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교구 사제들과 신자분들에게 드리는 담화문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마태 9, 17) 

   사랑하는 형제 사제들과 교형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와 은총을 빕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는 사순시기를 앞두고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낯선 
공포와 불안을 온 사회와 함께 겪고 있습니다. 먼저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애쓰
시는 방역 당국자들과 일선 의료진의 형언할 수 없는 수고와 그 가족들의 희생에 진
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분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고통 속에 있는 
환자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의 삶을 되찾길 기원
합니다. 

   감염과 격리자가 늘어가면서 편견과 배척,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으로 상처
를 주고받는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각 본당에 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지침’
을 본당 신부님을 중심으로 본당공동체가 아주 성실하게 이행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며 지역의 경계도 무너져버려 정부에서 국가 재
난 위기 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교구 내 각 본당은 2월 26일 (재의 수요일)부터 3월 10일까지 14일 
동안 신자들과 함께 하는 미사를 중지하고 본당 내 회합이나 행사, 외부의 모임도 중
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을 재의 예식과 미사 없이 시작한
다는 것이 무척 마음 아픈 일이지만, 신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결
정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은 재의 수요일을 맞아 기도와 단식, 자선을 통해 그 깊은 메시지를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미사나 혼배미사, 병자성사 등 그 밖의 사목은 본당 신부님의 
재량에 맡깁니다. 신부님들은 이 2주 동안 공동체를 기억하며 개인적으로 미사를 봉
헌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자들에게 주일미사 대송 방법을 잘 알려주시고 가톨릭평
화방송의 매일미사 시청을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정치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지도자들은 국
민들에게 중요한 존재이며, 국가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국민의 생존과 안정을 최우
선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코로나19’의 불행한 상황을 정략적이거나 정치
적인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는 결코 없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 각자도 사순절을 맞아 우리의 죄를 묵상하고 회개해야 합
니다. 이 특별한 은총의 기간 동안 무관심과 이기심을 넘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연민을 가지고 자비와 사랑을 실제로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분간 본당
에서 미사를 봉헌하지 못하지만, 병마와 싸우는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묵상하
며, 기도와 희생 속에 사순시기를 보내는 것 역시 신앙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막연한 불안과 공포감에 억눌리지 말고 의
연하게 기도와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지혜롭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감으로써 주
님 부활의 기쁨을 더욱 뜻깊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우리 국민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19’로 고통
받는 이웃들, 그리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해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청하며 우
리의 사랑하는 어머니 성모님의 전구를 겸손되이 구합시다.     

        2020년 2월 25일

                                                                      주님과 함께

     서울대교구장 추기경 염 수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