : 10개 교구 대표, 4개 전국단체에서 40명 참석

 •강의 : ‘사회참여의 신학적 의의’ (박상래 신부, 가톨릭대 신학부 교수)

            ‘평신도의 사회참여 방법’ (김달호, 경북대 문리대교수)

            ‘평협의 조직과 운영’ (이종흥 신부, CCK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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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대 회장에 김기철(요셉, 서울대교구 금호동본당 총회장) 회장을 선출

 •평신도사도직운동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문서를 채택하여 주교회의에 제출

9 제3대 지도신부에 김득권 굴리엘모 신부, 서울대교구 평협 지도신부가 

 한국평협 지도신부를 겸임하게 됨

11. 17 제7회 평신도 주일

1975년   

  

2. 22 동선동 꾸르실료 회관으로 사무국 이전.

2. 24~28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는 전주교구장 김재덕 아우구스티노 주교를 제3대 총재주교로 선임

9. 6 서울평협 활동재개, 제5차 정기총회 개최

9. 12~14 제8차 정기총회와 임원연수회 

 •장소 : 서울 꾸르실료 회관

 •참석 : 9개교구 대표와 5개 전국단체 대표 32명 참석

 •연수회 주제 : ‘오늘의 평신도’ 

 •주제강연 (김재덕 아우구스티노 주교)

 •강의 : ‘평신도의 어제와 오늘’ (두봉 레나도 주교, 안동교구장)

                                ‘성직자와 평신도’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평협의 조직’ (이종흥 신부) 

                                ‘오늘의 한국교회’ (문창준 회장,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초대회장)

 •103위 순교복자 시성운동 촉진을 결의

11. 1 시성·시복운동 자문위원회 구성

11. 16 제8회 평신도 주일

12. 9 시성·시복 발기 준비위원회 개최

1976년  

  

3. 18 구속 사제와 고통받는 형제를 위한 ‘사순절 평신도기도문’을 작성, 전국 본당에 배포

6 .1 평신도 피정교재 <화해와 쇄신을 위한 크리스챤 생활> 출판 간행

 (1977. 1월 재판, 1979. 5월 3판, 1984. 9월 4판 발행)

8. 2 한국평협 마크 제정(도안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김교만 교수)

8. 26 미리내 성지에서 순교자 현양대회 개최(수원교구와 공동 주최)

8. 30 한국평협, 출판사 등록(등록번호: ㉮ 제5~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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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5 제9차 정기총회와 임원 연수회 

 •장소 : 마산 가톨릭문화원

 •참석 : 10개 교구 대표, 7개 전국 단체 대표 등 45명 참석

 •강사 : 장병화 요셉 주교(마산교구장), 범석규 신부(전주교구 평협지도), 

                       윤공희 빅토리노 대주교(광주대교구장),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김기철 회장

 •회칙 일부 개정(부회장 정원, 홍보부·교육부 역할 분담)

 •임기 2년 만료 임원 선거 : 한몽연 부회장 선임(부회장 증원에 관한 회칙 개정에 따라)

9. 16 시성시복 발기인 대회 개최 및 ‘한국천주교 시성시복 추진위원회’ 구성

10. ‘시성을 위한 기도’ 기도문 등 상본(30만 매)를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

10. 30~31 제1회 크리스천 생활 연수회 개최(서울 꾸르실료회관)

11. 14 제9회 평신도 주일, 한국평협 배지 제작(3,000개)

12. 13 명동 3·1절 기도회 사건과 관련, ‘평신도 여러분에게 고함’ 성명서 발표

1977년 

 

6. 25 타블로이드판 6면의 계간지 회보 「平協」 창간

9. 3~4 제10차 정기총회와 임원연수회

 •장소 : 전주 가톨릭센터

 •참석 : 11개 교구 평협, 7개 단체 대표 46명 참석

 •강사 : 이종흥 신부(한국평협 지도신부), 김수창 신부(서울평협 지도신부)

 •결의문 채택

11. 13 제10회 평신도 주일

1978년   

1. 6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평신도 전국단체(한국평협, 가톨릭농민회, 가톨릭노동청년회, 

 꾸르실료협의회, 가톨릭대학생회) 해체 문제를 주교회의 상정 안건으로 심의

1. 15 긴급 상임위원회 개최

1. 28 회보 「평협」 제2호 발행(이후 발행 중단)

2. 5 임시총회 개최, 전국단체 해체 문제에 따른 주교회의에 제출할 건의문 채택

5. 15 묵상집 「말씀과 더불어」 출판(제논 에일 원저 / 차근호·최봉희 공역, 227쪽)

5. 25 주교회의 춘계총회에서 제4대 지도신부에 김수창 야고보 신부 임명

 서울평협 지도신부가 한국평협 지도신부를 겸임하는 것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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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6 제11차 정기총회와 임원연수회

 •장소 : 수원교구 교육원

 •참석 : 11개 교구 평협, 6개 전국 단체 대표, 지도신부 9명 등 50명 참석

 •회칙개정

 •주제 : ‘교회 쇄신’

 •소주제 토론과 발표 : ‘교회쇄신과 교회 안의 평신도’ (대구대교구 평협)

                       ‘교회쇄신과 사회 안의 평신도’(원주교구 평협)

                      ‘교회쇄신과 특수분야에서 평신도사도직’(가톨릭농민회)

                       ‘교회쇄신과 우리의 현실’(박상래 신부)

                       ‘교회쇄신과 평신도사도직운동의 자율성’(오경환 신부)

6. 7  일선장병 정신교육 실시

7. 8~9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 연수회 

 •장소 : 서울 우이동 명상의 집

 •참석 : 지방 교구, 단체 대표, 서울 본당 대표 등 87명 

 •강사 : 오경환 신부(가톨릭대학교 신학부), 이한택 신부(서강대학교)

7. 22~23 수원교구 평신도 지도자 피정지도(수원 세류동 성당)

8 .23~27 제1회 신앙대학 강좌

 •장소 : 부평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기도의 집

 •주제 : ‘인간의 회복-인간부재의 현실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수강인원 : 120명

 •내용 : ‘국민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김수환 추기경)

             ‘복권되어야 할 인권’(지학순 주교)

              ‘「교의 헌장」에서 본 평신도’ (김몽은 신부)

              ‘현대세계의 사목헌장’(박상래 신부)

              ‘복음화와 인권참여’(이한택 신부)

              ‘그리스도교와 인권’(박도식 신부)

9. 30~10.1 전국 부녀 지도자 연수회 

 •장소 : 서울 상지회관

 •참석 : 지방교구 여성대표, 가톨릭 농촌여성회 임원, 서울대교구 14개 본당신자 등 

                     총 32명 참석

 •내용 : ‘행복한 가정운동’(박토마 주교)

             ‘성소와 가정’(김수창 신부)

             ‘사회복음화를 위한 부녀운동’(이 소피아 수녀)

             ‘도시여성과 농촌여성의 생활의식’(김준기 교수)

             ‘평신도사도직과 가정’(김기철 회장)

10. 3 제1회 전국 가톨릭 중고등 학생 웅변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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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평협 주최, 서울대교구 후원

 •명동 가톨릭문화관, 각 교구 대표 30여 명 참가

10. 22 ‘추곡수매가 인상건의서’를 정부와 관계 기관에 발송

11. 5  시성·시복 추진위원회 총회 개최 및 시국에 관한 성명서 ‘주보발행 중지에 대한 건의서’ 

채택

1979년     

1. 20 화보집 「교황 3대」 간행

2. 24 회칙 개정 (1982. 2.23까지의 유효 회칙)

3. 8~11 제2회 신앙대학 강좌 실시

 •장소 : 서울 우이동 명상의 집

 •수강인원 : 104명

 •주제 : ‘교회와 쇄신’

 •내용: ‘가톨릭의 세계적 전망’(김수환 추기경)

           ‘순교정신과 복음선교’(김재덕 주교)

           ‘교회의 사명과 쇄신’(지학순 주교)

           ‘쇄신과 교회의 현실참여’(두봉 주교)

           ‘교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교령’(정하권 신부)

           ‘복음의 증거생활’(변갑선 신부)

           ‘종교자유에 관한 선언’(오경환 신부)

           ‘쇄신과 교회상’(이한택 신부)

           ‘쇄신과 교회 안의 문제점’(함세웅 신부)

           ‘쇄신과 교회의 매스컴’(최창섭 박사)

4. 15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해설」 출판(小林有方 원저 / 김기철 번역, 174쪽)

5. 26~27 제12차 정기총회와 임원 연수회 

 •장소 : 왜관 피정의 집

 •참석 : 13개 교구 평협, 10개 단체 대표 57명 참석

 •주제 : ‘교회쇄신’

 •내용 : ‘교회쇄신과 교회 안의 평신도사도직’(임학권 대구평협 회장)

            ‘교회쇄신과 사회 안의 평신도사도직’(김인성 원주평협 회장)

                 ‘교회쇄신과 특수분야에서의 평신도사도직’(최병욱 가톨릭농민회 회장)

            ‘교회쇄신과 우리 교회의 현실’(박상래 신부)

            ‘교회쇄신과 평신도사도직의 자율성’(오경환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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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5대 지도신부에 오태순 토마스 신부

8. 13~16 제3회 신앙대학 강좌 

 •장소 : 대전 가톨릭문화회관

 •수강인원 : 60명

 •주제 : ‘교회사와 현대 세계의 복음선교’

 •내용: ‘사회정의와 복음선교’(김수환 추기경)

           ‘현대의 복음선교’(김재덕 주교)

           ‘교회사’(이원순 교수)

           ‘가톨릭의 한국 근대화 운동’(류홍렬 박사)

           ‘순교의 현대적 의미’(최석우 신부)

    ‘복음선교와 가톨릭의 사회적 역할’(김승훈 신부)

    ‘도시·농촌의 복음선교’(이종창 신부)

8. 16 ‘안동 오원춘 사건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 주교회의 제출

9. 10~17 인천교구 부평2동 본당 피정지도

9. 22~23 제주교구 평협 임원 피정 강론 지원

10. 14 제2회 전국 가톨릭 중고등 학생 웅변대회

 •장소 : 명동 가톨릭문화관

10. 26~28 제4회 신앙대학 강좌

 •장소 : 서울 우이동 명상의 집

 •수강 인원 : 108명

 •주제 : ‘성서와 현대의 우리 - 성서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돕기 위함’

 •내용 :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 - 구약 7강좌’(서인석 신부)

            ‘신앙중심 - 6강좌’(정양모 신부)

11. 7~8 인천교구 제물포 본당 피정지도

11. 18 제12회 평신도 주일

1980년  

2. 29~3.2 제5회 신앙대학 강좌

 •장소 : 반도유스호텔(서울 영동 소재)

 •수강인원 : 115명

 •내용 : ‘하느님 백성의 일치’(김수환 추기경)

            ‘교회헌장’(박도식 신부)

             ‘그리스도와 우리들’(문동환 목사)

            ‘새로운 현실과 우리들의 일치’(김재덕 주교)

            ‘교회일치에 관한 교령’(유재국 신부)



480 481

제4편 부록(연표)
한국평협 
50년사

8. 7~8 제13차 정기총회

 •장소 : 서울 꼰벤뚜알 성 프란치스코 피정의 집

 •참석 : 12개 교구, 6개 단체 총 51명

 •강의 : ‘현실과 평신도사도직의 방향’(김재덕 주교)

 •임원개선 : 김기철 회장(서울평협) 유임

 •내용 : 주교회의 건의사항 채택  

                   ① 교회방송국 설립의 건

 ② 교회창설 200주년 행사에 교황 성하 참석 추진

      ③ 평신도 주일 헌금의 1/2은 교구에 1/2은 전국에 송금 건의

9. 2 김기철 회장의 체신부 장관취임으로 회장 직무대리에 최상선 부회장이 임명됨

10. 2~5 제6회 신앙대학 강좌

 •장소 : 서울 상지회관

 •참가인원 : 72명

 •내용 : ‘희랍정교회의 전례’(나창규 희랍정교회 신부)

             ‘전례와 쇄신’(최윤환 신부)

             ‘성사론’(변갑선 신부)

              ‘교회의 현대적 질서’(김영환 신부)

             ‘크리스챤 생활의 쇄신‘(김영환 신부)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이한택 신부)

       ‘수도생활의 쇄신 적응에 관한 교령‘(이한택 신부)

10. 12 제3회 전국 가톨릭 중고등학생 웅변대회

 •장소 : 동성중고등학교 강당

11. 7~8 상임위원회의

 •장소 : 유성 대온장

 •참가 : 청주 제외 전 상임위원 참석 15명

11. 16 제13회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 2,000부, 포스터 800매 발행 

1981년  

3. 20~22 제7회 신앙대학 강좌

 •장소 : 서울 우이동 명상의 집

 •수강인원 : 57명 외 평협 임원 일동

 •주제 : 이웃 전교의 방향과 문제

 •내용 : ‘한국 천주교회의 문제점’(김수환 추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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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전교의 방안과 문제‘(오경환 신부)

   ‘현대의 복음선교’(유재국 신부)

4. 10 김재덕 총재주교의 공직 사퇴에 따라 한국평협 총재주교가 공석이 됨

6. 27~28 제14차 정기총회

 •장소 : 광주 명상의 집

 •참석 : 12개 교구, 7개 전국단체 총 45명 참석

 •내용 :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행사에 적극 참여키로 결의, 시성시복운동 적극추진(기

도운동과 순교자료 수집활동을 통하고 구체안의 작성을 수원평협에 위임), 교회

기관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사업 관련 주교회의에 건의, 정기총회 소집시기를 1

월로 하고, 회계연도를 1월 1일~ 12월 31일로 변경하는 회칙 일부 개정

 •특강 :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평신도상과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오태순 신부)

10. 9 제4회 전국 가톨릭 중고등학생 웅변대회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10. 30~11. 1 제8회 신앙대학 강좌

 •장소 : 서울 우이동 명상의 집

 •수강인원 : 49명 외 평협 임원 일동

 •주제 : ‘한국인의 심성과 영성’

 •내용 및 강사 - 박홍 신부

     ‘크리스찬 영성의 이해와 적용론’, ‘영성 식별의 이해와 적용론’, ‘의식 성찰을 통한 신앙

체험의 성장론’, ‘영적 대화의 영적기도’, ‘기도와 사도직’, ‘성령의 능력과 신심의 자유로

운 문제’, ‘한국인의 영적 풍토’

   ‘유가적 인간 이해’(김승혜 수녀)

   ‘선교 2백 주년을 향한 한국천주교회와 평신도’(양한모 소장)

11.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 전국 단체 총재주교를 담당주교로 개칭하고 제4대 한국평협 

 담당주교에 정진석 니콜라오 주교(청주교구장)를 선임

11. 15 제14회 평신도 주일

1982년

  

1. 6 제1차 상임위원회의(서울)

2. 13~14 제15차 정기총회 

 •장소 : 대전 가톨릭 농민회관

 •임원개선 : 회장 엄익채 요한(서울평협 부회장) 선출

 •특강 : ‘200주년을 향한 평신도의 역할 ’(오태순 신부)

             ‘평신도 사도직활동의 방향’ (양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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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 임원 연수회 

 •장소 : 청주 가톨릭교육원

 •강의 : ‘200주년 사목회의의 방향과 전망’(정의채 신부)

             ‘평신도사도직 교령’(정진석 주교)

4. 16 제2차 상임위원회의 

  시국에 관한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및 각 교구의 성명서, 교구장 강론 내용 등을 종합 인

쇄하여 전국에 배포할 것을 결의한 후 「담화문집」 간행

9. 3~4 2차 임원 연수회 

 •장소 : 서울 장충동 분도회관

 •참석 : 9개 교구 6개 단체 총 48명

 •주제 : ‘하나되게 하소서’

 •내용 : 특강(정진석 주교)

   ‘평신도가 보는 평신도의 진로’(김기철 회장)

   ‘일치와 평협의 진로’(오태순 신부)

11. <가톨릭대상> 제도 시행 확정 

 (4월 한국평협 상임위원회의 의결된 내용을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승인)

11. 14 제15회 평신도 주일

12. 3~4 제1회 여성문제 심포지엄 

 •장소 : 부산 오륜대 명상의 집

 •참석 : 6개 교구 4개 여성단체 대표 38명과 임원 11명

 •내용 : ‘혼인과 가정의 신성성’(이갑수 주교)

           ‘생명의 존엄성과 성윤리‘(김창훈 신부)

           ‘평신도운동과 여성의 역할’(박숙자 자매)

           ‘가정의 행복과 여성의 사회참여‘(최시동 신부)

1983년

  

1. 31 제1회 상임위원회의

 •장소: 명동성당 사도회관

1. 31 제1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장소 : 명동성당 사도회관

 •수상자 ▲ 사랑부문 - 김수련, 이풍순

3. 25~26 제16차 정기총회 

 •장소 : 수원교구 교육원

 •참석 : 13개 교구, 8개 단체 대표 44명, 본부임원 17명 등 총 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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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 ‘200주년과 시성·시복운동’(김남수 안젤로 주교, 수원교구장)

    ‘한국 초대 교회사‘(변기영 신부)

    ‘200주년과 정신운동’(한순희 수녀, 성심수녀회)

 •총회 강의내용을 「보다 좋은 씨앗으로」라는 단행본으로 출판

 •‘신뢰회복운동’의 전개를 제창

5. 15 회보 「한국평협」지 제1호 간행

 •16절 8면, 2,000부 발행 / 전국 본당 단체 배포

5. 제6대 지도신부에 안상인 요셉 신부

6. 4 제2차 상임위원회의 

 •장소 : 유성 대온장

7. ‘신뢰회복운동에 즈음한 우리의 선언’ 선언문 채택

7. 25 제3차 상임위원회의

 •장소 : 원주교구 교육원

8. 15 신뢰회복운동 취지문 5만 매 인쇄하여 전국에 배포

9. 17 제4차 상임위원회의

 •장소 : 원주교구 교육원

 •강의 :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의 증언과 태도’

                       ‘원주교구와 평신도운동’(안승길 신부)

 •대화 :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와 한국교회의 토착화 문제와 도시와 

                       농촌교회의 격차문제, 사랑의 실천에 대한 대화

11. 5 제5차 상임위원회의

 •장소 : 광주 명상의 집

11. 13 제16회 평신도 주일, 정진석 담당주교 메시지 발표

11. 4~5 제2회 여성문제 심포지엄 개최

 •장소 : 광주 명상의 집

 •내용 : ‘사회 안에서 여성의 권리’(안승길 신부)

  ‘교회 안에서 여성의 본분’(변갑선 신부)

  ‘가정 안에서 어머니의 위치’(강동순 교수)

12. 2~6 아시아 평신도회의 참석

 •장소 : 홍콩

 •참석대표 : 정진석 주교, 안상인 신부, 엄익채 회장, 오수한 부회장, 

 홍현동 사무총장, 이기안 사회선교위원장, 백남식 섭외홍보위원, 

 이길재 농민회 사무국장

 •의제제안 : 신뢰회복운동의 전개, 가톨릭대상, 아시아지역 사무국의 설치

 •회의성과 :

                  1) 동북아시아 평신도회의를 1984년 5월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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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의 평신도활동에 대한 소개

   3) 상호 정보 교환, 교류의 문호를 염

12. 20 화보집 「요한 바오로 2세」 간행

1984년

  

2. 12 제2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장소 : 전주교구 가톨릭센터

 •수상자: ▲ 사랑부분 - 허순덕, ▲ 문화부분 - 김윤주

 제1회 상임위원회의

 •장소 : 전주교구청 회의실

 •참석 : 상임위원 14명, 임원 9명, 감사 1명 총 23명

2. 13 황민성 초대 총재 주교 별세

2. 25 제17차 정기총회 

 •장소 : 청주교구 교육관

 •참석 : 14개 교구 중 13개 교구 대표 30명, 15개 단체 중 12개 단체 대표 12명, 

   기타 등 62명

 •임원개선 : 엄익채(서울평협 회장) 유임

4. 1 결혼상담소 운영을 서울대교구 여성연합회에 이관

4. 7 제2차 상임위원회의

 •장소 : 서울 유네스코회관 국제회의실

 •참석 : 19명

6. 9 제3차 상임위원회의

 •장소 : 부산교구 가톨릭센터 32호

 •참석 : 16명 참석

7. 2 동북아시아 평신도대회 준비회의(1차)

7. 2 동북아시아 평신도대회 준비회의(2차)

7. 9 동북아시아 평신도대회 준비회의(3차)

7. 11 동북아시아 평신도대회 준비회의(4차)

9. 1 임시총회 개최

 •장소 : 서울 명동 사도회관별관

 •참석 : 총회원 60명 중 33명

 •회칙개정안 심의 의결, 주교회의 건의문 제출

10. 31~11. 9 제1차 평신도사도직 주교연수회(BILAT: Bishops’ Institute for Lay Apostolate)에 

 대표 파견(대만 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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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8 제17회 평신도 주일 포스터, 강론 자료 제작

 •주제 : ‘가서 복음을 전하시오.’ 

11. 26~30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는 수원교구장 김남수 주교를 한국평협 제6대 담당 주교로 선임

12. 24 평신도주일 헌금 중 1/4만을 전국협의회에 3/4를 교구 협의회에 할당키로 함

 (추계 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 결정)

1985년

  

2. 23 제1차 상임위원회의

 •장소 : 인천교구 가톨릭회관

3. 23~24 제18차 정기총회 개최

 •장소 : 미리내 성지

 •참석 : 12개 교구대표 26명, 단체대표 6명, 본부임원 등 총 40명

 •강의 : ‘증거의 해와 우리의 자세’(양한모 크리스챤 사상연구소 소장)

   ‘증거의 해’ 우리의 자세(김남수 주교)

3. 23 제3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장소 : 수원교구 교육원

 •수상자 : ▲ 사랑부문 - 김근영, 이사행, 최판순

5. 16 신자 국회의원 초대모임

5. 18 제2차 상임위원회의

 •장소 : 청주교구 교육관

8. 제7대 지도신부에 송광섭 베드로 신부

9. 21 제3차 상임위원회의

 •장소 : 꼰벤뚜알 성 프란치스코회(서울 한남동)

 •강의 : ‘교회의 현대화’(한용희 교수)

9. 21 신뢰회복운동 심포지엄 개최

 •장소 : 서울 꼰벤뚜알 성 프란치스코 피정의 집

 •발표 : ‘인간회복의 의미’(진교훈 교수, 서울대학교)

    ‘인간회복과 사회정의’(한용희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사회 : 노길명 교수(고려대학교)

 •토론 : 양승규 교수(서울대학교), 안병영 교수(연세대학교), 

                     류근일(조선일보 논설위원)

11. 17 제18회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3,000부)와 포스터(2,000부) 배포

 •주제 : ‘믿게 살고 믿고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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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3-24 제4차 상임위원회의

 •장소 : 한국 순교복자 성직수도회(제주교구)

 •강의 : ‘86년도 사목교서에 대하여’(허승조 신부, 제주교구 사목국장)

1986년

  

2. 15 제4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수상자: ▲ 사랑부문 - 최경락, 백인근

                      ▲ 정의평화부문 - 홍남순

2. 22~23 제19차 정기총회 개최

 •장소 : 안동교구 문화회관

 •참석 : 교구대표 28명, 단체대표 5명, 총 33명

 •임원개선 : 제6대 회장에 한용희 암브로시오(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선출

4. 10 KBS TV 시청료 거부운동에 관한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1차)

4. 12-13 제1차 상임위원회의

 •장소 : 마산교구 창원 가톨릭사회교육관

 •참석 : 23명 중 17명 참석

 •강의 : ‘우리가 해야 할 여러 문제들’(유영봉 신부, 마산교구 사목국장)

         ‘공동체로써의 교회’(강영구 신부, 마산교구 교육국장)

4. 20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스티커 제작 전국 신자에 배포, 20만장

4. 24~27  제1차 동북아시아 평신도대회 참가

 •장소 : 대만

 •참가자 : 국제협력위원회 한홍순 부위원장 참석

5. 10 「한국평협 20년사」 편찬사업 착수

 •출판분과위원회 : 위원장 허필수, 부위원장 한용환, 편찬위원 서상요, 조광

6. 7~8 제2차 상임위원회의

 •장소 : 춘천교구 교육관

 •참석 : 10개교구, 4개 단체 15명 참석

 •강의 : ‘하느님 백성을 결합시키는 친교’ - 전세권(춘천교구 총대리신부)

8. 9 제3차 상임위원회의

 •장소 : 부평 샤미나드 피정의 집

 •참석 : 23명 중 17명 참석

 •‘사회정의분과위원회’ 신설 결정 

8. 7~10 제1차 공의회 문헌 연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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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부평 샤미나드 피정의 집

 •참석 : 11개교구, 5개 단체에서 107명 참석

 •내용 :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의미와 성격’(유재국 신부)

   ‘교회헌장(제1장 교회의 신비)’(유흥식 신부)

   ‘교회헌장(제2장 하느님의 백성)’(유흥식 신부)

   ‘교회헌장(제7장 지상의 여정 교회의 종말적 성격과 천상교회와의 일치)’(심상태 신부)

   ‘교회제도의 복음적 성격’(오경환 신부)

   ‘사목헌장(제1부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인간)’(오경환 신부)

   ‘사목헌장(제2부 혼인과 가정의 존엄성)’(유봉준 신부)

   ‘사목헌장(제2부 제2장 문화발전의 촉진)’(김춘호 신부)

   ‘평신도 교령’(유봉준 신부)

   ‘평신도 교령’(한용희 회장)

8. 12 시국에 관한 성명서 ‘민주화 개헌의 선행조건’ 발표

9. 「평협회보」 간행

9. 6 KBS시청료 거부운동에 대해 개신교와 공동으로 성명 발표

9. 19  KBS시청료 거부 운동의 구체적 운동 지침 발표

9. 15~25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제4차 총회 참석

 •참가자 : 국제협력 부위원장 한홍순 교수 

10. 10 한국평협 제3대 김기철 회장 별세.

10. 25~26 1986년도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연수회 개최

 •장소: 대전 유스호스텔

 •참석: 대전교구의 본당, 회장, 부회장, 단체장 등 100여 명

 •내용: ‘공의회의 의미와 성격’(김영교 신부)

                    ‘평신도교령’(한용희 회장)

11. 사무국을 가톨릭회관 5층으로 이전

11. 16 제19회 평신도 주일

11. 30 <HOLY PLACES OF THE KOREAN MARTYRS> 

 출판(김창석 신부 번역/사진 성기숙 작가, 5천 부 간행)

 •서울평협 홍보분과 이충우 위원장 저술 ‘한국의 성지’ 영역

12. 「평협회보」 간행

12. 13~14 제4차 상임위원회의

 •장소 : 대전교구 가톨릭교육회관

 •참석 : 23명 중 17명 참석



488 489

제4편 부록(연표)
한국평협 
50년사

1987년    

1. 「평협회보」 간행

1. 19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 관한 성명서 발표.

1. 25 고문 근절 촉구 성명서 발표

2. 8 제5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수상자 : ▲ 사랑부문 - 주정숙, ▲ 문화부문 - 마백락

2.14~15 제20차 정기총회 개최

 •장소: 대구 매일가든빌딩

 •내용: 회칙 개정

2. 16 사순절 절제운동 및 9일기도 캠페인 성명서 발표

3. 23~27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 한국평협·가톨릭농민회·가톨릭학생회 등 3개 전국단체의 

 활동중지 결정을 내림

4. 25 광주에서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취소함

6. 3차 성명서 발표

11. 15 제20회 평신도 주일

11. 19 주교회의에서 한국평협의 ‘4년 기한부 회칙’을 마련

12. 5 상임위원회 개최

 •장소 : 과천 성모영보 수녀원

 •한국천주교 평신도에게 드리는 호소문’ 발표

12. 7 주교단의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담화문 및 ‘4년 기한부 회칙’에 대한 견해 발표

1988년   

  

3. 21~24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 <사목주교위원회>를 <평신도주교위원회>로 개칭하고 위원장에 

지학순 주교를 선임

4. 5 제21차 정기총회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참석 : 14개 교구회장단, 10개 단체에서 52명 참석

 •임원개선 : 제7대 회장에 박정훈 요한(서울평협 회장) 선출

5. 2~4 한국평협 임원, 각 교구 평협 회장, 전국 단체장 등 40명 산업시찰, 2일 부곡 온천에서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칙 심의

5. 28 서울 가톨릭회관에서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회칙 개정함

7. 30-31 제2차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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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광주 까리따스수녀원 교육관

 •강의: ‘화해와 일치’(김홍언 신부)

9. 10-11 제3차 상임위원회 

 •장소 : 대전교구 솔뫼 피정의 집

 •강의 : ‘한국교회와 평신도’(김영교 신부)

 •5명의 소년소녀 가장에게 성금 전달(90만원)

9. 14 2명의 소녀 가장에게 성금 전달(40만원)

10. 8 신뢰회복추진 7인 소위원회를 열고 신뢰회복운동 취지문과 계획안, 실천방법 등을 확정

10. 29~30 제4차 상임위원회

 •장소 : 서울 혜화동 교리신학원

 •강의 : ‘성서와 신뢰회복운동’(송광섭 신부, 평협지도)

      ‘평신도와 신뢰회복운동’(류홍렬 박사, 초대 평협 회장)

 •3개 분과(국제협력, 교육, 출판)위원장을 승인

11. 13 제21회 평신도 주일, 범교회적 신뢰회복운동이 시작됨

1989년

  

3. 11 제22회 정기총회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중강의실

 •참석 : 13개 평협, 9개 단체 총 35명 참석

 •내용 : 회칙개정(제5조 3항 - 부회장)

4. 1 제6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수상자 : ▲ 사랑부문 - 임길순, 오언남, 정팔기 

2. 18 제1차 상임위원회의

 •장소 : 서울 명동가톨릭회관 평협회의실

4. 15~16 제2차 상임위원회의

 •장소 : 마산교구 창원 가톨릭사회교육관

 •강의 : ‘교회쇄신을 위해 신자가 지켜야할 몇 가지’(박정일 주교)

6. 17 제3차 상임위원회의

 •장소 : 청주교구청 내 가톨릭회관

 •강의 : ‘새교회법에 대하여’(정진석 주교, 청주교구장)

         ‘평신도 그리스도인’(한홍순 교수)

8. 21~27 제2차 동아시아 평신도회의 참석

 •일본 나가사키, 오사카,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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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2 제4차 상임위원회의

 •장소 : 제주도 서귀포시 복자수도회 피정의 집

 •동아시아 평신도회의 참가보고 등

10. 4 제44차 세계 성체대회 참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 2차 방한 미사 집전 – 행사의 기획, 집행 등)

1990년

  

2. 24 제23회 정기총회 개최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참석 : 10개 교구대표 26명, 11개 단체대표 11명, 임원 7명 등 47명 참석

 •안건 : 박정훈 회장 유임

3. 23 제1회 ‘내 탓이오’ 문예작품 공모 시상식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

4. 7 제7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수상자: ▲ 사랑부분 - 김인식, 가톨릭 맹인선교회, 故유정충

4. 28~29 제1차 상임위원회의(부산)

 •장소 : 부산해운대 뉴비치호텔 회의실

 •강의 :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인가?’(최영철 신부, 부산평협 지도)

 •내용 : 한국평협 분과위원회 증·개편, 교회일치를 위한 기도문 작성 주교회의에 건의

6. 23~24 제2차 상임위원회의(수원)

 •장소 : 수원교구 나그네의 집

 •강의 : ‘신뢰회복에 관하여’(유민구 신부, 수원 가톨릭대학 교수)

 •내용 : 신뢰회복 운동을 전담할 특별위원회 설치 동의 등

8. 25~26 제3차 상임위원회의(인천)

 •장소 : 인천교구청 꾸르실료회관

 •강의 : ‘성서에 나타난 여성’(박찬용 신부, 인천교구 사목국장)

9. 24 ‘내 탓이오’ 스티커 30만장 제작 배부, 김수환 추기경 손수 차량에 부착 

11.10~11 제4차 상임위원회의(서울)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신뢰회복 세미나 개최 

 •내용 : 신뢰회복운동의 필요성 및 ‘내 탓이오’의 의의

    1강의 : 이종한 신부(프란치스코 관구장) 

    2강의 : 장혁표(부산평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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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강의 : 오덕주(여성연합회 회장)

11. 18 제23회 평신도 주일

12. ‘내 탓이오’에 관한 문예작품 공모

12. 28 제2회 ‘내 탓이오’ 문예작품 공모 시상식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991년  

  

2. 23 제24회 한국평협 정기총회 개최

 •장소 : 서울 명동대성당 범우관 405호

 •참석 : 9개교구 평협대표, 13개 단체대표, 평협임원 등 46명 참석

 •내용 : 교황성하의 “세계평화를 위한 기도문”을 9일기도로 CCK에 건의

4. 6 제8회(90년도) 가톨릭대상 시상식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수상자 : ▲ 사랑부문 - 양복규 ▲ 문화부문 - 백병석·이경애 부부

4. 13~14  제1차 상임위원회의(대구)

 •장소 : 대구대교구 여성교육관

 •강의 : ‘일치안의 다양성’(이종흥 신부, 대구대교구 총대리)

4. 27 ‘내 탓이오’ 운동 가두 캠페인 전개(서울 명동대성당)

8. 31~9.1  제2차 상임위원회의(마산)

 •장소 : 창원 사회교육관

 •강의 : ‘정치와 윤리’(구병진 신부)

 •안건 : 91년도(9회) 가톨릭대상 후보 추천의 건 등

10. 19~20 제3차 상임위원회의(대전)

 •장소 : 유성 홍인호텔 회의실

 •강의 : ‘교회안의 신비·친교·선교’(유흥식 신부, 대전평협 지도신부)

1992년

  

1. 5 ‘내 탓이오’ 주제 문예작품 공모 수상작 모음집 발행

2. 15 제25회 정기총회 개최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참석 : 12개 교구대표, 6개 단체대표, 한국평협 임원 등 50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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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제9대 한국평협 이관진 베드로(서울평협 회장) 회장 선출

   우리상품쓰기 운동 제창 

2. 15 제9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수상자 : ▲ 사랑부문 - 김제원, 이석순 ▲ 문화부문 - 서광벽

4. 25~26  제1차 상임위원회의(청주)

 •장소 : 청주교구 가톨릭센타

 •강의 : 교회의 내적 보편성

6. 20~21 제2차 상임위원회의(광주)

 •장소 : 광주대교구 가톨릭센타

 •안건 : 낙태법안 폐지 운동 전개의 건 등

6. 21 낙태죄 폐지를 우려하는 성명서 발표

8. 3~7 일본 나가사키대교구 신도사도직평의회(평협) 타바타 회장 등 서울 방문

8. 24~28 ‘제3차 동아시아 평신도 회의(The 3rd East Asian Laity Meeting)’ 개최

 •장소 : 수원교구 아론의 집

 •주제 : ‘평신도의 교회생활 참여’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공동주최

 •동아시아 5개국(한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대표 등 82명 참석

 •회의내용 : 국제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와 친선을 도모하여 국경을 초월한 

                         크리스찬 공동체의 일치적 참모습 성취에 기여한다는 요지

8. 29 제4대 전국 및 서울평협 회장 최재선(마르띠노) 별세

10. 31 제3차 상임위원회의(서울)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소강당

11. 15 제25회 평신도 주일 

 •포스터 배부 및 강론자료 배부

 •주제 :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 생명을 존중하고 우리 상품을 우리가 씁시다.

 •어린이를 위한 강론자료 마련 ‘평신도 어린이의 사명’

12. 31 ‘제3차 동아시아 평신도회의 평신도의 교회생활참여’ 보고서 발간(신국판 양장 240여 면)

1993년

  

2. 27 한국평협 제26차 정기총회 개최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소강당

 •내용 : 우리상품 쓰기 운동 전개에 대한 결의문 발표

         ‘우리상품쓰기 특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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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7 제10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수상자 : ▲ 사랑부문 - 서윤범 ▲ 문화부문 - 한상호

4. 17~18 제1차 상임위원회의(제주)

 •장소 : 제주교구 이시돌회관

6. 12~13 제2차 상임위원회의(전주)

 •장소 : 전주교구 나바위 교육관

 •종교방송 지방국 설립 허가방침에 대한 결의문 발표

9.4~5 제3차 상임위원회의(원주)

 •장소 : 원주교구 배론 성지

11. 14 제26회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 배부

 •주제 : ‘새 복음화와 도덕성 회복’ - 참 신앙인으로 더 잘 살기 위하여

11. 15 평협 창립 제25주년 기념미사와 기념행사

 •장소 : 서울대교구 명동성당, 로얄호텔

 •참석 : 한국평협 회장단, 서울평협 임원진, 서울교구 총회장 부부 참석

 •기념미사, 우리상품쓰기운동 우수지구 및 본당 시상식, 사랑의 만찬

12. 4 ‘우리상품쓰기 운동 문예작품’ 시상식

 •장소 : 명동성당 소성당

 •총 121편 응모작 중 5편의 당선작과 5편의 가작 선정 

12. 12 ‘우리 농촌 우리가 살립시다.’ 성명서 발표

1994년    

2. 「한국평협」 속간31호 발행(신국판 124쪽)

2. 26 한국평협 제27차 정기총회 개최 

 •장소 : 명동성당 문화관 소성당

 •참석 : 14개교구 평협대표 42명, 6개 단체대표, 한국평협 임원 등 55명 참석 

 •안건 : 회칙 일부 개정, 임원 개선 – 이관진 회장 중임(제10대)

3. 8 춘계 주교회의에서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설립(위원장 김옥균 주교 임명)

7. 우리농촌살리기운동 공동대표(평협회장 이관진)

7. 16 제1차 회장단회의

9. 4 제1차 상임위원회의(수원)

 •장소 : 성 라자로 마을 아론의 집

9. 4~9 ‘아시아 평신도회의(The First Asian Laity Meeting)’ 개최 

 •장소 : 수원교구 아론의 집 국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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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국 : 아시아 14개국 대표 참석

 •주제 : 평신도의 사회 교리 실천

 •주최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바티칸 평신도평의회,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FABC)

 •회의내용 : 아시아 상황에서 사회교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분임토의,

               각국의 교회 상황과 평신도의 사회교리 실천 사례 국별 보고

9. 17 제2차 회장단회의

10. 8~9 제2차 상임위원회의(안동)

 •장소 : 안동교구 안동문화회관

10. 25 “300만 ‘평신도 그리스도인’과 전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호소문 발표

10. 29 제3차 회장단회의

11.  도덕성 회복을 내용으로 평신도 주일 호소문 발표.

11. 12 제11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수상자 : ▲ 사랑부문 - 박순자, 故장재훈 ▲ 문화부문 - 김영대

11. 13 제27회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 배부

 주제 : ‘인류의 희망,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1995년    

2. 25 제28차 정기총회 개최

 •장소 : 명동성당 교육관

 •참석 : 15개 교구대표와 24개 단체대표 69명 중 49명    

               - 광복 50주년(희년) 통일 기도 운동 전개 등

4. 22~23 제1차 상임위원회의(대구)

 •장소 : 대구대교구 교육관

6. 4 지방자치제 선거를 위한 공명선거 담화문 발표. ‘6.27 지방자치 선거에 즈음한 천주교 

 평신도들의 호소문’

6. 13 명동성당 공권력 난입 시국미사 및 촛불시위 <1차>

6. 20 명동성당 공권력 난입 시국미사 및 촛불시위 <2차>

6. 27  공명선거 캠페인 전개 

6. 28 종교지도자 전방 방문 37명(평협 임원진)

6. 30 바티칸 평신도위원회 부위원장 파울 코르데스 주교와의 만남(로얄호텔)

7. 8~9 제2차 상임위원회의(수원)

 •장소 : 수원교구 아론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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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강 : ‘평신도의 역할’(김남수 주교, 수원교구장)

8. 15 광복 50주년 분단 50년에 즈음한 ‘이 땅의 복음화와 겨레가 하나되기를 염원하는 

 한국천주교 평신도들의 호소문’ 발표.

9. 16~17 제3차 상임위원회의(인천)

 •장소 : 인천교구 부천 샤미나드 피정의 집

 •안건 : 도덕성회복을 위한 표어 책받침 10만매 제작, 교육용으로 배부 건

9. 20 지도신부 교체 - 박기주 미카엘 신부 부임

9. 26 중국교회 방문단과 오찬

 •장소 : 남산 홍보석

10. 15 제1회 아시아 평신도회의 보고서 <평신도 사회교리 실천> 전국 및 세계 교회기관에 

 배포(300면, 3천 부)

11. 19 제28회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 배부

 •주제 : ‘생활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12. 9 제12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수상자 : ▲ 사랑부문 – 이금순 ▲ 문화부문 - 배달순

1996년   

2. 24 제29차 정기총회 개최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참석 : 15개 교구평협과 24개 단체대표 69명 중 51명

 •11대 회장 류덕희 모세((주)경동제약 회장, 서울평협 회장) 선출,

                       상임고문으로 직전회장 이관진 추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운동 및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

3. 8 박정훈(평협 7~8대 회장)고문 세계평화상 수상

         (인간문화재 지정 및 평화의 순회대사 임명, 순금메달) 

         주관 : 미국법인 세계평화봉사단, 미국법인 세계평화상 시상위원회,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단체(협), 사단법인 한국평화봉사단,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평화교육(협)

4. 20~21 제1차 상임위원회의(마산)

 •장소 : 마산교구 창원교육관

 •특강 : ‘한국교회의 당면과제’(박정일 주교, 마산교구장)

 •내용 : 대정부 건의안 채택

6. 2 ‘천주교 평신도 환경선언문’ 발표(서울교구에서 전국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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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9 제2차 상임위원회의(부산)

 •장소 : 부산교구 명상의 집

7. 31~8. 4 제4차 동아시아 평신도회의 참석(마카오) 

 •참석 : 류덕희 회장, 김영복 국제협력분과위원장, 박기주 신부 등 8명

7. 5~8. 15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유해 순회기도(각 본당 및 수도원, 서울교구)

9. 15 김대건 신부순교 150주년 기념 신앙대회(잠실 체육관)

10. 26~27 제3차 상임위원회의(제주)

 •장소 : 제주교구 이시돌 피정의 집

 •내용 : 한국평협 30년사 편찬위원회 구성 

11. 17 제29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및 포스터 배포

 •주제 :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11. 17~28 ASIPA WORK SHOP 참석(필리핀 라스피나스)

              김영복 국제협력분과위원장 등 한국대표 4명 참석

11. 20 한국천주교 「평협 30년사」 편찬위원회 발족 

 ▶ 위원장 : 류덕희 평협회장 

 ▶ 위원 : 박찬도, 이홍균, 최홍준, 이충우, 이윤자 

 ▶ 편집위원장 : 강수길(문학박사)

12. 7 제13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수상자 : ▲ 사랑부문 - 양마태, 최맹기 ▲ 문화부문 - 김환식 

1997년   

1. 25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금지 성명서 채택

2. 22 제30회 정기총회 개최

 •장소 : 청주교구청 교육관

 •참석 : 15개 평협 회장단, 25개 단체대표, 한국평협 임원 등 63명 참석

4. 23 서울대교구장 평협 사목방문(최초) 김수환 추기경 외 국장단 내방

6. 4 북한 종교지도자와 대화(북경에서 북한종교계 대표와 회의)

 • 북가톨릭신자 대표 북경 회동(남측-최창무 주교, 오창순, 장덕필 신부, 류덕희 회장, 

이윤자 국장, 조광 교수, 북측-장재철 회장 외 3명)

6. 7-8 제2차 상임위원회(광주)

 •장소 : 나주 글라렛수도원

6. 8 푸르름 잔치(환경운동에 앞장서는 장터) 공동개최 / 명동성당 구내

9. 7~8 제3차 상임위원회(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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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원주교구 배론성지

 •특강 : ‘평협의 특성과 평신도의 자세’(김지석 주교, 원주교구장)

   ‘순교자의 삶’(배은하 신부, 배론성지) 

 •내용 : 「더불어 사는 정치를 위한 우리의 호소」(성명서) 채택, 발표

11. 8  도·농협력 전국장터 공동개최

 •장소 : 서울 동성고등학교 교정

11. 8 제14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대강당

 •수상자 : ▲ 사랑부문 - 요셉의원 ▲ 문화부문 – 김영걸 

          ▲ 특별상 - 故 정인성, 신준섭, 장만기(前 전주고교 1학년)

11. 9 제30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및 포스터 배포

 •주제 : ‘이제 제자리를 찾아 나섭시다.’

11. 22~23 제4차 상임위원회(대전)

 •장소 : 대전 보혈선교수녀회 엠마우스 피정의 집

 •참석 : 12개 교구평협대표, 단체장, 임원 등 59명 참석

 •내용 : 「경제를 살리기 위한 우리들의 다짐」 성명서 채택

12. 1 경제 살리기 범국민운동 가두서명 및 결의문 발표

1998년   

1. 2  외채상환 금모으기 범국민운동 선언식 참가. 김수환 추기경, 평협 회장

 (고문 및 공동대표) 동참(임원합석)

1. 20 경제 살리기 특별기도회

 •김수환 추기경 외 사제단 미사 공동집전,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평신도 선언문’ 발표

2. 14 ‘나라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를 위한 미사’ 

    김수환 추기경과 주교단 및 사제단 공동집전 미사 및 축하식

 •장소 : 명동대성당

 •참석 : 1,200여 명

2. 21 제31회 정기총회 개최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

 •15개 교구 평협 회장단, 25개 단체대표 및 한국평협 임원진 등 67명 참석 

 •내용 : 12대 회장 류덕희 유임

4. 18~19 제1차 상임위원회(안동)

 •장소 : 안동교구 구담농은수련원

 •참석 : 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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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5 북한 사목방문

 •조선천주교인협회 중앙위원장 장재철 초청, 최창무 주교, 류덕희 회장 외 8명

6. 13~14 제2차 상임위원회(수원)

 •장소 : 수원교구 의왕시 마리아폴리센터

 •참석 : 54명

7. 11 전국평협 30주년 평협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중간 보고회)

 •장소: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10. 10-11 제3차 상임위원회의(인천)

 •장소 : 인천교구 샤미나드 피정의 집

 •참석 : 47명

10. 24 도농공동체 나눔잔치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공동주최, 동성고등학교 교정

11. 7 전국평협 창립 3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주제 : 평협의 발전방향 모색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참석 : 100여 명

11. 7 제15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수상자 : ▲ 사랑부문 - 故이내원(사천소방서 구급계장) ▲ 문화부문 - 심경석

11. 15 제31회 평신도주일 

 •‘사랑의 마음으로 대희년을 준비합시다.’와 포스터 ‘함께 가요, 우리’ 배부

  

1999년  

2. 27 제32회 한국평협 정기총회 개최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참석 : 25개 단체대표와 임원진 등 71명

 •안건 : 대희년 맞이 평신도대회 기구표(안) 승인의 건

2. 27 「한국평협」 제36호 발행, 한국평협 및 단체에 4천부 배포

4. 사회교리 월별 실천덕목 제정 및 홍보(「평화신문」에 매월 게재)

 •4월 : 사랑의 공동체를 이룩합시다. 

 •5월 : 평화의 가정을 이룩합시다.

 •6월 : 나라사랑과 민족화해에 힘을 모읍시다.

 •7월 : 내가 먼저 참된 이웃이 되어 줍시다.

 •8월 : 자연사랑 하느님 사랑

 •9월 : 증거하는 삶으로 하느님을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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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 섬기고 사귀며 나눔으로써 사랑을 완성합시다.

 •11월 : 성인들의 통공과 거룩한 여행을 계속합시다.

 •12월 : 매일의 노력을 그분께 바쳐드리며 대희년을 맞이 합시다.

4. 18~19 제1차 상임위원회(대구)

 •장소 : 대구대교구 왜관 연화리 피정의집

5. 4 ‘대희년맞이 평신도대회’의 묵주기도 1억단 바치기 운동 개시, 

              1억단 봉헌카드 30만부 제작 배부

5. 20~21 제15차 2000년 대희년 전국 대표자회의 참석

 •장소 : 안양 아론의 집

6. 5~6 제2차 상임위원회(서울) 및 임원 연수회

 •장소 : 서울대교구 의정부 한마음 수련원

7. 1 「한국평협」지 특보 130,000부 제작·배포

7. 10 대희년맞이 민족화해토론회  

 •주제 : ‘대희년은 민족화해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

 •발표자 : 이기헌 신부, 유호열, 명길랑, 조광, 이광규 

 •화해와 봉사자의 다짐 발표

8. 21 본당회장·단체장·평협 임원 연수 및 선교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주제1 : 한국천주교 선교운동의 현실과 전망

 •주제2 : 21세기 선교의 방향

8. 21 교구 시노드 개최 건의(본당 회장, 단체장, 평협 임원 연수 후)

8. 25~26 제5차 동아시아 평신도대회 참가

 •장소 : 홍콩

 •주제 : ‘교회쇄신과 평신도양성’

 •최광석 국제협력분과장 외 4명 참석

9. 4~5 제3차 상임위원회(춘천)

  •장소 : 춘천교구 강릉 주문진 호텔

9. 18 대희년맞이 정의평화 세미나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주제: ‘정의평화 구현의 새로운 모색-인격존중, 정의로운 사회의 시작입니다.’

10. 9 대희년맞이 청소년 심포지엄 

 •장소: 서강대 이냐시오 강당

 •주제1 : ‘가톨릭교회와 청소년’ - 박재황 교수

 •주제2 : ‘가톨릭교회의 청소년 복음화’ - 한명수 선생

 •주제3 : ‘가톨릭교리 교육의 현장 진단과 대안 모색’ - 이충근·염병섭 선생

10. 21 대희년맞이 평신도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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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올림픽공원 제3체육관 

 •주제 : ‘서로 사랑하여라 - 사귐·섬김·나눔’

 •15개 교구 3,500여 명 참석 

 •평신도 선언문 발표, 묵주기도 1억단 봉헌(중간집계), 도농 결연본당 봉헌, 

   가톨릭대상 시상, 성체거동(행렬)

 •장엄미사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 및 참가 사제단 공동 집전, 

   미사 중 교황성하 및 대통령 메시지 낭독

10. 21 제16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장소 : 올림픽공원 제3체육관 / 대희년 맞이 평신도대회 행사시 시상

 •수상자 : ▲ 사랑부문 - KBS 사랑의 리퀘스트팀, 박경수

      ▲ 정의부문 - 인천 가톨릭 환경연대

10. 24 대희년맞이 평신도 대회 도·농 한마당 잔치 개최

 •장소 : 서초구청 광장

 •춘천교구 제외 14개 교구 참석

 •추수감사미사 : 강우일 주교 외 참석사제 공동 집전, 모란디니 대주교 인사

11. 1 제32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와 포스터 배부

 •주제 : ‘사귐·섬김·나눔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12. 25 가톨릭·개신교 합동 성탄음악회

 •장소 :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2000년   

2. 15 공명선거실천과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범국민 선언문」 

              공동발표(민간사회안전망운동 국민협의회)

2. 26 제33회 정기총회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강당

 •참석 : 15개 교구평협 회장단, 24개 전국단체 대표 등 68명 참석

 •임원개선 : 제13대 회장에 여규태 요셉(서울평협 회장) 선출

4. 13 4·13 총선 관련 성명서 발표 「생명·진리·사랑의 잣대로 투표합시다.」

5. 13~14 제1차 상임위원회(마산)

 •장소 : 마산교구 가톨릭문화회관

 •특강 : ‘2000년 대희년 평신도의 새출발’(박정일 주교)

   선교사례 발표 - 혜운성당, 명서성당

5. 20 교회 운동·단체들의 만남

 •주제 : ‘하나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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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 유흥식 신부

6. 25 묵주기도 3억단 바치기 운동 전개(2001. 1. 5까지)

6. 8 전국·서울평협 회장단 회의(서울평협 회의실)

7. 31 서울관구 교구 평협회장 회의(서울평협 회의실)

9. 30~10.1 제2차 상임위원회(부산)

 •장소 : 부산교구 정하상바오로영성관

 •특강 : ‘2000년 대희년 평신도들의 과제’(정명조 주교, 부산교구장)

                     선교사례 발표(병영성당)

10. 27 「정하상 성인」 심포지엄 

 •장소 : 중림동성당 순교자현양회 기념관, 

 •발표 : ‘정하상 성인의 생애와 활동’(서종태, 한국교회사연구소 책임연구원)

                    ‘정하상 성인의 신앙과 사상’(한건 신부, 부산가톨릭대 교수) 

 •토론 : 원재연(규장각연구원), 차기진(양업교회사연구소장)

 •사회 : 최홍준 사무총장

10. 28 교회 운동·단체들의 선교대회

 •장소 : 가톨릭회관 7층 강당

10. 29 제17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수상자 : ▲ 사랑부문 - 문서운, 장정순 ▲ 문화부문 - 박재광

10. 29 대희년 평신도 대회 본행사

 •장소 : 장충체육관,  6천여 명 참석

 •주제 : ‘새천년기 그리스도의 증인들 - 그리스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선교대상 시상 : 서울 김선옥(화양동성당), 대전 괴정동성당, 인천 김현식(산곡동성당),  

 수원 이영숙(성남동성당), 원주 백운성당, 대구 지산성당, 부산 옥동성당, 청주 미원성당,  

 마산 임길숙(함안성당), 안동 풍기성당, 전주 윤덕남(서신동성당), 제주 중문성당

 •선교체험 발표 : 광주 세나뚜스 김영대 단장, 서울 망우동성당 배수한(데레사), 

 대구 수성동성당 방경홍(가브리엘), 서울 구로본동성당 김남식(안드레아), 

 수원 정운준(요한), 이은주(이레네), 장기호(루까), 이순자(모니카)

10. 14~15 「대희년 세계가정대회」 참가

 •장소 : 이탈리아 로마

 •참석자 : 최홍준(사무총장), 최영철(서울ME 대표) 외

11. 11~12 제3차 상임위원회(제주)

 •장소 : 제주교구 성 이시돌 피정센터

 •특강 : ‘한국가톨릭의 장점’(김창렬 주교)

                  신앙체험 발표(현임종/제주평협 1대 회장)

11. 25~30 「대희년 세계 평신도대회」참가

 •장소 : 이탈리아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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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 여규태 회장, 김형중 서울평협 부회장, 한홍순 서울평협 부회장

11. 30 제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북측 방문단장 <조선카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 

 장재언 위원장 환영

11. 제33회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와 포스터 배포(각3,600부) 

 •주제 :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2001년 

1. 「한국평협」 제37호 배포(4,500부)

2. 17 제34회 정기총회 개최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참석 : 13개 교구평협, 10개 단체 대표 등 49명 참석

4. 28~29 제1차 상임위원회(전주)

 •전주교구 천호피정의집

 •특강1 : 신유박해 순교 200주년 기념강연(김진소 신부, 호남교회사연구소 소장) 

 •특강2 : 이병호 주교

7. 7~8 제2차 상임위원회(광주)

 •장소 : 광주대교구 예수고난회 명상의집

 •도덕성회복운동 세미나 개최

               제1주제 : ‘도덕성회복’ - 이종희 신부(광주 가톨릭대학교 교수)

               논평 : 조종현(광주평협 홍보분과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제2주제 : ‘도덕성회복운동과 평신도사도직’ - 이규정(신라대학교 교수)

               논평 : 마정웅(대구평협 회장)

               사회: 한홍순(서울평협 부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특강 : 도덕성회복 - 최창무 대주교(광주교구장)

10. 17 도덕성회복을 위한 ‘똑바로’운동

 •도덕성회복운동 표어·캐치프레이즈 공모

 •‘똑바로’ 스티커 제작·배포(200,000장)

 •KBS-TV 등 국내 언론 홍보

 •실천지침과 선언문 제작·배포, 기자간담회

 •각 교구별 선포식, 도덕성회복운동 세미나

10. 27~28 제3차 상임위원회(대전)

 •장소 : 대전교구 정하상 교육회관

 •특강 : 도덕성회복운동 ‘똑바로’의 그리스도적 의미

                     (곽승룡 신부, 대전교구 사목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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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8 도·농 한마당 잔치

 •소 : 서초구청 앞마당

11. 제34회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와 포스터 배부(4,000부)

 •주제 : ‘똑바로 운동에 다함께 나섭시다.’

12. 22 제18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수상자 : ▲ 사랑부문 - 정옥기 ▲ 문화부문 - 신치구

2002년  

2. 17 올해의 평신도 정약종 아우구스티노·강완숙 골롬바 현양 순회 강연회

 •주제 :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순교자의 생애와 사상’

 •장소 : 성 라자로 마을 아론의 집 성당)

2. 23 제35회 정기총회 개최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

 •14대 여규태 회장(서울평협 회장) 연임

3. 10: 4. 14 똑바로 운동 강연

 •수원교구 광주성당, 금곡성당(최홍준 사무총장)

4. 27~28 제1차 상임위원회(청주)

 •장소 : 청주교구 연수원 

 •안건 : 똑바로 운동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 논의

 •특강 : ‘똑바로 운동’ - 송일섭 신부

                     ‘하느님의 뜻’ - 장봉훈 주교

5. 3~6. 3 연극 ‘정약종 project’ 평협 후원 / 극단 아리랑

6. 22~30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ACRP) 정기총회 참석

 •장소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최홍준 사무총장 참석

8. 31~9. 1 제2차 상임위원회(원주)

 •장소 : 원주교구 베론성지 

 •특강: ‘평신도와 선교’(김지석 주교)

9. 9~16 가톨릭국제남성평의회(UNUM OMNES) 집행위원회의

 •장소 : 케냐 나이로비 

 •주제 : ‘사회 속에서의 가정의 상황’- 가정을 변호(옹호)하는 입장의 UNUM OMNES

 •한홍순 부회장 참석

10. 19 2002년 도·농 한마당 잔치

 •장소 : 서초구청 앞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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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20 제3차 상임위원회(수원)

 •장소 : 수원교구 가톨릭 교육문화회관 

 •상임위원회 세미나

               주제발표 :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에 비추어 본 평신도사도직과 평협의 역할’

 (배채진, 부산평협 기획부장)

               토론 : ‘신학적 측면에서’(박영조, 안동평협 회장), ‘교회법적 측면에서’

 (조종현, 광주평협 회장), ‘현실적 측면에서’(김준, 수원평협 부회장)

               총평 : 김춘호 신부

10. 26 대전교구 평협 주최 도·농 한마당 잔치

 •장소 : 갑천 고수부지

11. 16~20 제5차 민족화해 가톨릭 네트워크 모임

 •장소 : 경기 수지 성모교육원 

 •주최 :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여규태 회장, 최홍준 사무총장, 명길랑, 김성락 서울평협 민족화해위원 참석

11. 제35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와 포스터 배포(각 4,000부)

 •주제 :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읍시다.’

12. 7 제19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장소 : 로얄호텔 2층 에메랄드 룸 

 •수상자 : ▲ 사랑부문 – 조석호 ▲ 문화부문 - 김진용

12. 11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원로 100인 성명

  •공명선거실천협의회 주최

 •각 교구 평협 회장, 한국평협 사무총장 참여

2003년  

1. 22~26 제4차 세계 가정대회

 •장소 : 필리핀 마닐라

 •최홍준 사무총장 참석

1. 27~31 국제 가족회의 

 •장소 : 필리핀 마닐라

 •최홍준 사무총장 참석

2. 14 2003년도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총회 및 제3회 종단 교역자 대화캠프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여규태 회장, 최홍준 사무총장 참석

2. 22 제36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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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3. 21 반전·반핵 아시아 종교인평화선언 대회

 •장소 : 세종문화회관

 •여규태 회장 참석

4. 12 정의평화 세미나 주관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주제발표 : ‘남북한 평화는 가능한가’(이삼열 교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장)

 •지정토론 : 김어상 교수(서강대학교), 김형태 변호사, 강태호 기자(한겨례신문)

4. 26~27 제1차 상임위원회(안동)

 •장소 : 안동교구 농은수련원

 •안건 : 똑바로 운동과 복음화

 •강의 : ‘상장예식’ 소개 및 연도 노랫가락 배우기(김득수, 서울대교구 연령회연합회장)

6. 14 제4차 민족화해 토론회

 •장소: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

 •기조강연 : ‘우리민족 사랑으로 하나되어’ -김운회 주교

 •1주제 발표 : ‘민족화해의 재정립’(김성락, 서울평협 민족화해위원)

               토론: 정달영(전 한국일보 주필), 이부영(국회의원), 유호열(고려대 북한학 교수)

 •2주제 발표 : ‘평신도 역할의 활성화’(조만형, 서울평협 민족화해위원)

                 토론: 이광규(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성정수(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

6. 7~8 제2차 상임위원회(대구)

 •장소 : 대구대교구청 내 꾸르실료 교육관 

 •안건 : 매매춘 근절을 위한 전신자 서명운동 전개, 똑바로 운동 활성화

 •평협 세미나 

  주제발표 1 : ‘교회 운동에 대한 신학적 반성’(이창훈, 서울평협 기획분과위원장)  

               주제발표 2 : ‘평신도사도직 활동의 한계와 가능성’(류승기 신부, 대구교구 사목국장)

8. 30~31 제3차 상임위원회(인천)

 •장소 : 인천교구 가톨릭대학교 영성관 

 •안건 : 2003년 예산 항목간 변경 승인, 2004년 사업계획

 •평협 세미나 

  주제발표 : ‘「평신도 그리스도인(christifideles laiei)」를 통해 본 평신도사도직과 

 평협의 역할’(박영조, 안동평협 회장) 

 •특강 : ‘21세기 종교환경과 복음화’(차동엽 신부, 인천교구 사목연구소 소장)

10. 26 도·농 한마당 잔치

 •장소 : 서초구청 앞마당

11. 제36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와 포스터 배포(각 4,000부)

 •주제 : ‘가정·생명·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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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 제20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수상자 : ▲ 사랑부문 - 조헌수, 차갑병 ▲ 문화부문 - 이규정

2004년  

3. 13 제37회 정기총회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참석자: 15개 평협, 11개 단체, 임원 등 70명 참석

 •14대 회장에 손병두 요한 보스코(서울평협 회장,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회장 선임

5. 22~23 제1차 상임위원회(마산)

 •장소 : 마산교구 창원 성산사회복지관 

 •특강 : ‘한국 가정의 위기’(유영봉 신부, 마산교구 총대리)

8. 17~23 FABC 제8차 정기총회

 •장소 : 대전 가톨릭대학교 정하상 교육회관 

 •손병두 회장, 한홍순 부회장, 최홍준 사무총장, 백낙현 서평 부부분과장 참석

8. 28~29 제2차 상임위원회(부산)

 •장소 : 부산교구 양산 정하상 영성관 

 •특강 : ‘성서를 읽읍시다.’(이홍기 몬시뇰)

10. 29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

 •장소 : 프레스센터

11. 7 도·농 한마당 잔치

 •장소 : 대전 갑천둔치

11. 26~28 제3차 상임위원회(제주)

 •제주교구 성 이시돌 피정센터 

 •특강1 : ‘제주교구 소개’(강우일 주교, 제주교구장) 

 •특강2 : ‘가정사목’(양영수 신부) 

     가정생활 체험사례 발표(ME, 마리아사업회)

 • 특강3 : ‘제주교구 가정사목 사례’(변수운 수녀, 제주교구 가정상담실), ▲ 주교회의 

2005 가정을 위한 공동사목교서 소개(최홍준 사무총장) ▲ ‘북한 이탈주민의 현황’(오

혜정 수녀,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교회 탈북인 체험발표(정현무) ▲ 국내외 정세

와 성서적 세계관(김상철 변호사, 북한구원운동 공동대표) ▲ 한국천주교 여성사목방향 

정립을 위한 의식조사 결과보고(강영옥 박사, 주교회의 여성소위)

11. 제37회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와 포스터 제작·배포(각 4,00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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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가정과 사회를 아름답게 가꿉시다.’

12. 10 제1회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진공모전 시상식

 •장소 : 우리은행 본점 지하1층 은행사박물관 앞 전시장

 •전시기간 : 12. 10~18

12. 28 제21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장소 : 서울 명동대성당 문화관 소성당    

 •수상자 : ▲ 사랑부문 - 정숙희, 광주대교구 운전기사사도회

                       ▲ 특별상 - 방수정, 송수남

2005년   

2. 19 제38회 정기총회

 •장소 : 서울 명동대성당 소성당

 •참석 : 14개 교구평협, 11개 단체대표 70여 명 참석

5. 27~29 제1차 상임위원회(춘천)

 •장소 : 춘천교구 고성 까리타스 피정의 집 

 •1강의 : ‘가정과 교회 안의 혼인법’(홍기선 신부, 춘천교구 법원)

 •2강의 : 거룩한 독서(성독)(서범석 신부, 간성본당)

7. 11~17 <벨기에 소년합창단 내한> 공연

 •서울 : 명동성당, 여의도 KBS홀, 의정부 마두동성당, 수원 : 분당 요한성당, 

 대구 : 계산동성당, 광주 : 염주동성당, 부산 : 부산KBS홀

8. 5 임시 상임위원회

 •장소 : 명동 로얄호텔 

 •안건 : 한국평협 회장 사임과 회장 직무대행 선임(손병두 회장 사임, 한홍순 부회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임)

9. 3~4 제2차 상임위원회(대전) 

 •대전교구 정하상 교육회관 

 •특강 : ‘평신도사도직과 평협의 정체성’(김영수 신부, 전주교구) ‘PESS Program을 

 통한 전인교육’(강석준 신부, 대전교구)

10. 26 프랑스 교회 순례단과 함께한 친교모임 / 명동성당 별관

10. 30 2005 가을걷이 도·농 한마당 잔치 / 서초구청 앞마당

11. 5 정의평화 심포지엄(사회교리학교 10주년 심포지엄)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11. 26~27 제3차 상임위원회(서울)

 •장소: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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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평신도사도직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발제 1 : 평신도사도직의 기원과 사명(정준교 교수) 

                  발제 2 : 통계자료로 본 한국 교회와 평신도(전원 신부)

                  발제 3 : 평신도사도직 활성화와 사목방향(신현만 신부)

11. 제38회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 포스터 배포(2,000부)  

 •주제 : ‘살아있는 인간은 하느님의 영광입니다.’

12. 9 제2회 평화독서감상문 대회 시상식

 •응모기간 : 9. 20~11. 8, 수상자 184명

 •평화방송·평화신문과 한국평협 공동 주최

12. 27 제22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수상자 : ▲ 사랑부문 - 서초장애인치과 진료자원 봉사단

2006년   

2. 18 제39차 정기총회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참석 : 13개 교구평협, 3개 단체장, 임원 등 52명

 •임원개선 : 15대 회장에 한홍순 토마스(서울평협 회장, 한국외국어대 교수) 회장 선임

4. 6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1주기 추모 문화제

 •장소 : 명동성당 코스트홀 

 •1부 개회식 : 추모곡 합창, 추모사 

 • 2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고 : 영상물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한 기록영화, 추모

시(이해인 수녀), 증언(수도자, 젊은이, 평신도, 성직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조국 

폴란드(주한 폴란드 대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제2의 모국 이탈리아 (주한 이탈리

아 대사),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생애 회고(김수환 추기경), 주제발표 “교황님과 한국

교회”(한홍순 평협 회장) 

 • 3부 교황님과 한국교회 : 연도, 하느님의 종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전구를 통하여 

   은혜를 간청하는 기도

5. 3 제14차 아시아 오세아니아 수녀협의회 총회 참석자와의 만남

 •장소 : 서울 명동성당 별관

5. 7 한일 청소년교류 연주회 

 •장소 : 명동성당 코스트홀 

 •일본 아키다 성령고교 핸드벨팀 초청 공연

7. 1~2 제1차 상임위원회(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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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서울교구 상지피정의 집 

 •안건 : 2006년 평신도주간 행사, 2007년도 사업

 •특강 : ‘생명과학과 가톨릭교회의 윤리’(이동익 신부, 가톨릭대학교) 

 •분임토의 : 혼인, 낙태, 저출산

9. 1~2 제2차 상임위원회(부산)

 •장소 : 부산교구 은혜의 집

 •안건 : 평신도주간 행사, 가톨릭대상 후보자 추천, 특별위원회 설치

 •특강 : ‘바티칸 평신도평의회 문헌 ‘평신도 교육 - 열두 가지 제안’

10. 19~22 제1회 아시아 선교대회 참석 

 •장소 : 태국 치앙마이 

 •한홍순 회장, 민병덕 신부, 김길성 선교분과장 등 8명 참석

10. 29 2006 가을걷이 추수감사미사와 도·농 한마당 잔치

 •장소 : 서초구청 앞마당

11. 23~25 평신도주일 기념 사회포럼 ‘교회와 사회 간 대화’ 

 •제1일 주제 : ‘생명과 저출산’ 발제: ‘낙태와 저출산’(진교훈 교수, 서울대학교) 

 • 제2일 주제 : ‘가난과 빈부격차’ 발제: ‘한국사회의 주거빈곤 문제와 자조형 자립조합 

                       주택의 가능성’(류정순 소장,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제3일 주제 : ‘함께 사는 사회’ 발제: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 운동 사례와 앞날’

                       (박재천 사무국장, 재단법인 제정구 기념사업회)

11. 25~26 제3차 상임위원회(서울)

 •장소 : 서울대교구 가톨릭회관 

 •안건 : 2007년 사업계획

11월 제39회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 포스터 배포(2,000부) 

 •주제 : ‘생명의 복음을 실천합시다.’

12. 15 제3회 평화독서감상문대회 시상식

12. 18 제23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수상자 : ▲ 사랑부문 -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센터 봉사단

   ▲ 문화부문 - 평화방송·평화신문 ‘성 김대건’ 드라마 제작팀

2007년   

2. 10 제40회 정기총회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참석 : 13개 교구 평협, 5개 단체장, 임원 등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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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2주기 추모 문화제

 •장소 : 서울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1부 추모식 : 요한 바오로 2세의 기도, 개회인사, 추모사 

 •2부 문화제 : ‘시와 음악과 춤과’ 무용, 편지낭독, 생활성가, 시낭송, 성악 합창 등

4. 26  평신도사도직위원회 회의의 결정을 통해 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에서 평신도 교육실태의 

조사연구를 실시

5. 26~27 제1차 상임위원회(전주)

 •장소 : 전주교구 교구청 

 •안건 : 평협 40년 준비위원회 구성, 한국천주교 교육실태 조사

 •심포지엄 

    발제 : ‘한국 천주교회와 평신도 사도직’(조광 교수, 고려대학교)

                 토론 : 고려대학교 노길명 교수, 전남대학교 김정희 교수, 전주교구 김영수 신부

6. 29 제1회 우리성가 작곡공모 시상식

 •장소 : 서울 명동대성당

 •공모기간 2006. 12~2007. 4.

 •수상작 : ▲ 최우수상 – 성가정(김승용) 

                   ▲ 우수상 - 나의사랑 나의기도(이의선) 

                ▲ 장려상 - 축복의 미사(김승용), 축복의 미사(김재원), 

 나의사랑 나의기도(박수진), 성가정(박현미), 나의사랑 나의기도(설세찬)

8. 31~9. 1 제2차 상임위원회(원주)

 •장소 : 원주교구 배론성지 

 •사회사도직연구소 세미나 

  발제1 : ‘평신도 교육과 활동’(민병덕 신부, 한국평협 담당)

  발제2 : ‘평신도 사도직 단체의 교육현황’(이윤식 교수, 서울대학교) 

   발제3 :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신앙단계별 평신도 양성모형

  (조은상 박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제4 : ‘평신도 교육의 효율성 제고 방안’(오용석 교수, 경성대학교)   

  발제5 : ‘신자 평생교육을 위한 제언’(정찬남 박사, 한국여성생활연구원장)

10. 28 2007 가을걷이 추수감사미사와 도·농 한마당 잔치

 •장소 : 서초구청 앞마당

11. 2~3 제3차 상임위원회(광주)

 •장소 : 광주대교구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안건 : 평협 40주년 행사 계획, 124위 순교자와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 운동

 •세미나 

 발제 : ‘한국천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 운동

                    (일제 강점기부터 이승만 정권까지를 중심으로)’(노길명 교수,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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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 전남대학교 윤선자 교수, 광주 가톨릭대학교 옥현진 신부, 고려대학교 조광 교수

11. 제40회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 포스터 배포(2,000부)

 •주제 : ‘이 땅에 좀 더 인간다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12. 27 사회포럼 ‘민족들의 발전 40주년 기념’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주제 : ‘FTA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정진호 박사, 경쟁력평가원장)

 •2주제 : ‘소득의 불균형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조은상 박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2. 27 제24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수상자 : ▲ 사랑부문 - 전성민, 이덕림

2008년   

2. 16 제41회 정기총회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참석 : 13개 교구 평협, 8개 단체장, 임원 등 49명

 •임원개선 : 17대 평협 회장에 서울평협 한홍순 회장 연임

2. 27 ‘시니스카’ 십자가전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층 평화화랑

 •주최 : 한국평협, 서울평협, 주한 이탈리아대사관, 주한 이탈리아문화원

 •전시기간 : 2. 27~ 3. 4

 •전시품목 수 : 43점

4. 11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3주기 추모제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내용 : 1부 추모제(추모사, 추모노래), 2부 기도회(강론낭독, 묵주기도 등)

5. 24~25 제1차 상임위원회(수원)

 •장소 : 수원교구 아론의 집

 •안건 : 평협 40주년 백서 발간, 40주년 기념행사 계획

 •심포지엄 : 한국천주교 신자교육 실태(사회사도직연구소)

   발제1 : 주보를 통해 본 평신도 교육실태(조은상)

                  발제2 : 평신도 사도직 단체의 교육실태(박순석)

                  발제3 : 설문조사를 통해 본 평신도 교육실태(이상우)

                  발제4 : 평신도 교육의 개선을 위한 <교육편람> 제안(변진흥)

                       조별토의, 지정토론, 종합토론

6. 19 제2회 우리성가 작곡공모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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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서울 명동대성당

 •공모기간 : 2007. 12. 1~2008. 4. 30

 •수상자 : ▲ 최우수상 – 기도(임석수)

             ▲ 우수상 - 지존하신 몸과 마음(김은양), 주님의 사랑은(최윤희)

              ▲ 장려상 - 주님의 사랑은(김희선), 주님의 사랑은(이찬영), 주님의 크신 사랑(허정아)

7. 11~12 제2차 상임위원회(인천)

 •장소 : 인천교구 인천가톨릭대학교

 •안건 : 각 교구와 단체 활동 나눔

 •강의 : 한국천주교회와 평신도 사도직 활동(차동엽 신부)

8. 4 신임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와의 만남

9. 6~7 제3차 상임위원회(대구)

 •장소 : 대구대교구 꾸르실료회관

 •안건 : 각 교구와 단체 활동 나눔

 •특강1 : 조환길 주교

 •특강2 :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교령(전광진 신부)

10. 1 한국평협 창립 40주년 기념 표어 공모 시상식

 •장소 : 서울대교구청 주교관 내 소회의실

 •공모기간 : 7월 1일 ~ 8월 30일

 •수상자 : ▲ 최우수상 - 이웃에 사랑을 누리에 하느님을(권성원)

          ▲ 우수상 - 이우일, 정광형

 ▲ 장려상 - 김명옥, 표삼도, 김경인, 김정혜, 김화진

10. 2 2008 가을걷이 감사미사 및 도·농 한마당 잔치

10. 28 세계가톨릭여성연합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 참가자 초청 만찬

11. 제42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포스터 배포(2,000매)

 •주제 : ‘이웃에 사랑을, 누리에 하느님을’

11. 1 바티칸 정의평화평의회·이주사목평의회 의장 레나토 마르티노 추기경과의 만남

11.28~29 제4차 상임위원회(서울)

 •장소 : 서울대교구 꾸르실료회관

 •안건 : 2008년도 사업평가, 2009년도 사업계획,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와의 만남

 •한국천주교 신자교육 실태조사 연구보고회(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주최)

   발제1 : 정찬남 위원

                  발제2 : 이상우 위원

                  발제3 : 변진흥 위원

11. 29 사회포럼 ‘기업 경영과 사회적 책임’

 •장소 : 서울대교구 꾸르실료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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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오용석 교수(경성대학교 상경대학)

 •발제 : 노한균 교수(국민대학교 경영대학)

 •토론 : 심현주 박사(서강대학교 강사), 이명규 기획실장(한국토동사회연구소), 

    조중근 사무처장(바른사회시민회의), 조석 국장(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

12. 4 제3회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 시상식

 •장소 : 명동대성당 소성당

 •공모기간 : 7. 1~10. 31

 •수상자 : ▲ 최우수상 - 주님 말씀하셨네(김미희) 

       ▲ 우수상 - 소록도 천사(김종철), 주님이 말씀하시네(윤영기)

                    ▲ 장려상 - 아가별(이경열), 마음(박혜현), 나 어둠 속을 헤맬 때(심옥례)

12. 5 제5회 평화 독서감상문 대회 시상식

2009년

1. 7 제25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수상자 : ▲ 사랑부문 - 허상회, 최순자 ▲ 특별상 - 최민호

1. 12 다성음악 기악콘서트 ‘거룩함으로의 여행’ - 만백성의 성가 공연

 •이탈리아 로마의 산타 루치아 델 곤팔로네 성당 성가대 오중창단

2. 21 제42회 정기총회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참석 : 13개 교구평협, 7개 단체장, 임원 등 48명

4. 24~25 제1차 상임위원회(마산)

 •장소 : 마산교구 마산가톨릭교육관

 •안건 : 아시아 평신도대회 준비위원회 관련, 각 교구와 단체 활동 나눔

 •김수환 추기경 선종과 관련하여 ‘우리의 다짐’ 발표

 •특강1 : 세스뻬데스 신부의 방한과 활동 및 마산교구 순교자들의 삶

   (신은규 신부, 마산교구)

 •특강2 : 교회와 세상에서의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한홍순 회장)

6. 17 제3회 우리성가 작곡공모 시상식

 •장소 : 서울 명동대성당

 •공모기간 : 2008. 12. 1~2009. 3. 30

 •수상자 : ▲ 최우수상 - 소록도 천사(조찬미)

                   ▲ 우수상 - 주님 말씀하셨네(지형규)

  ▲ 장려상 - 축복의 미사(김현훈), 주님의 크신 사랑(김현훈), 

 기도(박수진), 마음(허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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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3 도시·농촌 상생을 위한 ‘도농 직거래 활성화 심포지엄’

 •장소 : 서울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발제1 : 노동 직거래의 국내외 현황과 발전 방안(김동환, 농식품 신유통 연구원장), 

   지정토론 : 이준호(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발제2 : 도농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최희종, 농림식품부 소비안전 정책관),   

   지정토론 : 조완형(서울 한 살림 상무이사)

 •발제3 : 도농 직거래의 현장사례(강성중, 가톨릭 농민회, 안동교구 연합회 사무국장),   

   지정토론: 유정길(에코붓다 대표)

7. 10~11 제2차 상임위원회(청주)

 •장소 : 청주교구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안건 : 각 교구와 단체 활동 나눔

 •특강1 : 최양업 신부님(장봉훈 주교)

 •특강2 : 교회의 선교사명(한홍순 회장)

9. 9 땀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 서품 160주년 및 사제의 해 기념 학술포럼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

 •기조강연 : 최양업 신부의 신앙과 삶(장봉훈 주교) 

 •발표1 : 최양업 신부의 사향가에 나타난 선조들의 신앙과 영성

 (유한영 신부, 주교회의 시복시성특별위원회 총무)

 •발표2 : 언어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천주가사(조원형 박사, 서울대 언어학과)

 •발표3 : 한국가톨릭 교회음악과 최양업 신부(양인용, 충남대 강사, 서울대음대 박사과정)

9. 11~12 제3차 상임위원회(제주)

 •장소 : 제주교구 성 이시돌 피정의 집

 •안건 : 각 교구와 단체 활동 나눔, 사제의 해

 •‘사제의 해, 평신도들의 지향’ 발표

 •특강1 : 강우일 주교

 •특강2 : 아시아 교회(한홍순 회장)

10. 14 최양업 신부 현양 음악회 ‘이 땅이 하느님을 노래하다’

 •장소 : 서울 명동대성당

 •박영희 교수 작곡 2작품 세계초연

10. 25 2009 가을걷이 감사미사 및 도·농 한마당 잔치

 •장소 : 서초구청 앞마당

11. 제43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포스터 배포(2,000매)

 •주제 :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11.20~21 제4차 상임위원회(서울)

 •장소 : 서울대교구 꾸르실료회관

 •안건 : 한국 평신도대회 개최, 2010년도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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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강 : 한국교회의 선교사명(염수정 주교)

11. 21 사회포럼 ‘노동과 기업경영’ - 회칙 ‘노동하는 인간’ 중심으로

 •장소 : 서울대교구 꾸르실료회관

 •발제 : 김어상 교수( 전 서강대학교 교수)

 •토론 : 이명규 기획실장(한국 노동사회연구원), 

 황선자 연구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임항 기자(국민일보 경제노동 전문)

11. 27 제4회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 시상식

 •장소 : 명동대성당 소성당

 •공모기간 : 7. 1~10. 31

 •수상자 : ▲ 최우수상 - 주님 제 영혼에(김태엽)

                  ▲ 우수상 - 나의 집 예수(조영희), 영원한 사제시여(최효근) 

      ▲ 장려상 - 최양업 신부님(김종식), 저희에게 임하소서(김인용),  

 살리시는 하느님(배영자)

12. 30 제26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장소 : 서울 명동대성당 소성당

 •수상자 : ▲ 사랑부문 - 조순희·김복중 부부, 박양진 

          ▲ 특별상 - 박병선

2010년 

2. 27         제43회 정기총회

 •임원개선 : 18대 회장에 최홍준 파비아노(서울평협 회장) 회장 선임

5. 14~15      제1차 상임위원회(대전)

6. 26         한국가톨릭 평신도대회

 •장소 : 서울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주제 : 오늘날 이땅에 예수 그리스도님을 선포하기

7. 7          제4회 우리성가 작곡공모 시상식

 •수상자 : ▲ 최우수상 - 영원한 사제시여(오정민)

         ▲ 우수상 - 영원한 사제시여(권민아), 주님 제 영혼에(지형규)

     ▲ 장려상 - 나의 집 예수(김길범), 영원한 사제시여(박상철), 

 저희에게 임하소서(정동현)

8. 31~9. 5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대회

 •장소 : 서울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외 명동 일대

 •주제 : 오늘날 이땅에 예수 그리스도님을 선포하기

 •주최 : 바티칸 평신도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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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43회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 포스터 배포(2,000매)

 •주제 : ‘새로운 복음화의 때가 왔습니다.’

11. 26~27     제2차 상임위원회(춘천)

12. 17        제5회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 시상식

 •수상자 : ▲ 최우수상 – 새들은(안명희)

           ▲ 우수상 - 주님의 사람(이은주), 풀꽃 같은 나(박옥희)

           ▲ 장려상 - 당신을 향한 시간(김병화), 오주여! 당신 안에서(이혜숙), 

 치유의 하느님(정용숙)

12. 28        제27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수상자 : ▲ 사랑부문 - 하상바오로의 집 의료팀 

           ▲ 문화부문 – 오영환

           ▲ 특별상 - 김욱동, 임재남

2011년 

2. 19           제44차 정기총회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로 명칭 변경

5. 13           아시아 평신도대회 후속 워크숍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강연 : 2010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대회의 결실(오용석 사회사도직연구소장)

5. 27~28        제1차 상임위원회(안동)

7. 8~9          제2차 상임위원회(원주)

7. 12           제5회 우리성가 작곡공모 시상식

 •수상자 : ▲ 우수상 - 당신을 향한 시간(김영조), 주님의 사람(윤미경), 

               오주여! 당신 안에서(장희선)

 ▲ 장려상 - 당신을 향한 시간(박재서), 오주여! 당신 안에서(박현상), 풀꽃같은 나(정동현)

9. 4            ‘하느님의 종’ 순교자와 증거자 125위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례

9. 19           우리성가 작곡 세미나

9. 30~10. 1     제3차 상임위원회(서울)

10. 30          가을걷이 감사미사 및 도농 한마당잔치

11.             제44차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 포스터 배포(2,000매)

 •주제 : ‘흰색순교를 살며 복음화의 길로 나아갑시다.’

11. 3~7         ‘하느님의 종’ 순교자와 증거자 125위 시복·시성을 위한 전국성지순례

11. 7           제6회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 시상식

 •수상자 : ▲ 최우수상 - 당신의 십자가(류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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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상 - 화해와 사랑의 미사(구정희), 기다림(박경민)

           ▲ 장려상 - 주님 저희와 함께(신중완), 주님을 따르리(이효숙), 기도(최미경)

11. 18~19       제4차 상임위원회(부산)

12. 15          제28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수상자 : ▲ 대상/문화부문 - 김왕기

        ▲ 특별상/정의평화부문 - 김기호

12. 21~29       시복·시성 기도운동 자료 제출 – 바티칸 시성성 방문

2012년 

2. 18           제45차 정기총회

3. 16           제1차 상임위원회(제주)

3. 16~18      ‘하느님의 종’ 순교자와 증거자 125위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순례(제주일대)

6. 29~30        제2차 상임위원회(광주)

7. 18           제6회 우리성가 작곡공모 시상식

 •수상자 : ▲ 최우수상 - 주님 저희와 함께(신사빈)

 ▲ 우수상 - 기다림(김세은), 화해와 사랑의 미사(이철수)

 ▲ 장려상 - 주님 저희와 함께(김길범), 주님을 따르리(이철웅)

9. 7~8 제3차 상임위원회(수원)

10. 1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대성당

 •사회: 변진흥(사회사도직연구소 부소장)

 •제1주제 :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성서적 의미

    발제 : 주원준 박사(한님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

    지정토론 : 전봉순 수녀(예수성심전교수녀회)

 •제2주제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의 변화와 평신도 사도직

    발제 : 조광 교수(연세대학교 석좌교수)

    지정토론 : 정연정 신부(절두산 순교성지)

 •제3주제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세상의 변화와 평신도 사도직

    발제 : 정진호 교수(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지정토론 : 이정희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0. 18~20 ‘하느님의 종’ 순교자와 증거자 125위 시복·시성을 위한 전국성지순례

10. 28 가을걷이 감사미사 및 도농 한마당잔치

11. 제45차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 포스터 배포(2,000매)

 •주제 : ‘형제를 사랑하며 ‘신앙의 불꽃’을 태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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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9~10 제4차 상임위원회(대구)

11. 10 ‘신앙의 해’ 평신도대회

11. 12 제7회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 시상식

 •수상자 : ▲ 최우수상 – 묵주기도(조범진)

 ▲ 우수상 - 기도(이소라), 주님께 가는 길(최미경)

 ▲ 장려상 - 내가 가는 길(구대철), 어머니 마리아(신중완), 걱정하지 마라(안혜련)

12. 27 제29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수상자 : ▲ 특별상/사랑부문 - 박우훈

 ▲ 특별상/정의평화부문 조주환

2013년

2. 15 제46차 정기총회

4. 26~27 제1차 상임위원회의(마산)

6. 28 제7회 우리성가 작곡공모 시상식

 •수상자 ▲ 최우수상 – 기도(김은지) 

 ▲ 우수상 – 묵주기도(박재서) 

 ▲ 장려상 - 어머니 마리아(김종완), 주님께 가는 길(이유주), 기도(이형진), 기도(장윤석)

7. 12~13 제2차 상임위원회의(인천)

9. 27~28 제3차 상임위원회의(대전)

11. 11 제8회 우리성가 노랫말공모 시상식

 •수상자 ▲ 최우수상 - 숨어계신 우리 주 예수(신중완) 

 ▲ 우수상 : 사랑의 손길로(임대열),  주님의 사랑(최미경) 

 ▲ 장려상 : 피에타의 성모(박병희),  주님 품밖엔(이원영), 광야의 기도(최인식) 

11. 8~9 제4차 상임위원회의(청주)

11. 22  ‘신앙의 해’ 신앙체험 수기 공모 시상식

 •수상자 : ▲ 사랑상 - 최교수에게 부르는 레퀴엠(장기항)

 ▲ 믿음상 -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 20)(김명희), 겨울에서 봄으로(홍광남) 

 ▲ 희망상 - 죽음에서 살리신 나의 하느님(김순덕) 외 9명

 ▲ 입선 - 성령안의 새 생활(권소영) 외 19명

12. 7 제30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수상자 : ▲ 대상 – 고정원 

 ▲ 사랑부문상 – 윤희문·허경자 부부 

 ▲ 특별상 – 한국가톨릭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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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 15 제47회 정기총회

 •임원개선 : 20대 회장에 권길중 바오로(서울평협 회장) 회장 선임

4. 11~12 제1차 상임위원회의(안동)

7. 11~12 제2차 상임위원회의(원주)

9. 20~27 우눔옴네스 집행위원회의 주관

 •각 회원국 대표 39명 참석

9. 27~28 제3차 상임위원회의(서울)

11. 7~8 제4차 상임위원회의(부산)

11. 제47회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 포스터 배포(2,000매)

 •주제 : ‘우리는 자랑스러운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12. 3 제9회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 시상식

 •수상자 : ▲ 최우수상 - 주님께 찬미 노래를(최미경)

 ▲ 우수상 : 오늘은 당신의 날(류현숙), 하느님께서(박형빈)

 ▲ 장려상 : 나의 예수여(김윤석), 디딤돌(안창윤), 끈(정윤미)

12. 16 제31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수상자 : ▲ 사랑부문 – 정희일

 ▲ 정의평화부문 – 오창익

2015년 

2. 14 제48회 정기총회

4. 10~11 제1차 상임위원회의(의정부)

7. 11~12 제1차 상임위원 연수회(광주)

7. 15  제9회 우리성가 작곡공모

 •수상자 : ▲ 최우수상 – 주님께 찬미 노래를(김현정)

 ▲ 우수상 - 주님께 찬미 노래를(박병희)

 ▲ 장려상 – 디딤돌(엄대용), 끈(이인아)

9. 4~5 제2차 상임위원 연수회(제주)

11. 6~7 제2차 상임위원회의(춘천)

11. 제48회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 포스터 배포(2,000매)

 •주제 :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12. 10 제32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수상자 : ▲ 사랑부문 – 신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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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부문 - 김정식(로제리오)

 ▲ 정의평화부문 – 이수용(프란치스코)

2016년 

2. 20  제49회 정기총회

4. 1~2 춘계 상임위원회의(수원)

7. 8~9 전반기 연수회(서울)

7. 8 병인순교 150주년 기념 음악회

7. 8 제10회 우리성가 공모 시상 및 발표

 •수상자 : ▲ 최우수상 - 복음의 밀알(목화림 작사, 작곡)

 ▲ 우수상 - 순교자 신앙 고백(전수진 작사, 작곡)

 승리의 순교자여!(설연지 작사, 작곡)

 ▲ 장려상 - 다른 하늘(정지용 작시, 윤미연 작곡)

9. 9~10 후반기 연수회(인천), 병인순교 150주년 기념 심포지엄

11. 13 제49회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 포스터 배포(2,000매)

11. 25~26 추계 상임위원회(마산)

12. 13 제33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수상자 : ▲ 사랑부문 – 조봉숙

 ▲ 문화부문 – 조정래

 ▲ 정의평화부문 – 김선실

2017년 
 

 2. 18 제50회 정기총회

 4. 7~8 춘계 상임위원회(전주)

 7. 7~8 전반기 연수회(대구)

 9. 15~16 후반기 연수회(대전)

 11. 19 ‘한국 평신도 희년’ 선포(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제50회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 포스터, 평신도 희년 기도문 배포

 •주제 :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요한 15,16)

 11. 24~25 추계 상임위원회(청주)

 11. 22 우리성가 공모 시상미사

  * 제10회 노랫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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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 :▲ 최우수상 - 성모성월의 노래(최미경)

 ▲ 우수상 -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리라(손열림), 

                  미사를 마치며(채심연)

 ▲ 장려상 - 예수 사랑가(김윤석), 당신의 빛(정경희), 길(한혜선)

 ▲ 입선 - 이 기쁨 영원히(김남숙), 그러기를 기도하네(손성일)

 * 제11회 우리성가 공모

 •수상자 :▲ 최우수상 - 당신의 빛(김종완)

 ▲ 우수상 - 미사를 마치며(강동윤), 성모성월의 노래(김진환) 

 ▲ 장려상 - 예수 사랑가(김형란), 이 기쁨 영원히(이혜훤)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리라(전수진)

 ▲ 입선 -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원경), 

 당신의 빛(이가연)

12. 6 제34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수상자 : ▲ 사랑부문 – 안여일

 ▲ 정의평화부문 – 윤경일

2018년  

 2. 10 제51회 정기총회

 •임원개선 : 22대 회장에 손병선 아우구스티노(서울평협 회장) 회장 선임

 4. 13~14 춘계 상임위원회(안동)

 7. 6~7 전반기 연수회(원주) 

 7. 21 한국평협 창립 50주년 감사미사

 •장소 : 대전교구 주교좌대흥동성당

 9. 14~15 후반기 연수회(의정부)

 11. 2~3 추계 상임위원회(부산)

 11. 11  ‘한국 평신도 희년’ 폐막

 제51회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 포스터 배포

 •주제 : ‘희년의 정신으로 새롭게 출발합시다.’

 11. 15 우리성가 공모 시상미사

  * 제11회 노랫말 공모

 •수상자 :▲ 최우수상 –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김미숙)

 ▲ 우수상 – 하늘 향해 가는 길목(고경자), 

 주님께 드리는 기도(임수연)

 ▲ 장려상 - 너 어디 있느냐(이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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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이라네(전수진), 

 성모님 망토는 마술쟁이(한은비)

 * 제12회 우리성가 공모

 •수상자 : ▲ 최우수상 – 주님의 사랑이라네(전수진)

 ▲ 우수상 – 주님께 드리는 기도(임수연), 

 주님께 드리는 기도(정희선) 

 ▲ 장려상 –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강동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김태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유일영)

 11. 15 ‘한국 평신도 희년’ 독후감 공모 시상미사

 * 대상도서: 『불꽃이 향기가 되어 1』(으뜸사랑)

  『불꽃이 향기가 되어 2』(으뜸사랑)

  『초남이 동정부부』(가톨릭출판사)

 『씨앗이 자라는 소리』(분도출판사)

  『사방이 온통 행복인데』(바오로딸)

 •수상자 :▲ 최우수상 – 약속(김태홍)

 ▲ 우수상– 사랑과 희망이라는 씨앗을 틔운 위대한 실패(박선영)

 술잔에 담긴 그리스도의 참 행복(송동현) 

  순교자, 하느님의 뜻을 현세에서 실현한 이들(지용준)

 ▲ 가작 –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느님(구선영)

 ‘초남이 동정 부부’를 읽고(김대용)

 ‘사방이 온통 행복인데’를 읽고(송채호)

 무엇을 찾느냐?(정신혜)

 나뭇가지인 나의 의미(좌영희)

 행복을 만드는 법(황숙희)

2019년

 1. 26 제52회 정기총회

 제35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수상자 :▲ 사랑부문 - 토마스의 집

 『한국 천주교 평협 50년, 기억·희망·증거의 삶』 봉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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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시 

되새겨라! 기억하라! 그리고 증언하라

            

-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 창립 50주년에 부쳐 -

                                         신 달 자

하늘과 땅을 잇는 불빛이 터지고 

그 불빛 속 사람들의 열망이 거대한 약속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 냈다

1968년 7월23일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 단체협의회가 이루어졌다

별들도 구름도 달도 합석한 자리

나무와 산도 숨어 사는 샘물도 함께 앉은 자리

하늘의 섭리와 땅의 순리가 함께한 자리

사람의 목마름을 적시는 샘물하나가 탄생하였던 것이다

오직 너를 위하여

오직 귀 어둡고 눈 흐릿하여

마음까지 척박한 갈래로 방황하는 자들 앞에

오직 소망하나

맑고 환한 피가 뛰는 숨결로 모아지고

무한 사랑의

기억과 희망과 증언을 되새기며

지난 50년을 오는 50년을

외치며 기록하며 복음전파를 노래해야 하므로

평신도는 하느님 백성의 지체

복음을 증거하는 주역이므로

인간을 위한 빛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느님 백성의 교의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성직자와 평신도가 하나로 단결해야 하므로

축하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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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선조를 기리며

편집위원장 
김문태 힐라리오

지금으로부터 240년 전, 정조 3년 기해년(1779년)에 경기도 여주의 주어사에 소장 유학자들이 

모였다. 권철신이 주도하고 정약전·김원성·권상학·이총억·이윤하·이벽 등이 참여하여 

한문서학서를 강학하였다. 그들은 천주교 서적을 강독하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다. 이를 계기로 

이승훈이 1784년 중국 북경의 북당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와 한국천주교회가 시작되었다. 

이 땅에 천주교회를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건립한 평신도 신앙선조들은 백여 년 간 지속된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향한 신심과 열정을 꺾지 않았다. 그러나 사제들이 유입되고 

방인사제가 배출되면서 평신도들의 역할과 소임은 위축되었다. 이에 따라 평신도들은 점차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1962년에 개최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효과적으로 참여하여 하느님 백성 전체의 

사명에서 맡은 자기 역할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수행한다. 평신도들은 복음화와 인간 성화에 

힘쓰며 현세 질서에 복음 정신을 침투시켜 그 질서를 완성하도록 노력하여 실제로 사도직을 

수행한다.’(<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이 교령에 따라 1968년 7월 23일 대전교구 대흥동성당에서 ‘한국 가톨릭 평신자 사도직 

중앙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를 계기로 하여 평신도들은 다시 일어나 사도직을 수행하며 

교회를 지탱하여 왔다. 

편집후기



539

편집후기

마침내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평신도 희년’ 선포를 

요청하였고,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2017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이를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이어 교황청 내사원은 평신도 희년을 더욱 뜻깊게 보낼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전대사를 수여하는 

교령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평신도주일인 2017년 11월 19일에 희년 선포 

미사를，2018년 11월 11일에 희년 폐막 미사를 드렸다. 

한국평협은 평신도 희년을 뜻깊게 지내기 위하여 『한국 천주교 평협 50년사, 기억·희망·증거의 

삶』을 발간하기로 하였다. 지난 50년간 평신도의 위상과 역할을 되돌아보는 한편, 오늘의 평신도를 

진단하고 내일의 바람직한 평신도 상을 전망하기 위함이었다. 16개 교구 평협과 19개 평협 단체를 

대표하여 나온 집필위원들은 굳은 신심과 뜨거운 열정으로 봉사하였다. 그들은 하느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일념으로 짧은 시일에 완성도 높은 원고를 보내왔다. 문서선교의 

선봉에 나선 이들다웠다. 16개 교구와 19개 단체의 지나온 길을 정독하면서 카리스마에 따른 평신도 

사도들의 다양한 활약상에 감동하는 한편, 한국천주교회의 저력과 희망을 보았다.

이 책을 엮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인 기간은 오늘의 한국천주교회를 있게 해준 신앙선조들을 

기리는 시간이었다. 그들의 불처럼 타오르는 열정과 바위처럼 단단한 신심을 곱씹어보는 

시간이었다. 순교도 불사하고 생업도 뒷전으로 하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였던 이들을 어찌 닮아 

살 수 있을까. 평신도들의 자질과 능력과 지향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요한 15,16)는 

말씀에 따라 나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추하는 시간이었다. 

이제 한국 평신도 희년이 막을 내렸다. 이는 곧 새로운 희년을 향한 희망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2068년, 지금으로부터 50년 뒤에 맞이할 또 다른 희년에 우리 후손들은 오늘의 

평신도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들은 우리를 본받을만한 신앙선조로 여길까. 오늘을 살아가는 

평신도들이 신앙선조들처럼 하느님을 중심에 두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거듭 나야 

하는 까닭이다. 모쪼록 이 책이 우리 평신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의 밀알로 남기를 바란다.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열매를 맺는 믿음의 자양분 말이다. 이 책이 있기까지 애쓴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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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평협 
50년사

발행인     - 손병선

편찬위원장  – 권길중

편집위원장  – 김문태 

편집위원    - 김주완  

편집간사  - 염지유

한국평협사  – 최홍준 ‧ 송란희

서울대교구  - 송란희

춘천교구    - 김혜선

대전교구    - 송기복

인천교구    - 신성애

수원교구    - 박홍숙

원주교구    - 박종섭

의정부교구  - 한효수

대구대교구  - 김정일 

부산교구    - 전영주

청주교구    - 이영우

마산교구    - 안상덕

안동교구    - 정동진

광주대교구  - 한명호

전주교구    - 유광용

제주교구    - 고영종

군종교구 – 군종실 

집필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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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위원 명단

꾸르실료한국협의회  - 황웅진

한국마리아사업회 - 송영웅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 박상규 

월드와이드매리지앤카운터한국협의회– 김진우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 박혜원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 문호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 박영복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 - 최홍운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 - 유경희

한국레지오마리에

광주 세나투스 - 김경남

서울 세나투스 - 박주용

대구 세나투스 - 김문식

한국천주교지속적인성체조배회 - 김명관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 박호란

한국가톨릭교수협의회 - 류판동

한국가톨릭군종후원회 - 방정태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 - 남명수

한국가톨릭농민회 – 정기환 

한국가톨릭약사회 - 이강추    

한국가톨릭의사협회 - 고영진

M.B.W한국공동체추진협의회 - 이도열  



2017-평신도주일-포스터



2018-평신도주일-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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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시 

되새겨라! 기억하라! 그리고 증언하라

            

-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 창립 50주년에 부쳐 -

                                         신 달 자

하늘과 땅을 잇는 불빛이 터지고 

그 불빛 속 사람들의 열망이 거대한 약속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 냈다

1968년 7월23일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 단체협의회가 이루어졌다

별들도 구름도 달도 합석한 자리

나무와 산도 숨어 사는 샘물도 함께 앉은 자리

하늘의 섭리와 땅의 순리가 함께한 자리

사람의 목마름을 적시는 샘물하나가 탄생하였던 것이다

오직 너를 위하여

오직 귀 어둡고 눈 흐릿하여

마음까지 척박한 갈래로 방황하는 자들 앞에

오직 소망하나

맑고 환한 피가 뛰는 숨결로 모아지고

무한 사랑의

기억과 희망과 증언을 되새기며

지난 50년을 오는 50년을

외치며 기록하며 복음전파를 노래해야 하므로

평신도는 하느님 백성의 지체

복음을 증거하는 주역이므로

인간을 위한 빛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느님 백성의 교의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성직자와 평신도가 하나로 단결해야 하므로

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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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한국평협 
50년사

1977년 7월 9일 김수환 추기경 박사학위 수득 축하

1977년 12월 17일 총회장 연수회

1978년 10월 3일 전국가톨릭 중고등학생 웅변대회

1977년 12월 17일 본당 회장 연수회

1978년 3월 18일 서울대교구 본당여성지도자 연수회

1979년 6월 12일 참다운 성가정 생활의 실천 연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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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1979년 8월 13일 신앙대학 강좌

1981년 6월 27일 전국평협 정기총회

1982년 2월 신년하례식

1980년 2월 22일 전국평협 정기총회

1981년 9월 26일 신학원 건립기금 모금 바자회

1982년 2월 13일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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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한국평협 
50년사

1982년 5월 평신도 심포지움

1982년 12월 20일 가톨릭대상 심사위원회

1983년 3월 25일 전국평협 정기총회

1982년 12월 3일 제1회 여성문제 심포지엄

1983년 1월 31일 가톨릭대상 시상식

1983년 6월 5일 전국평협 임원 야외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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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1983년 10월 9일 추기경기 쟁탈 테니스대회

1984년 2월 12일 가톨릭대상 시상식

1985년 3월 23일 가톨릭대상 시상식

1983년 11월 4일 제2회 여성문제 심포지엄

1984년 10월 9일 추기경기 쟁탈 테니스대회

1985년 6월 15일 제2회 평신도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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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한국평협 
50년사

1985년 9월 21일 신뢰회복운동 심포지움

1986년 8월 7일 공의회문헌 연수회

1986년 12월 6일 가톨릭회관 개관식

1986년 7월 3일 신학강좌

1986년 11월 22일 본당 청소년 관계자 피정

1987년 2월 14일 전국평협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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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1988년 5월 2일 산업시찰단

1989년 3월 18일 가정과 청소년 심포지움

1989년 5월 20일 노사관계 심포지움

1988년 7월 30일 전국평협 상임위원회

1989년 4월 30일 삼성산 성지순례

1989년 10월 5일 제44차 세계성체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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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한국평협 
50년사

1990년 4월 7일 가톨릭대상 시상식

1992년 2월 15일 전국평협 정기총회

1993년 2월 27일 전국평협 정기총회

1991년 3월 23일 문예작품 내탓이오 시상식

1992년 11월 28일 서울대교구 연도경연대회

1993년 11월 15일 평신도주일 사랑의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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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1994년 8월 4일 아시아평신도회의

1997년 2월 4일 일본 26위 성인 순교 400년제

1997년 7월 17일 민족화해를 위한 북한동포돕기 100만인 
서명운동

1996년 7월 30일 동아시아 평신도대회

1997년 7월 5일 북한동포돕기 100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

1997년 10월 5일 요셉의원 개원 1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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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한국평협 
50년사

1997년 10월 25일 성체현양대회

1997년 12월 17일 가톨릭학술상 시상식

1998년 4월 24일 평협상임위 일본성지순례

1997년 12월 15일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종교계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1998년 2월 21일 전국평협 정기총회

1998년 5월 15일 민족화해위원회 북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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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1998년 5월 16일 노인지도자 연수회

1998년 11월 7일 평협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

1999년 7월 10일 민족화해 토론회

1998년 6월 22일 김수환 추기경 이임감사미사

1998년 11월 29일 서울대교구 연도경연대회

1999년 8월 21일 선교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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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한국평협 
50년사

1999년 9월 16일 한국가톨릭문학상

1999년 10월 21일 대희년맞이 평신도대회

2000년 5월 20일 교회 운동 단체들의 만남

1999년 10월 21일 대희년맞이 평신도대회

1999년 10월 24일 대희년맞이 평협 주최 도농한마당 잔치

2000년 6월 24일 제1차 합동연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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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2000년 10월 29일 대희년 평신도대회

2002년 6월 22일 2차 합동연수회

2004년 하상대학

2001년 9월 8일 똑바로 운동 선포식

2002년 12월 11일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

2004년 북한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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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한국평협 
50년사

2005년 6월 23일 북한 신앙의 자유와 6.25순교자 현양을 
위한 특별기도회

2009년 9월 9일 한국평협 최양업 신부 현양 학술포럼

2011년 5월 13일 아시아대회후속워크숍

2007년 5월 26일 한국평협 상임위원회

2010년 9월 1일 아시아가톨릭평신도대회

2011년 9월 4일 한국평협 도보성지순례-내포지방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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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2011년 10월 30일 한국평협 도농잔치

2013년 9월 27일 한국평협 3차 상임위원회

2016년 3월 15일 한국평협 『불꽃이 향기가 되어』 출판기념회

2012년 7월 18일 한국평협 제6회 우리성가 작곡공모 시상미사

2015년 12월 10일 한국평협 제32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2016년 11월 25일 한국평협 추계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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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한국평협 
50년사

2009년 세계성령대회 

1967년 꾸르실료 서울대교구 남성 1차

1992년 광주대교구 평협 춘계 연수회 1998년 M.B.W 한국도입 30주년 기념

| 교구평협 및 회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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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2009년 세계성령대회 

2015년 4월 8일 서울평협 – ‘답게살겠습니다’ 시작하는 날

2015년 11월 14일 서울평협 – 서울대교구 평신도단체박람회

2015년 4월 8일 답게살겠습니다 시작하는 날

2010년  한가협 부활맞이 피정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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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한국평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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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7일 한국평협 전반기 연수회

2017년 2월 18일 한국평협 『불꽃이 향기가 되어 2』 출판기념회

2015 가톨릭약사회 정기총회

2017 마산교구 유섬이 뮤지컬 2017년 한국ME 4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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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가톨릭농민회 창립50주년 기념대회

원주교구 설정 50주년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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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103위 순교성인화 제작 워크숍

2018년 2월 10일 한국평협 제51회 정기총회

의정부교구 ‘답게살겠습니다’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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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춘천평협 임원사진 2018년 수원교구 한국천주교회 창립 기념 행사

2018년 7월 6일 한국평협 전반기연수회2018년 4월 13일 한국평협 춘계상임위원회

2018년 7월 21일 한국평협 창립 50주년 감사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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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첸시오 50주년 감사미사

2018년 한국가톨릭간호사회 전국피정

2018년 평신도희년 기념연극 빛으로 나아가다

2018 전주교구 평단협 춘계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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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전국임원회의

2018년 우리 성가 및 독후감 공모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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