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Penn State 캠퍼스 카톨릭 공동체 소속의 

한인 공동체입니다. 새롭게 공동체의 가족이 되신 분들, 또 

저희 공동체에 관심 가져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공동체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 언제, 어디에서 한인 미사가 열리나요?  

비록 한인 성당은 없지만, 감사하게도 

해리스버그 교구 성 손선지 베드로 한

인 성당의 김종성 베드로 신부님께서 

2주에 한번 캠퍼스를 방문하시어 한인

미사를 집전해주고 계십니다. 

한인 미사가 있는 경우 해당하는 주의 

토요일 오후 4시에 캠퍼스 내 Pattee-Paterno Library 맞은 편에 

위치한 Pasquerilla Spiritual Center의 Eisenhower Chapel 혹은 

Frizzell Room에서 미사를 봉헌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후면 약도 및 링크 참고) 

▶ 한인 미사 일정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공동체 홈페이지에 연락처를 남겨 주시거나, 사목회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한인 미사 관련 일정에 대해 공지를 받아 보

실 수 있습니다.  

o 사목회장: 한승호 그레고리오 (psukcc1718@gmail.com) 

o 공동체 홈페이지: http://psukcc.weebly.com/  

o Facebook: Penn State Korean Catholic Group 검색 후 가입신청 

▶ 미사 외에 어떤 다른 활동들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미사가 끝난 후, 공동체 내 신자들간 친교활동의 

일환으로 다과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주요 행사로

는 매년 가을학기에 공동체 신입생 환영회가 있고, 봄학기에

는 학기 말 무렵에 종강미사 및 행사가 있습니다. 이 외에 일

상적인 활동으로는 신자들간 친목을 도모하고 성경공부를 

하기 위한 구역모임이 있습니다. 구역모임은 거주 및 방문학

자 가정 모임 (마태오 구역), 대학원생 기혼모임 (베드로 구

역), 대학원생 미혼모임 (바오로 구역), 학부생 모임 (요셉 구

역)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구역 특성에 따라 2주나 3주에 

한번 성서모임을 하게 됩니다. 구역모임에 관한 문의사항은 

각 구역장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o 마태오 구역장: 사목회장에게 문의 

o 베드로 구역장: 장성희 아가페 (seonghuijang43@gmail.com) 

o 바오로 구역장: 박민규 아퀼리노 (mup65@psu.edu) 

o 요셉 구역장: ㄱ임지형 마르코 (massea94@gmail.com) 

 

▶ 신자들간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이 있나요?  

현재 우리 공동체는 Facebook에 온라인 소통공간이 있습니

다. 비공개 그룹이므로, Facebook에서 “Penn State Korean 

Catholic Group”을 검색하신 후 가입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공동체 활동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미사 때 신자들의 봉헌금은 우리 공동체가 소속되어 있는 캠

퍼스 사목회에 전달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활동은 신자

들의 교무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주님의 공동체를 굳건히 서

게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교무금은 모든 천주교 

신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가을학기와 봄학기에 교무금을 

내시게 됩니다. 교무금 관련문의는 재정부장 혹은 각 구역장

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재정사용의 투명성을 위해 공동체 

사목회는 공지사항이나 공동체 월보를 통해 재정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행하고 있습니다. 

o 재정부장: 강지은 유스티나 (jekkang90@gmail.com) 

▶ 세례, 첫 영성체,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나요?  

우리 공동체에서는 세례 및 첫 영성체 대상자를 위한 예비자 

(한국어) 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리는 한 달에 2회, 토

요일 미사 전 한 시간 동안 진행 될 예정이며, 교리 교육기간

은 가을학기 10-11월에 시작하여, 이듬해 봄학기 부활절 때

까지 입니다. 견진교리는 캠퍼스 사목회에서의 데이비드 신

부님께서 매년 초부터 부활절 이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사를 준비하고 받는 시간은 무척 기쁘고 영광된 순간입니

다. 미국에 머무시는 이 시기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키우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빕니다. 성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교육부장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o 교육부장: 조경진 스텔라 (kuc64@psu.edu) 

▶ 미사 봉헌 중 개인적인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사예물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한 

연미사, 생일, 회갑 등 일에 대한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한 생

미사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예물로 준비하신 분들은 미사 전

에 전례부장(연락처: 아래 참고)에게 미사 예물을 전해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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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 공동체 전례부는 노래로써 봉사하는 성가단, 신부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복사단, 미사의 흐름을 이끄는 해설

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가단은 목요일 저녁과 토요일 

미사 전에 연습시간을 가집니다. 복사단과 해설단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열의만 있으

시면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며, 여러분의 참여만으로도 공동

체에 큰 힘이 됩니다. 성가/복사/해설에 관한 문의사항은 각 

담당자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o 전례부장: 오수정 에스텔 (sxo35@psu.edu) 

o 성가단장: 정소영 모니카 (skj5177@psu.edu) 

o 복사단장: 나호윤 프란체스코 (naho1124@gmail.com) 

o 해설단장: 박윤상 베드로 (yoonsangpark93@gmail.com) 

▶ 매일미사 및 개인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나

요?  

가을학기, 봄학기의 경우 캠퍼스 카톨릭 사목회 신부님께서 

월-목요일 하루 두차례 매일미사를 집전해주고 계십니다. 여

름학기의 경우 오후 매일미사(시간 및 장소는 동일)만 진행

됩니다.  

o 아침 매일미사: 9:15-9:45 AM, Paterno Catholic Student Center   

o 오후 매일미사: 5:05-5:35 PM, Pasquerilla Spiritual Center 내, 

Eisenhower Chapel 

Paterno Catholic Student Center는 故 Joe Paterno의 배우자 Susan 

Paterno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Penn State 천주교 학생들을 

위한 건물로 Ford Building 맞은 편, Park Avenue에 위치하고 있

습니다. Paterno Center에 마련된 채플 및 Eisenhower Chapel 안

쪽의 Meditation Chapel에서 개인적인 기도나 명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매일미사와 성가책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우리 공동체는 카톨릭 청년성가를 편집한〈공동체 성가책〉

을 판매하고 있습니다.〈매일미사〉책은 한 학기 혹은 일년 

단위로 구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미사와 성가책에 관

한 문의사항은 재정부장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o 재정부장: 강지은 유스티나 (jekkang90@gmail.com) 

▶ 다른 신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소식이나 행사 등이 있으

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 공동체는 한인 미사가 진행되는 학기 중에, 미사 후 사

목회장의 공지사항, 공동체 월보, 공동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

자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시면 사

목회장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psukcc1718@gmail.com) 

▶ 도움이 될 만한 인터넷 웹사이트 

o Penn State 한인학생회: http://psuksa.org/ 

o Penn State 캠퍼스 천주교 사목회: http://www.psucatholic.org/ 

o 해리스버그 성 손선지 한인성당: http://spskcc.weebly.com/ 

o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톨릭인터넷 굿뉴스:  

http://www.catholic.or.kr/ 

 

 

 

 

▶ Penn State 천주교 한인 공동체 한인 미사 장소 

캠퍼스 내 Pattee-Paterno Library 맞은 편에 위치한 Pasquerilla 

Spiritual Center 내 Eisenhower Chapel 혹은 Frizzell Room 

 

Google Map: https://goo.gl/maps/R2zFMQqzML52 

약도: 

 

※주차 안내: 

Nittany Parking Deck (주말 주차 무료) 

Music Building 옆 주차장 / Patte and Paterno Library 옆 주차장 

(학교 Permit 필요) 

Pattee and Paterno Library 

Pasquerilla Spiritual Center 내,  

Eisenhower Chapel / Frizzell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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