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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염성 질병 예방을 위한 부산교구의 2단계 대응 방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과,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헌

신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가슴 아프게도 천주교부산교구
의 교우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환자로 진단을 받아 치료 중에 있기에, 그 가족들과 본당공
동체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께도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병고와 불안을 
이겨내고 다시금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교구민들께 다음의 사항을 권고합니다.

1.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본당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폐쇄 후 소독 조치를 이행
하고, 격리기간인 2주간 동안 모든 미사와 모임을 금지하고 미사 참례의무를 관면합니다.  

2.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본당에 대해서는 면역력이 저하된 신자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담감
이 큰 신자들에게도 주일미사 참례의무를 관면합니다. 

3. 이 기간 동안 관면자들은 <한국천주교회 사목지침서(제74조 4항)>에 따라 묵주기도와 성경봉
독, 그리고 선행으로 의무를 대신하고, 평화방송의 TV미사와 라디오 매일미사의 청취를 권고합니
다.

4. 본당에서는 전례 중 모든 이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본당 내 단체 식사나 급식 행위를 
금하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과 도서 및 성물에 대한 사용을 불허합니다. 

5. 전례 시 성가를 부르지 않으며 신자들의 응답 부분도 해설자가 대신합니다. 성체분배 때에 ‘그
리스도의 몸’ 과 ‘아멘’을 하지 않고, 2월 26일(수) 재의 수요일 전례 시에도 재를 얹는 예식을 
침묵으로 진행합니다.

6. 교구 내 수도회와 교회 기관에서도 2주간 미사외의 모든 모임을 금지하고 질병관리본부의 감
염예방 지침을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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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황의 추이에 따라 다음 공문이 있을 때까지 본당 순례 및 국내외 모든 순례를 금하며, 교구
청 모든 국에서 주관하는 교육과 행사는 순연하고, 주일학교와 노인대학의 개학도 추후로 연기합
니다.

8. 병고와 두려움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매일 봉헌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 최선
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 시대의 불안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용
기를 내도록 합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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