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후니페로 세라가 세운 샌 가브리엘 대천사 미션 250주년 기념 희년 선포 서간 

 

2021년 6월 27일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긴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가 

재개방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또한 주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매주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성당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니 기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가톨릭 신앙 생활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고 깊게 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오늘 저는 여름 후반에 1771년 프란치스코회 선교사였던 성 후니페로 세라가 설립한 

샌 가브리엘 대천사 미션 250 주년을 기념하며 희년을 시작할 것임을 알려드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 

 

성경에서 희년은, 주님의 은혜와 자비의 특별한 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통에서, 희(禧)년 또는 성(聖)년은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샌 가브리엘 미션의 기초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 미션은 현재 

로스앤젤레스 대교구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드시, 성 

후니페로 세라는 “미국의 건국자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희년은 

로스앤젤레스에서의 교회의 시작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리스도교적 시작과 국가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끼쳤기에 그 가치가 인정됩니다. 

 

이 희년은 2021년 9월 11일에 천사의 모후 성당에서 개회 미사를 시작으로 2022년 

9월 10일 샌 가브리엘 대천사 미션에서 폐회 미사때 까지 지속됩니다. 

 



저는 이러한 전례 행사와 대교구의 지정된 순례 장소에서 기도를 드리며 얻게되는 

대사(大赦)를 허락해주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교황청 내사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번 희년은 저에게 있어서는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Forward in Mission (앞으로 나아가는 미션)”은 이 

희년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한 해 동안 하느님께서 저희 지역 교회와 가족 

에게 많은 은총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저희가 주님의 영(靈)에 마음을 열고, 성 후니페로 세라와 캘리포니아와 미국에 

하느님의 사랑을 전한 1세대 선교사 및 이민자들처럼 성인(聖人)과 선교하는 제자가 

되라는 저희의 성소를 다시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올해 저희 모두가 하느님 자녀로서의 위엄과 복음을 선포하고 일상 생활을 통해 

하느님의 나라를 세울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희년 웹 사이트, fowardinmission.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은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저희 어머니이신 과달루페 성모님의 다정한 보살핌에 맡깁니다. 

성모님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당신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사랑을 

주시고, 또한 저희 시대에 새로운 신앙의 깨달음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 고메즈 대주교 

로스앤젤레스 대교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