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성심

                    2022  10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표지글

“주님, 

천사의 아룀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본기도 중에서)

사진/글: 예수성심전교수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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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 슈발리에 신부님의 -----------------------

마음으로 가는 길

“예수마음의 사랑은 성모님을 재촉하십니다.

하느님의 뜻은 성모님에게 모든 것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내재된 선을 행하기 위하여

성모님과 같은 열정을 갖게 하소서.”

The love of the heart of Jesus urges Mary on.
The will of God is everything to her.

May we have the same zeal as Mary to do the good
that is within our power.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창립자 쥴 슈발리에, 
MéditationsⅡ, p. 65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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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본원 건축 기도문 -

항상 저희 안에 살아계신 예수성심께,

찬미와 흠숭을 드리나이다. 

저희는 “위로와 희망의 터전”이 될 새 본원을

예수성심께 봉헌하고자 하나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전히 예수성심께 의지하며,

저희 모두가 한마음으로 새 본원 건축을 위해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소서.

또한 공사하는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온 세상 어디서나 모든 이가 예수성심을 찬미하며

사랑과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 희망을 잃은 이들의 희망이신 예수성심의 어머니,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우리의 보호자이신 성 요셉,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창립자 쥴 슈발리에 사제,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예수성심, 온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소서.

                            (2022년 8월 1일 관구 참사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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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회 소식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새본원 조감도(고양시 지축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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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회 소식  
  예수성심전교수도회 로마 총원의 요청에 따라 박종환 
마태오 신부님은 본 수도회의 프랑스 이슈뎅(Issoudun)
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약 7년 동안 국제 공동체 
사도직을 수행하시게 됩니다.

  지난 9월 16일 금요일, 파주 임시 본원에서 수도회 형
제들이 함께 모여 미사와 선교사 파견식을 거행하였습니
다. 박종환 마태오 신부님의 여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
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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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회 소식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강원 횡성군에 위치한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의 피정의 집에서 2박 3일간 평생
양성 대상자(서품 1-5년차)들의 연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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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 슈발리에 신부의 카리스마에 따른 -----------------

마음의 영성
글: 한스 콱만, MSC

편역: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제58장 마음의 영성;
개인적 깊이의 영성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 LS)  3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은 기후 위기의 인간적 원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확인한 원인 중 하나는 커지는 기술적 사고입니다(LS 101 
참조). 예를 들어 의학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와 같이 많은 새로
운 가능성을 제공하는 다양한 기술 개발에 우리는 반색합니다. 
  
  “과학과 기술은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 창의력의 놀라운 산물
입니다”(LS 102)라고 그는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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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생활 환경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
운 방법을 끊임없이 보여 주는 과학자와 기술자의 노력에 감사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LS 102 참조).

  그러나 이러한 기술 개발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
술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또한 가치가 있기에 이 새
로운 개발이 인류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도 묻지 않고 개
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고 방식이 커지고 있습니다(LS 
104 참조).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엄청난 기술 발전에 인간의 책임과 
가치관과 양심의 발전이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진정
한 한계를 설정하고 명확한 자제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건전
한 윤리와 문화와 영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
다.”(LS 105). 기술이 인간의 복지에 도움이 되려면 “독특한(기
술 관료적 공세에 대항하는) 사고 방식, 정책, 교육 프로그램, 
생활양식 그리고 영성”이 필요합니다(LS 111).

  “무엇보다도 인류 자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LS 202)라고 
교황은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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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은 6장에서 환경적인 책임감이 생기도록 하는 “생태교육
과 영성”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가 염두에 두고있는 것은 
단순한 행동에 대한 교육으로 우리의 삶에 의미와 깊이를 부여 
할 개인적인 영성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교황은 이에 대해 
성찰을 위한 아래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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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거리>

“작은 일상적 행동으로 피조물 보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고결한 일입니다.
교육이 생활 양식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환경에 대한 책임 교육은 우리 주변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고무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과 종이의 사용을 삼가고,
물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고,
적당히 먹을 만큼만 요리하고, 다른 생명체를 돌보며,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천하고, 나무를 심고,
불필요한 전등을 끄는 행위나
기타 여러 가지 훈련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 최상의 면모를 보여주는
관대하고 품위 있는 창의력에 속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쉽게 내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존엄을 표현하는
사랑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LS 211).“

프란치스코 교황의 ‘찬미 받으소서’, 로마 201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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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성심 강화 피정의 집

  현재 강화 피정의 집은 ‘백신 접종자’에 한해 개인 피
정을 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피정을 위
해 노력 중이니 신자분들께서는 안심하시고 방문해 주십
시오.

  * 개인 피정 및 소규모 피정 이용료 안내:
   - 1박 3식 50,000원
   - 소규모 피정 지도 시 강의비 별도
  * 피정집 이용안내: 010-4820-6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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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평 피정집 성심 못자리

  저희 성심 못자리는 하느님 안에서 쉼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 언제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문을 
원하시면 미리 연락을 주시어 원하시는 날짜에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시기에 정부의 방역 지
침을 최대한 준수하오니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피정집 이용안내: 010-8654-8071
    -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 문자를 남겨주십시오.
  * 찾아오시는 길: 장평터미널 또는 KTX 평창역
  * 농협 301-0148-2699-11 (재)천주교예수성심전교수도회유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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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회 홈페이지 오픈

주소 

 www.koreamsc.com

앱:

Play스토어 / App Store 

  “ 예수성심 ” 검색

이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 수도회 최신 소식

 - 매월 회보

 - 예수성심 기도문

 - 미사신청

 - 수도회 일정

 - 전례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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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수도원 건축 후원을 위한 예수성심 특별회원

1. 특별회원은 살아계신 분들과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신자뿐만 아니라 비신자를 위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1인당 200만원이며, 후원 시 전액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수도원과 협의 후 분할 납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3. 매일 생미사, 연미사가 봉헌이 되며, 만약 봉헌된 회원님이  
   선종하신 경우에는 연미사로 전환하여 매일 연미사 봉헌이  
   됩니다.
4. 봉헌된 회원님의 성함을 새긴 ‘성심 봉헌석’을 새 수도원 성당  
   안에 봉헌이 됩니다.
※ 신청문의 : 02-379-8081 / 010-4550-6955

  후원회원님들의 기도 덕분에, 현재 많은분들께서 특별회원으로 봉헌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 본원 건축 기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예수성심특별회원을 모집 중이오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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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회 미사 안내

첫 금요일 예수성심 신심미사
• 10월 7일 오후 4시

첫 토요일 성모 신심미사
• 10월 1일 오전 11시 

정기후원가정을 위한 미사
• 서울: 10월 21일 11시
• 부산: 10월 28일 14시

  그동안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은총의 시간들을 봉헌해 왔으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든 미사의 참석여부 및 장소는 일주일 전
부터 전화로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야(자가차량도 사전확인필
요) 합니다. 
  만약 함께하시지 못하더라도 저희 회원들이 모여 기도와 미사를 
봉헌할 것이니, 이 시간 기도와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및 신청: 02-379-8091 / 010-6311-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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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특전 / 미사지향신청 안내

정기 후원
  매월 셋째, 넷째 금요일에 정기후원회원의 가정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일반 후원
  회원증이 발급되며, 생미사는 매월 첫 금요일에, 연미사는 매월 
첫 토요일에 미사가 봉헌됩니다.

소망미사 

  누군가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과 특별한 날을 맞이하는 이
들을 위해 여러분의 소망을 담은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문의 및 신청: 02-379-8091 / 010-6311-8071

은행 계좌번호
국민은행   006001-04-060452
농    협   053-01-258721
하나은행   231-890056-12004
우 체 국   013516-01-001889
우리은행   248-164443-13-003
신    협   131-016-658147
신    한   140-011-240855
예 금 주 : (재)천주교예수성심전교수도회유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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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교회

예수성심 친교회는 

예수성심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평신도 모임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친교회 모임 여부와 장소가 매우 유동적이므로 
반드시 해당 친교회에 문의 후 참석바랍니다.

✦ 서울 친교회
   * 문의 : 010-8735-4889

✦ 인천 친교회
   * 문의 : 010-3295-8091

✦ 부산 친교회
   * 문의 : 010-3872-5364

✦ 안산 친교회
   * 문의 : 010-3881-6007

✦ 김포강화 친교회
   * 문의 : 010-8877-6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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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받으소서 ---------------------

Ametur 빛의 흔적 

                             [사진출처: MSC ‘Ametur’]

3D 모델링 다양한 *Shape 점검

보이지 않던 상상이 보고 느낄 수 있는 모양으로 
*Shape: 모양, 꼴, 형태, 형상, 구체화 실현 

- 성물가구 만드는 친구

너는 하늘이다. 그럼에도 너는 하늘에 오르려 한다. 
- 성 아우구스티노 글, 임기석, 『삶의 한순간을』, CCK, p196, 

   나의 영혼이여, 그대 안에서 시간을 측정합니다.

                       정승익 저, 『마니교도 반박 창세기 해설 
창세기 문자적 해설 미완성 작품』 p101 

고백록11,27,36(CSEL 33/1,306)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한국관구 -----------------------

2022년 10월 일정

주일 월 화

2 3 개천절 4

정재용, MSC

9

유수영, MSC

10 대체공휴일 11

16 17
하반기 연수(~19)

강병우, MSC

18

박영배, MSC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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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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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 대응체계와 각 지역 교구의 방침에 따라 

   모든 행사와 모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 목 금 토
1 첫토
  성모신심미사

5 6 7 첫금
  예수성심신심미사

8

12 13 14 
   

15

19
한국관구컨퍼런스
(~21)

20 21 셋째 금요일
   서울후원회미사

22

26 27 28 넷째 금요일
   부산후원회미사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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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는 
라틴어 Missionarii Sacratissimi Cordis의 약자로

예수성심의 선교사들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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