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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가톨릭  

공동체 2020비전 

+ 찬미예수님, 

사랑합니다. 

본당 공동체 발전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애써주시는 모든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발전을 위한 비전 2020 을 발표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2020 년을 향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니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저는 우리 교우들을 믿고 2020 년을 향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 교우들 가정에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임 신부 드림 – 

  

<2020 비전 목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신바람 나는 공동체 (성령의 은총이 가득한 공동체) 
 

<실천사항> 

1.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 

2. 복음을 읽고 실천하는 공동체 

3. 신앙의 진리를 끊임없이 배우는 공동체 

4.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 
 

<세부실천사항> 

1.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 

1) 하느님 섬기기(흠숭) 

▪ 평일 미사 1 회 이상 참석하기 

▪ 성당 앞자리에 앉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전례 (미사 중 천천히 읽고 

응답하기) 

▪ 거룩한 전례와 기도하는 교우들을 위해 미사 전후 성당에서 침묵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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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 회 이상 전체 신자 전례 교육 및 봉사자 전례 교육 

▪ 가족기도 (오후 10 시 기도: 주모경) 

2) 이웃 섬기기 

▪ 자발적인 봉사  

▪ 공동체를 위한 재능 기부 

▪ 사랑과 자비(자선)를 생활속에서 실천 

 

 

2. 복음을 읽고 실천하는 공동체 

1) 자기 성경(복음서) 갖기 

2)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가, 요한) 읽고 쓰기. 

3) 공동체 성경모임에 참여하기 

4) 반모임에서 주일 복음 미리 읽고 묵상 나누기 
 

 

3. 신앙의 진리를 끊임없이 배우는 공동체 

1) 기본 교리에 충실하기 (교육) 

2) 교회 서적(교리, 신앙, 신문, 잡지) 읽기 

3) 신앙 강좌에 참석하기 

4) 1 인 1 신심 또는 1 활동 단체에 가입하기 

 

 

4.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 

1) 타인에게 마음 열기 

2) 이웃의 장점 이야기하고 칭찬하기 

3)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기 

4) 뒷담화 하지 않기 (교황님께서도 강조) 

5) 당사자 법칙 (오해가 있으면 당사자 만나서 이야기하기) 

6) 젊은 부부와 잠시 머무는 신자 가정 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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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사항> 

1. 행사 계획(최소 2 주전)과 결과 보고서(1 주일내) 작성하여 사무실에 제출  

( 서식: 사무실에 요청 또는 본당 사이트: 추후 링크) 

2. 본당 시설 이용 신청서 작성 제출 (각방과 다목적실 및 주방 포함) 

3. 각단체(동호회) 정관(회칙) 마련 및 인준 받기 

4. 매월 첫째 주일과 대축일은 장엄미사, 성수 예절(매월 첫주) 

5. 매월 마지막 주일은 가정성화 주일 (가족이 함께 미사 참례 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