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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PAGE: 3

1. 회합실 매우 부족

* 현재( 14 )개 단체와 주일학교, 한글학교가 각
주일에 나누어 성당에서 회합을 하고 있슴.

2. 자체 키친시설과 창고가 필요함.

3. 주교님께서 비오 성당의 독립 본당 승격을 검토하고
계심(6월 말 결정 예정)

비오 성당이 독립 본당이 되면, 본당 신부님이 부임하시고
현재 우리 주임 신부님이 사용하시는 사제관을 옮겨야 함.



우리의 가능한 선택 PAGE:4

1안: 구 사제관(현 교육관) 재 건축

* 교육관 옆 도로를 포함한 장소

* 2층 규모, 사제관, 교육관,키친, 창고

* 교구와 비오 성당의 승인요. 추후 투자금 회수 불가

2안: 인접 주택 매입( Business 또는 Mixed Zone)

* 교육관(회합실), 한글학교, 주일학교용

* 한인성당 자산으로서, 추후 매각시 투자금 회수가능

* 교구 승인이 있어야 함.



우리의 가능한 선택 PAGE:5

3안: 성당내 잔디밭 공간에 컨테이너 하우스 설치

* 이동식 컨테이너 하우스 설치, 추후 이동 가능

* 회합실, 주일학교, 한글학교, 키친, 창고

* 비오성당 승인 필요

4안: 회합실 사용일자 조정

* 각 단체의 모임을 주일에서 평일로 변경

* 주일학교와 한글학교 만 교육관 사용

* 자체 결정(비오성당과 협의)



추진 안(案)별 예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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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별 1    안 2    안 3    안 4    안

추진 내용 구 사제관
재건축

인근주택 매
입(Business/Mixed)

컨테이너 하
우스

회합실 사용
일자 조정

총 소요비용 $1,500,000 $1,500,000 $200,000 $ 0

보유 기금 $  700,000 $  700,000 $700,000 $700,000

모기지(30년) $  800,000 $  800,000 $ 0 $ 0

기금 잔액 $ 0 $ 0 $500,000 $700,000

월 추가비용 $    6,400 $    6,400 $ 0 $ 0

현 사제관
임차료

-$ 3,000 -$ 3,000 -$ 3,000 -$ 3,000

실 추가비용 월 $ 3,400 월 $ 3,400 월$3,000절감 월$3,000절감

승인 절차 교구청, 비
오성당 C&C

교구청 비오 성당 자체 결정
(비오성당 협의)



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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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5월 6일(교중미사 후 성당)

(쏠렉은 별도로 예정)

* 투 표: 5월 20일(교중미사 후 강당)

(새벽미사, 청소년 미사 후에도 투표, 쏠렉은 5월19일)

* 투표 결과 발표: 투표 당일
웹사이트 공지



교육관 마련에 투표를
하는 이유 PAGE: 8

1. 교육관 마련을 하려면 위에서 설명 드린대로 네가지
방안이 있으나, 모두 교구나 비오 성당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한 안(案)이 그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따라서 신자 여러분이 선택하신 안(案) 중에서 찬성
표가 가장 많은 안(案)부터 차례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3. 비오 성당의 분리 독립 본당 승격여부 결정이 6월말로
예정되어 있으나, 그 결정 후에 우리 신자들의 의견을 물어
교육관 마련을 추진하면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 합니다. 

4.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안에 따라,예치금 중에서 필요한
액수를 교육관 마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신자
여러분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것 입니다.



하와이 한인성당 교육관 마련

투표 용지 2018년 5월 19/20일

본인은 하와이 한인성당의 신자로서, 아래 방안에 대하여
자유로운 본인의 의사로 투표합니다.

1. 교육관 마련을 위하여 현재 교구에 보관 중인 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 하십시오.

찬 성 (     )        반 대 (     )

2. 찬성 하시면, 아래 1안, 2안, 3안 중에서 선택하시고

반대 하시면 4안을 선택 해 주십시오.

*1안: 구 사제관(현 교육관) 재건축 (     )

*2안: 인근 주택 (Business/Bmx zone)매입(     )

*3안: 컨테이너 하우스 설치 (     )

*4안: 회합실 사용일자 조정 (     )

천주교 하와이 한인성당 (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