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사목교서「자선의 해

감동을 주는 사목: 자선의 해-이웃이 되어주기
(루카 10, 29-37)
					

						

“이처럼 착한 사마리아인의 자선은 강도를 만난 사람
과 이웃이 되게 하였습니다. 미움은 우리의 이웃과 원수
가 되게 하지만, 자선은 우리 서로는 물론 원수마저 이
웃이 되게 합니다 (2021년 교구장 사목교서 중에서..).”
“적선하는 이는 귀신도 어쩌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선을 베푸는 이에게 악한 기운은 어떠한 영
향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늘을 감동시켜 하늘을
움직이는 힘으로 옛 선조들은 자선을 꼽았던 것이지요.
신앙으로 표현하자면 “하느님의 은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자선”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듯
자선은 ‘슬픔을 더 큰 사랑으로 감싸 안아 즐거움을 다
시 찾게 해 주는 자비의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실
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선의 해”를 보내며 자선을 통해 원수마저 이웃이
되게 하는 이웃은 누구인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
는,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의 이웃은 누
구인지? 깨닫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
인의 비유’(루카 10, 29-37) 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부정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
율법에서는 부정한 사람을 ‘이방인, 죄인, 나병환자,
피부병 환자, 길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 그 시체를 만
진 사람... 등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들은 사실 소외
와 버려짐으로 슬픔에 짓눌려있고, 절망과 원망이 뒤섞
여 혼돈의 상태에 있으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받아
들임 없이는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없는 사람
들이었습니다. 하느님은 그들에게 부정한 사람으로 취
급을 받던 이방인을 보내십니다. 복음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부정한 사
람으로 취급받던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
부정한 사람이 되어간 이에게 “이웃”이 되어 줌으로써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놀라운 과정을 들려
주신 점입니다. 이제 이방인은 사제와 레위인보다 먼저
하느님께 인정받고 강도를 만난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인도에서 살았던 현자 썬다 싱(1889-1929) 은 네
팔을 여행하다가 히말라야 산맥이 위치한 곳에서 우
연히 한 여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눈보라를 헤치며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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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험을 무릅쓰고 가고 있던 그들은 눈밭에 쓰러진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썬다 싱이 갈등 끝에 그 사
람을 데리고 가자고 하자, “미쳤군요. 우리도 죽을 판인
데... 우리는 마을을 찾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하며 동
행자는 서둘러 떠나고 말았습니다. 썬다 싱은 죽을 각오
를 하고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죽어가는 사람을 등
에 업고 한 발자국씩 혼신의 힘을 다해 걸어갔습니다.
얼마를 가다 보니 몸이 훈훈해졌고 등에 업혀 있던 사람
도 깨어났습니다. 둘은 몸을 밀착하여 서로의 온기를 받
으며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동녘이 밝아오자 그들은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마을 근처
에서 싸늘하게 식은 시신을 발견합니다.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간 사람이 마을 가까이에 다 와서 죽어 있었던 것
입니다.」
자선은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함께 생명을 얻는 길’입
니다. 힘들고 버거워도 이웃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그
래서 교정사목의 2021년 사목 방향을 “감동을 주는 사
목: 자선의 해-이웃이 되어주기”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율법에서 부정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마리아인처럼, 썬다 싱의 함께 생명을 얻는 길
처럼 “함께 가는 길” 위에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 2가지
자선을 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어떻게
나를 포함한 죄인들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첫째, 그들의 영적 후원자가 되어주는 영적 자선의 삶
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죄인들을 용서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용서되지 못한 죄인들이 많습니다. 그들까지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청하고, 비로소 그들을 대신하여 하느님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
지막 기도를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영적 자선은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둘째, 사마리아인의 자선을 보며 부정한 사람을 대하
는 태도의 변화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실천을 하
고자 합니다. 그들과 함께 가야 하는 이웃으로 받아들
여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
는 삶이 됨을 깨닫고자 합니다.
주님께로 함께 갈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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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가지 원주교구 신앙유물 이야기
2. 고 이옥란(아나다시아) 할머님이 피난 중에 쌀자루에 넣어 다니던
<황동과 나무로 만든 라틴식 몸 십자가>
											

이 십자가는 고 이옥란(아나다시아) 할머니가 손녀인 사
직동 본당의 김수기(마리아) 자매에게 물려준 ‘몸십자가’
이다 (몸십자가란 묵주의 십자가보다는 크고 벽에 거는 십자가보다는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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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십자목을 채워 넣은 라틴식 몸십자가인데 우리 교
회 초기의 여러 순교자들의 유품에서 비슷한 형태의 십
자가를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손에 쥐기 좋은 크기로 만들어 늘 몸에 지니고 다니기 좋게 만든 십자가를

가령 부산 오륜대 순교자 박물관에 있는 이암(移庵) 권
일신(프란치스코 사베리오, ? ~ 1791)의 유품 십자가나 성 베르
뇌 시메온 (Siméon-François Berneux, 1814~1866) 주교의 유품
십자가, 그리고 동정부부 이순이(루갈다)의 묘에서 발견된
십자가도 모두 이와 유사한 형태이다.

이르는 말이다).

고 이옥란(아나다시아)의 황동과 나무로 만든 라틴식 몸십자가
(유물번호 WFCR3103) - 세로 11.3 * 가로 5.4

이옥란 (아나다시아) 할머니는 전쟁(6.25 한국 전쟁) 중에 피
난 갈 때 이 십자가를 쌀자루 속에 넣어갔다고 한다. 아
마도 가장 소중한 십자가이기에 피난길에 가장 소중하
게 여길 쌀자루 속에 넣으면 더 잘 보관할 수 있으리라
여기셨던 것 같다. 혹은 쌀이 육체의 양식이듯이 십자가
는 영혼의 양식이기에 곤궁한 가운데서도 그 영혼을 보
존하려고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는 짐작도 간다.
본래의 주인이 세상을 떠나셔서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이 십자가의 형태로 보면, 적어도 아나다시아 할머니의
윗대 조상부터 전해져 온, 박해를 견뎌온 십자가임이 분
명하다. 이 십자가는 황동으로 십자형틀을 만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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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의 십자가 는 예수님의 발
을 받치고 있는 발 받침대 (수페다네움,
Suppedaneum) 아래에 해골이 덧붙여져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 전통은 중세 이
후에 형성된 것이다. 이런 전통은 복음
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골
고타라는 곳이 본래 해골터라는 뜻이
라고 소개한데서 유래한다 (마르코 15,22 ;
마태 27,33 ; 루카 23,33 ; 요한 19,33). 이후 십
자가가 세워진 곳이 아담의 무덤이라
는 전승이 생겨나 십자가 아래에 아담의 뼈(해골) 를 그
려 넣기 시작했고, 이후 보라기네의 야코부스(Jacobus de
Voragine, 1230-1298) 주교가 중세까지 전해져 온 성인들
에 대한 이야기와 전설들을 모은 『황금전설』이라는 책
에서는 아담이 먹고 원죄를 짓게 된 선악과의 씨앗에서
자란 나무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나무가 되었다는 이
야기까지 더해졌다. 그 모든 의미는, 아담이 지은 원죄
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피로 씻어졌고, 마침내
그분이 죽음을 이긴 승리자가 되셨다는 신앙 고백이다.
바오로 사도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 (5,17).”라고 말한 것도 같은 의미이다.
십자가 위의 예수님 몸은 반질반질, 빛이 난다. 오랜
세월, 박해와 전쟁의 고통, 시련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남몰래 품에 품고 어루만지고 쓰다듬으며 바치던 간절
한 기도와 눈물이 십자가 속으로 스며들어 빛으로 새겨
진 것이리라.

알림

‘지학순(다니엘) 주교님’ 관련 자료를 기증해 주세요
올해 2021년은 우리 교구 초대 교구장이신 지학순 (다니엘) 주교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구
(지학순 주교님 기념사업회)에서는 주교님의 활동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전시회, 화보집 발간, 심포지엄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의 준비를 위해 지학순 주교님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단 올
해 행사 준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학순 주교님과 관련된 흩어진 자료들을 한군데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학순 주교님과 관련된 귀중한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자료 : 지학순(다니엘) 주교님 관련 모든 자료
① 지 주교님 사진, 주교님과 관련된 사진, 문서 자료, 유품, 녹음, 영상 자료 등
② 지 주교님으로부터 받은 상장, 표창장, 감사패, 공로패 등
③ 지 주교님으로부터 받은 편지, 엽서, 선물(도서, 성물 등), 그림, 글씨, 도자기 등
④ 지 주교님 관련 이야기, 개인적인 추억, 사건 등에 대한 증언(글, 녹취) 등

■ 기증을

■

기증 기간 : 2021년 2월 21일(주일) ~ 6월 30일(수)

■

기증 방법 : 우편, 택배(착불 가능), 팩스, 메일, 연구소로 직접 방문

■

기증해 주실 곳 : 원주교구 문화영성연구소(배론성지 내)
- 주소 : 충북 제천시 봉양읍 배론성지길 284
- 팩스 : 043-646-4528 / 이메일 : wonjuics@hanmail.net

■

기증 안내 : 043-646-4527 / 010-4104-4527

■

참고 사항
※ 기증하실 때에는 꼭 기증자료와 관련된 정보(날짜, 장소, 이름)와 얽힌 이야기, 사연을 자세히 적어주세요.
※ 기증이 어려운 경우, 관련 자료를 복사하거나 사진 촬영한 후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원주교구 교리신학원 2021년 신입생 모집요강
1. 수업 연한 및 방법 : 매주 목요일 (주간반 14:00-17:10)
2. 지원자격 : 천주교회에서 견진성사를 받은 자(공통자격)
3. 원서교부 및 접수
· 교 부 처 : 본당 사무실, 교구홈페이지 자료실, 원주교구청 복음화사목국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접수기한 : 2021년 1월 4일(월) ~ 2월 28일(주일)
4. 구비서류
1) 입학원서 및 추천서 (본원 소정양식) 1부
2) 반명함 사진 2장 (원서부착용 포함)
6. 문의 : 복음화사목국 교리신학원 Tel. 033-765-4224
Email : wjsamokci@wjcatholic.or.kr ｜ Fax. 033-765-4223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매일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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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수품일 2월 21일(주일) 김민규, 고정배 신부
23일(화) 위종우, 정의준 신부
24일(수) 김승오, 김진형, 백승치, 배은하, 곽호인 신부
25일(목) 김영진 신부

2월 26일(금) 공소사목협의회 정기총회 미사(기도학교)
28일(주일) 사목방문 및 견진성사(황둔성당)

2021 배론성지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일정 안내
◐ 신청형 피정 - 신청형 피정은 모두 선착순입니다.

▶ 혼인미사 예약 2021년 5월 1일~2일(토~주일),
2021년 10월 9일~10일(토~주일) 11시, 14시

▶ 피정비 2박3일 : 16만원(후원회원 8만원), 1일 피정 : 2만원
▶ 매일 11시 순례자 미사 (연중무휴)

▶ 피정 신청 및 문의 043-651-4563

1~2월 배론성지에서는 매 주일 10시 비대면 자동차미사를 봉헌합니다.

▶ 자원봉사 후원회 모집 T.043-651-4564 M.010-7613-4564

코로나 19 방역수칙으로 인해 본당 미사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2박 3일 피정 일시 및 강사진

1일 피정 일시 및 강사진 (상반기)

2월 19일~21일 : 신은근 바오로 신부 (마산교구, 원로사목)

3월 16일 : 황창연 베네딕토 신부

3월 19일~21일 : 이병호 빈첸시오 주교 (전주교구 전임 교구장)

4월 20일 : 배광하 치리아코 신부

4월 23일~25일 : 황창연 베네딕토 신부 (수원교구, 필립보 생태마을 원장)

5월 18일 : 전수홍 안드레아 신부(오륜대 순교성지 주임)

5월 21일~23일 : 배광하 치리아코 신부 (춘천교구, 영동가톨릭 사목센터 관장)

6월 15일 : 최기식 베네딕토 신부, 김영진 바르나바 신부,

6월 18일~20일 최기식 베네딕토 신부 (원주교구, 원로사목)

배은하 타데오 신부

김영진 바르나바 신부 (원주교구, 청전동 주임)

※ 1월(김문태 힐라리오 교수), 2월(강종민 아우구스틴 작가) 피정은

배은하 타데오 신부 (원주교구, 서부동 주임)

코로나로 인해 각각 7월·8월로 연기되었습니다.

7월 16일~18일 : 차기진 루카 박사 (청주교구, 양업교회사 연구소장)
▣ 이번 피정은 성직자·수도자·평신도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

▣ 피정 교재로 사용하게 될 최양업 신부님의 서한집은 기도학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교구 알림
청년성경통독 모임
때 : 2월 23일(화) 19시30분 / 곳 : 양업사제관
문의 : 대학사목 033-763-4220

고3·일반 예비신학생 지원반 모임
때 : 2월 21일(주일) 10시 / 곳 : 양업사제관

주

남천동 온라인 성서 사십주간
때 : 2월 22일(월) 10시
문의 : 복음화사목국 성서부 033-765-4226

제 : 가정교회-우리 일상의 사랑

공모기간 : 2월 21일~4월11일
참여방법 :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접수.
사진과 함께 ‘본당, 이름 (세례명),
연락처, 작품설명’ 작성.
· Email : wjfamily@catholic.or.kr
· 카카오톡ID : 원주교구 가정사목국

문

의 : 가정사목국 033-765-4225

변호사 최윤환 법률사무소

청년성서 센터봉사자 모임
때 : 2월 22일(월) 18시30분 / 곳 : 양업사제관
문의 : 대학사목 033-763-4220
민중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동 미사
때 : 2월 23일(화)
문의 : 보건사목 033-766-1267

남부·밝은안과
박찬(루카),권혁연(프란치스코)

동해막국수

성서사십주간 심화과정 온라인강의
때 : 2월 25일(목) 10시
문의 : 복음화사목국 성서부 033-765-4226
사회복지 서울 후원회 감사미사
때 : 2월 25일(목) 14시 / 곳 : 명동성당
성서부 대표봉사자 모임
때 : 2월 27일(토) 10시
곳 : 가톨릭센터 202호

연세 봄이비인후과

(자)원주 킴벌리
백호기(보나벤뚜라), 장금자(데레사)

T.033-763-5606, 010-5372-5606

안건조증, 눈물흘림, 눈꺼풀쳐짐

막국수, 편육, 칼국수, 만두국

T.033-747-8872

T.033-766-9100

오향족발, 뼈해장국

무실동 신법원청사 옆

남부시장 옆-세경아파트주차

T.033-747-3009

김정민(안드레아), 장희정(세실리아)
어지럼증 검사, 청각 장애 진단, 비염수술
음성클리닉, 알레르기 검사
T.033-747-2537
행구동 SG마트 옆

최윤환(암브로시오), 신주연(글라라)
민사 · 형사 · 가사 · 파산 및 회생

바우석재
이상규(요셉)

안종합검진, 노안, 사시 및 약시

연세프라임안과

박세환(프란치스코), 남명자(마리아)

디펜드 요실금팬티 전문
기저귀,생리대,화장지,물티슈,마스크

이석준(미카엘), 박명호
각종 안과 수술 전문
T.033-731-2753

상지식자재 할인마트

연세 민내과, 영상의학과

(주) 하나 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

이희(마티아), 김향수(엘리사벳)

민미심(엘리사벳), 염동호(가브리엘)

장기홍(요셉), 박찬예(요셉피나)

최저가판매 및 납품

위 . 대장내시경 8시 진료

T.010-2336-2239

연세안과

일반고객 환영

갑상선, 고혈압, 당뇨, 국가 암 검진기관

소초면 흥양리(사거리 로타리)

현재헌, 송정순(마리안나)
T.033-731-0505

T.033-733-5400(우산동)

T.033-733-7582

탐앤탐스 원주혁신점

바른한의원

연세치과

신샘내과

윤석현(요셉)

신영구(아우구스티노), 전경숙(마리아)

이승우(가브리엘), 이순애(루시아)

www.baro75.co.kr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커피 & 디저트 전문점

유경철(요셉) 신창숙(루시아)

우명숙(글라라), 김길영(마르티노)

T.033-731-7927, 010-5376-5924

043-642-8585

T.033-647-6063(강릉 임당동)

혁신도시 광해관리공단 앞

제천 중앙시장 1층 다동

6 천주교 원주교구

033-531-7887(동해 묵호동)

임플란트, 잇몸치료, 충치치료
예약상담 : 033-733-7505

T.033-748-7755, 010-5362-6471
원주시 무실동 1721-9 요진빌딩 6층

(당뇨병/골다공증/갑상선 전문의원)

원주원예농협 하나로마트 2층

T.033-735-9909 F.735-9908

마트주차장 무료이용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앞 서진빌딩 3층

교리신학원 입학 및 개강미사
때 : 2월 27일(토) 11시
곳 : 가톨릭센터 마리아홀
문의 : 복음화사목국 033-765-4224
1차 교사학교
때 : 2월 28일(주일) 10시~17시
곳 : 가톨릭센터 마리아홀
내용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일학교
참가비 : 1인 20,000원 (본당이름으로 입금)
농협 312-0206-6040-01 (예금주:김정하)
신청 : 2월 21일(주일)까지
문의 : 청소년사목국 033-765-4228
교리신학원 홍보미사
때 : 2월 28일(주일) 8시30분, 10시30분
곳 : 구곡성당
이주민 미사
때 : 2월 28일(주일) / 곳 : 봉산동성당
성소모임
살레시오회 성소상담
대상 : 35세이하 미혼 남성
문의 : 심재현 신부 010-2042-8353

‘새로나는 어르신 성경공부’ 봉사자 교육
때 : 3월 5일~5월 21일 13시~15시30분
(매주 금요일 11주간)
곳 : 가톨릭센터 200호
대상 : 노인대학 및 어르신 성경공부 봉사자,
수도자, 본당 가정분과장, 경로부장,
어르신 성경공부 교육에 관심 있는 분
교육비 : 1인당 150,000원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대상 : 15세 이상 남
내용 :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기간 : 2021년 2월~12월
혜택 :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문의 : 02-828-3600
※ 최근 5년 평균취업률 89.2%

(교구지원 5만원, 개인부담 10만원-교재비 별도)
농협 317-0009-5405-41 (재)천주교원주교구
※ 입금시 본당명과 교육명 함께 표기

신청 : 2월 28일(주일)까지 F. 033-765-4223
신청서 다운-교구홈페이지>공지사항

문의 : 가정사목국 033-765-4225
비정규 성체분배권 수여에 관한 교육
때 : 3월 10일(수) 13시~16시
곳 : 가톨릭센터 202호
대상 : 본당이나 공소 및 시설에서 성체분배를
할 수도자, 평신도
교육비 : 10,000원
농협 317-0009-5401-01 (재)천주교원주교구
※ 입금시 본당명과 교육명 함께 표시

신청 : 3월 7일(주일) 까지 F. 033-765-4223
신청서 다운-교구홈페이지>공지사항

문의 : 복음화사목국 033-765-4224

피정·교육·연수
미카엘 봉사자 연수
때 : 2월 22일(월) 10시 / 곳 : 가톨릭센터 300호
공소사목협의회 정기총회
때 : 2월 26일(금) 10시~16시
곳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문의 : 복음화사목국 033-765-4224
성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정기총회
때 : 2월 27일(토) / 곳 : 까리따스 광장

신·구약 성경 완독피정 (8박9일)
때 : 3월 12일(금)~20일(토)
곳 :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문의: 010-3340-0201

2021학년도 가톨릭관동대학교 추가모집
기간 : 2월 22일(월)~27일(토)
의과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의료융합대학, 항공대학,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예술대학, 관광스포츠대학
문의 : 033-649-7000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천사노인요양원 어르신 입소자 모집
“존중하는 마음! 정성을 다하는 손길!”로 늘 최
선을 다하는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천사노인요
양원에서 어르신 입소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 1~2등급,
3~5등급(시설급여) 판정자
문의전화 : 033-747-8555~6(모집담당자)

‘사순시기’ 고해성사 안내

원주 ME 제138차 비대면 화상주말 실시 안내
때 : 4월 9일(금) 19시~11일(주일) 17시30분
인원 : 선착순 20부부
(혼인한지 3년 이상, 성직자, 수도자)

예약금 : 10,000원

‘사순시기’ 동안 가톨릭센터에서 고해성사를
아래와 같이 집전합니다.
때 : 월·수·금 오전 10시30분~12시,
오후 2시~3시
곳 : 가톨릭센터 100호 들빛동행 상담실
문의 : 010- 5738-2032(문자로 예약)

(농협 351-0411-8331-13, 천주교원주교구)

가정과 생명분과 교육
때 : 3월 6일(토) 10시~12시 / 곳 : 가톨릭센터
대상 : 본당 가정분과, 생명분과 담당자
참가비 : 10,000원

접수·문의 : 원주ME 주말분과
H. 010-5361-0242, F. 033-733-7583

농협 317-0009-5405-41 (재)천주교원주교구

청년성서 찬양봉사자 모집
내용 : 악기, 성가, 율동 봉사 상시 면접
때 : 매주 월요일 19시~21시 / 곳 : 양업사제관
기타 : 성경공부 및 그룹봉사자 모집
문의 : 엄헬레나 수녀 033-763-4220

※ 입금시 본당명과 성함을 함께 표시

신청 : 3월 2일(화) 까지 F. 033-765-4223
신청서 다운-교구홈페이지>공지사항

문의 : 가정사목국 033-765-4225

채용 모집 기타

“들빛동행”(상담) 이용안내
때 : 화요일~금요일 오후 2시~ 5시
(전화 및 내방상담 가능)
곳 : 가톨릭센터 100호 들빛동행 상담실
내용 : 성격상담, 가족상담, 부부상담, 우울증,
노인상담, 청소년, 아동상담, 중독상담,
신앙상담 등,
접수·문의 : 010-5738-2032(문자 예약)

안경랜드 중앙점

㈜알렉스분석시험소

돌담집

이충민(갈리스도), 이성신(베드로)

박호찬(사도요한), 유제영(마리아)

T.033-732-4654, 010-5377-9147

T.033-734-6060, 010-8793-5174

원일로56(중앙동236번지)

AK 백화점 아프리카)

김만기(막시밀리안노콜베) 황병훈(유스토)
수질, 생태독성, 실내공기질
건축자재방출시험 국제공인시험기관
T. 070-4112-2817
www.alexlab.co.kr

원주시 소초면 황골로 257(파인벨리입구)

원주시 천사로 258(학성동)

(강원감영에서 KBS방송국 사이)

(주)강원도로마이트광산

법무사 전두표 사무소

대경타일.위생도기

김성배(프란치스코), 정찬아(글라라)

전두표(바오로), 여성자(로사)

고토비료, 골재, 부순모래, 조경석

등기, 민사, 호적, 법률상담

T.033-762-5252∼5

T.033-344-3888, 2888 (횡성군청 앞)

저렴한 가격, 교우님들 특별할인
T.033-746-6157
(중앙농협에서 기독교병원 중간지점·

토종닭, 삼계탕, 보신탕, 오리

김용섭(비오)
<욕실리모델링. 타일 시공 전문>
타일 도소매. 위생도기. 수전금구 일체
T.033-761-0080, 010-8565-6899
원주시 단구로 63번길 6(단계동)

세신종합주방 할인마트

금성당

김종운(도마)

정광수(요셉), 김민이(유스티나)

업소용 주방기구설비 제작전문

금, 보석, 결혼예물, 묵주반지 전문

가정용 그릇, 관공서, 닥트

T.033-742-4952, 010-6384-4952

'들빛' 주보 상호광고 모집
· 광고기간 : 2021년 1월∼12월(1년 단위)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필수), 광고 신청서
· 접수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후 메일접수(wjhongbo@catholic.or.kr)
· 문의 : 교구청 홍보부 033-765-4227
· 신청서 다운로드 : www.wjcatholic.or.kr→자료실→교구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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