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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동체 기도회 진행 순서 >
1. 시작 성가 (구역, 소공동체에서 선정)

시작 기도

( 반 모임<기도
)
복음

2. 인사 나누기

3. 시작 기도 (소공동체 모임 기도 )

나누기복음7나누기
단계 >

4. 복음 나누기

< 소공동체 모임 기도 >

“지금부터 복음나누기 7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 주님 !

(1) 주님을 초대한다.
(2) 성경 본문을 읽는다.
+ 10월 1일~ 6일 : 마르코 10,2-16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 10월 7일~ 13일 : 마르코 10,17-30

함께 계실 것을 약속 하셨사오니

+ 10월 14일~20일 : 마태오 28,16-20

당신 성령의 빛으로

+ 10월 21일~27일 : 마르코 10,46ㄴ-52

오늘 모인 저희들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3)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를

다시 한 번 더 읽는다.

마음에 닿는 단어나 구절을 선택한다.
-

큰소리로 기도하듯이 세 번씩 읽는다.

-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는다.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4)

침묵 중에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5)

마음 안에 들려온 말씀을 나눈다.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 받으며

-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6)

(7)

자료 읽기

모임에서 해야 할 활동에 대해 토의한다.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 지게 하소서.

-

지난 번 모임에서 결정한 활동을 보고한다.

-

이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 무엇을, 누가, 언제 할 것인가?)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

생활 말씀 나누기와 정하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

본당 소식을 전달한다.(선교장)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

기타 사항,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

출석 점검, 다음 모임 일시 및 장소 정하기.

질의 응답,

건의 사항

자발적으로 기도한다. (자유기도)
- 복음 나누기 7단계 자체 평가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본 당 소 식

1. 22 차 밴쿠버 ME 주말
- 일 시 : 2018 년 11 월 9 일(금) ~ 11 일(일), 2 박 3 일
- 장 소 : Super 8 (1881 Sumas Way, Abbotsford) - 신청비 : $60
* 본당 소개모임 : 10 월 21 일(일) 11:30am ~ 12:30pm
* 참가 희망자들은 일정을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 문 의 : 진재훈 스테파노 진선주 세라피나 ☎ 604) 828-8477

2. 10 월 28 일 주임신부님 영명축일
3. 제 7 회 밴쿠버 대주교님과의 후원디너 ( An Evening with Archbishop J. Michael Miller)
- 후 원 : 밴쿠버 대교구 종신 부제들 지원을 위한 후원
- 일 시 : 10 월 30 일(화) 6:00pm
- 장 소 : Hyatt Regency Vancouver Hotel (655 Burrard St. Vancouver)
- Ticket : $175 - Table : 한 테이블 당 10 명 (누구나 신청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문 의 : 사무실 ☎ 604) 588-5831

4. 성경강좌 실시
11월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미사 후 성경강좌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73 각 권의 입문 강좌를 통해 신자들이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한편 2년동안 매주 실시한 수요 교리강좌를 10월로 마감합니다.

구 역 소 식

▶ 구역 음식 세일 일정
월별

제1주

제2주

제3주

제4주

10

Fraser Heights

Abbotsford 2회

White Rock 2회

미정

미정

청소년 분과 2회

KOC 5회

Langley

11

WalnutGrove2회

제5주

▶ 미사 예물 봉헌 일정표
월별

제1주

제2주

제3주

제4주

3소공동체

4소공동체

미정

Abbotsford

Burnaby

Surrey Fraser

10

11

Heights 2소공동체
White Rock

Maple

제5주

Ridge-Pitt

Meadow

친교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연재 1)
– 소공동체의 원리와 방향, 운영과 실천 -

<소공동체의 출현과 교회론적 이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시대는 더 이상 위대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들의 시대가 아니요, 위대
한 예언자들이나 성인들의 시대도 아니며, 탁월한 신학자의 시대는 더욱 아니다.
교회의 시대는 바야흐로 작은 이들과 가난한 이들이 점차 주역이 되는 시대, 곧 작은 예언자들
의 시대요, 이름없는 작은 성인들의 시대이며, 이런 의미에서 바닥의 시대인 것이다.”
오래전 독일의 신학자 메츠가 현대 교회를 이렇게 진단하였습니다.

메츠의 표현처럼 소공체의

출현은 작은 이들, 가난한 이들이 점차 교회에서 주역의 자리를 차지하는 시대, 바닥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의 본모습을 드러내는 시대의 도래를 예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러

한 교회 모습은 문헌상으로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통하여 예고되었고, 지역 교회
안에서 소공동체를 통하여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공동체 – 교회 공동체의 첫 모습>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 사건 뒤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지상의 교회 공동체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

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신자 공
동체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사도행전은 지상에 모습을 드러낸 첫 신자 공동체의 생활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전하는 교회 공동체의 첫 모습은 사도들의 권위 아래에서 가르침과 목격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빵을 나누며 서로 도와주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며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만큼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아무도 궁핍한 사람이 없을 만큼 서로 나누고 섬기는, 하느
님의 은총을 누리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 4,32-35)
따라서 당시 교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를 통하여 부름 받은 거
룩한 성도로 자신들을 이해했을 뿐 아니라 그들 모임 또한 ‘성도들의 친교’(Communio
Sanctorum)라고 불렀습니다.
그들 공동체에는 생생한 부활 체험이 있었고, 소규모 공동체이기에 사귐과 섬김과 나눔으로 인
격적 만남과 친교가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공동체는 당시 외부의 어떤 위협과 박해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영적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부름 받은 친교 공동체였고, 그리스도와 한 지체를 이루며 생
생한 성령의 감도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형식적인 원리를 따르는 제

도로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공동체적인 신비체로 보았으며, 따라서 교회는 그리
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유기체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주는 이러한 교회의 본래의 체험은 교
회 역사 안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기초가 되었고, 교회가 계속해서 실현해야 할 이상
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소공동체 내 활성화 방안>
- 반적부 관리, 교우 현황 매달 점검
- 기도회 (반모임) 운영을 위한 준비 철저 : 말씀, 생활나누기, 기도나눔, 놀이, 퀴즈 등
- 공용 성경, 기도서 등 비치
- 월 공동 실천 목표 선정 :
- 영세 기념일, 영명축일, 결혼기념일 등 축하
- 영세자 환영식, 전입자 환영
- 쉬는 교우 댁 주보 돌리기 : 담당자 선정
- 연간 선교 목표 설정 및 실천, 평가
- 노약 예비신자 방문 교리 지도
- 장례 등 애경사에 협조 및 기도 선물
- 소공동체 소풍, 성지순례, 윷놀이, 불우시설 방문 봉사 (남성)
- 성서 이어쓰기, 청소년 컴퓨터 성서 이어쓰기
- 신앙서적, 정기간행물 공동 구입 및 독서
- 월 소식지 발행
- 자율적 봉사를 위한 임기 제한과 윤번제 봉사
- 구성원 은사 계발 및 활용 (인재개발)
- 중장기 본당 사목 방향에 관한 의견 수렴, 평가.

★★『소공동체 모임에 참석치 않는 교우들을 초대하여 이웃 사랑을 함께 나눕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