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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의 서신> 
 
 
정교회 한국대교구장이시며 일본 정교회 대리교구장이신 
존경하올 협력 집전자이신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께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9월 15일 보내주신 문서번호 49의 서신에서 요청하신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의 오는 12월 3일부터 12월10일까지 
모스크바 대주교였던 성 인노켄티 탄생 210주년 기념 국제 
회의에 참석에 대한 승인에 답장을 보내면서 기쁜 마음으로 
허락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차분한 마음의 소유자인 성직자와 그의 동반자들의 닥아오는 
국제회의에 건설적이고 결실맺는 참석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가 대주교님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안에서의 한 형제인,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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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의 서신> 
 
 
Most Holy Metropolitan of Korea and most respected exarch of 
Japan, beloved brother in the Holy Spirit and co-celebrant of our 
Humility, [κύριος] Soterios: may grace be with your Holiness 
and peace from God.  
 
In response to the letter of September 15th (ref. number 49) of 
your our beloved Holiness, requesting the permission of the 
Church for the Very Reverend Protopresbyter Daniel Na to go to 
Moscow between 3 and 10 December of this year in order to 
participate in a conference organized there for the two-hundred-
tenth anniversary of Saint Innokentii Metropolitan of Moscow, we 
inform you that the permission is given gladly.  
 
While praying that the participation of the peaceful clergyman 
and his companions may be constructive and fruitful in all things 
within the forthcoming conference, we invoke upon your Holiness 
the grace and infinite mercy of God.  
 
+ Patriarch of Constantinople, Bartholomew, brother in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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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노켄티 탄생 210주년 축하 기념 및 

야쿠츠크의 러시아 연합 375 주년 기념 행사 

 

“모스크바의 야쿠츠크 날” 
2007년 12 월 4 일 ~ 2007년 12 월 9 일 

 

 

 

프로그램 
 

2007년 12월 4일 (화요일)  모스크바 도착 

시간: 오후 2 시 – 야쿠츠크의 문화예술 전시관 개관식 –      

야쿠츠크 음식과 예술  

장소: 모스크바 음악 예술의 전당 

 

시간: 오후 6시 – “모스크바의 야쿠츠크 날” 개막식  

장소: 러시아 문화 예술의 전당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야쿠츠크 대통령 쉬티로브 그리고 

러시아 총대주교 알렉세이의 환영사1”  

 

음악회 – 모스크바에 거주하는 야쿠츠크 예술인의 공연. 

 

2007년 12 월 5일 (수요일) 

시간: 오전 11시 – 성 인노켄티 탄생 210주년 기념 

국제회의 

오후 1시 -  점심식사 

오후 1시 30분 ~ 2시  - 성 인노켄티의 업적과 삶의 

전시관 개막식 

오후 2시 ~ 5시 – 국제회의 연속 

저녁 7시 – 페도로브의 작곡 “ 국가의 사도” 공연  

장소: 그리스도 주교좌 성당 예술 공연장 

                                                
1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Vladimir Vladimirovich 

Putin and by the President of the Sakha Republic (Yakutia) 

Vyacheslav Anatolievich Shtyrov and by His Holiness the 

Patriarchate of Moscow and All Russia Aleks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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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6 일 (목요일)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 “오론크호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전통 음악, 의상 및 장식품 전시장 관람. 

          

오후 7시 – 루기노프의 “징기스 칸의 명” 공연 관람.  

 

2007년 12 월 7 일 (금요일) 

시간: 오전 11 시 –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사하 예술인 

알렉산드라와 젊은 예술인의2 전시관 개관식  

 

오후 7시 – “야쿠츠크의 비르투요조스” 바이올린 연주회 

 

2007년 12 월 8 일 (토요일) 

“핑크 서커스” 공연 관람 

 

2007년 12 월 9 일 (주일) 

시간: 오전 9시 – 주일 성찬예배  

        저녁 7시 – 폐막식 – 오페라 관람3 

장소: 그리스도 주교좌 성당 

 

2007년 12 월 10 일 (월요일) 출발 

  
*** 

                                                
2
 Alexandra Argunova-Kyoregey, and young Icelandic artists 
3
 First night of the opera “Alexandr Makedonskii” according to 

the work by the Sakha (Yakut) poet Platon Oyunsky with music by 

V. Kobelkin. 



 7 

 

성 인노켄티4 

 
“시베리아와 알라스카의 사도이며 
 모스크바와 콜롬나의 대주교” 

 
 

러시아 정교회는 지난 1996년 주교회를 개최하고 성                          

인노켄티 대주교의 탄생 200 주년을 맞은 1997년을 성인의 

해로 결의한 바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씨뿌리는 사람 

(마태오13: 3~8)의 비유’ 는 성 인노켄티의 사도적 업적을 

기념하기에 충분한 말씀이다.” 라고 러시아 정교회 

주교회에서 1997년을 성인의 해로 공식선언하면서 발표된 

귀절이다. 

“성 인노켄트가 뿌린 믿음의 씨앗은 북 태평양 섬들, 

알라스카, 동부 시베리아 지역 그리고 극동의 많은 

신자들의 마음 속에서 지금도 그 결실을 맺고 있다.” 성인이 

선교한 지역은 그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시베리아와 극동의 

9 개의 교구들이 형성되어 있다. 

 

 

<성인의 생애> 

 

성 인노켄티는 1797년 8월 26일 이르쿠츠크5 근교에 

위치한 시베리아의 한 조그마한 마을에서 정교회 성당에 

다니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요한” 이라는 세례 

명으로 세례를 받은 그는 6살되던 해에 부모를 여위고 고아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가 9살 되는 해, 이르쿠츠크에 위치한 신학원에 입학 

하였고 11년 동안 신학, 시, 그리고 철학을 열심히 

                                                
4
 St. Innokentii (Veniamonov) Metropolitan of Moscow and 

Colomna, the Apostle of Siberia and Alaska.  
5
 Irkusk,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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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면서 겸손과 친절, 그리고 철저한 검소생활로 그의 

성품은 단련되었다.  

1817년 신학원을 졸업과 결혼을 한 후에 보제서품을 받았 

다. 

1821년 사제가 된 요한 신부는 이르쿠츠크에서 어린 아이 

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큰 기쁨으로 생각 

했다.  성공적인 사목의 결실을 맺게 되어 고향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다. 요한 신부는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았고 먼 길을 떠나 선교지인 알라스카로 

갈 것을 결심하였다.  

당시 알라스카는 인적 교류가 거의 없는 외딴 지역으로 

지난 1794년부터 성인 게르만6과 여러 선교사들이 선교를 

담당했던 곳이었다.  

1823년 5월 러시아 정교회 주교회는 알라스카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하여 26세된 요한 신부를 선임하였고, 그는 

그의 가족과 함께 정든 성당을 떠나 알라스카 지역선교를 

이어받게 되었다.  

13개월 동안 힘든 여행을 거쳐 알라스카에 도착하게 되었 

는데 이 때가 1824년 6월이었다. 요한 신부가 맨 먼저 노력 

한 것은 이 지역 언어를 터득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 그는 

성당 건물을 건축하고 “주님 승천” 성당이라 명하였다. 

요한 신부는 건축에 특유의 재능을 갖고 있어 현지 

주민들에게 건축법을 가르치면서 건축한 결과 1826년에 

완공하여 성당 축성식을 갖었다. 새로건립된 성당을 선교 

본부로 정하고 알라스카 선교를 담당하였다. 요한 신부는 

언어에 대한 특별한 은총을 갖고 있어서 6개 지역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 요한 신부는 키릴 문자7를 

사용하여 알라스카 문자와 문법을 창작하여 가르쳤다. 요한 

신부는 알라스카어로 마태오복음서를 번역하였고, 교회 

성가, 기도문, 기초 교리서도 집필하였다. “하느님 나라로 
인도하는 확실한 길” 이라는 책을 저술하여 정교회의 
교리와 윤리도덕을 가르쳤다.  

                                                
6
 Saint German 
7
 그리스 선교사 성 키릴로스가 그리스 문자를 이용하여 러시아 문자를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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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신부는 교육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여 6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쳤다. 또한 

지역복지를 위하여 병원과 고아원을 창설하였고, 약물과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특별한 치료소를 운영하였으며 

나아가 일부다처 생활관례를 없앴다. 알라스카 사람들은 

요한 신부에게서 교리 교육을 받고  세례와 견진성사로 

정교인이 되었다.  

1834년 미국 정교회의 선교부가 있었던 시트8에서 성 

“미카엘” 주교좌 성당을 건축하고 무속신앙에 깊이 빠져 

있던 주민들의 마음을 개화하여 정교인으로 개종시켰다.  

요한 신부는 14년 동안 지역 언어, 주민들의 관례와 관습, 

문화와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이들의 예술도 폭넓게 배웠 

다. 

1839년 러시아 주교회는 요한 신부의 알라스카 선교 

성과를 인정하고 미국 정교회 선교부 설립승인을 결의 하 

였다.  

 

1840년 예상치 못했던 요한 신부는 사모의 사망으로 

수도사 서원을 하고 “인노켄티”로 개명함과 동시에 “대수사 

신부”라는 명예칭호를 받았다.  

1840년 러시아 정교회 주교회는 새로운 교구를 설립하고 

교구장으로 인노켄티 신부를 선임하여 주교서품을 베풀고 

교구장으로 임명하였다. 열악한 선교지역이었지만 인내로 

극복하면서 사제 지망생들의 교육을 맡아 열심히 교육하여 

성직자를 배출하며 많은 성당도 설립하였다.  

 

1850년 4월 인노켄티 주교는 대주교로 승좌되어 야쿠츠크 

도시9가 그의 교구에 편입되었다. 

1853년 인노켄티 대주교는 야쿠츠크 도시에 도착한 후 이 

지역 언어로 성서를 번역되었다. 이 도시에서도 성당과 

고아원을 건립하였고 지역 언어로 주일예배가 집전되었다.  

 

                                                
8
 Sitka 
9
 Yakutsk – 동부 시베리아의 터키 인종의 계열민족이 사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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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년 4월 인노켄티 대주교는 러시아 정교회 주교회의 

임원이 되었다. 이즈음 모스크바의 필라레트 대주교가 

안식하자 그의 후임으로 인노켄티 대주교가 1868년 1월 

5일 모스크바 대주교로 임명되었다. 

 

“급변하는 러시아 심장부인 모스크바 도시에서 하느님의 

섭리로 어린시절 부터 전념해왔던 선교를 지속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하느님께 기쁨의 찬미가를 드리나이다.”  

라고 대주교는 선교 센터를 설립하면서 말했다. 정열적으로 

행한 대주교의 선교 업적은 신도들에게 크나 큰 교훈이 

되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선교임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교회를 알지 못했던 많은 이방인들은 대주교의 

교육을 통하여 하느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심하고 세례를 

받았다.  

 

1879년 3월 27일 인노켄티 대주교는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이 닥아옴을 깨닫고 성대 화요일에 성유성사를 

자청하여 받았다. 성대 목요일에 성체성혈성사를 받아 모시 

고 성대 토요일이 였던 3 월 31일 오전 2시 45분에 안식 

하였다.  

1879년 4월 5일 성 세르기오스와 성 삼위일체 수도원 

성당에 안치되었다. 그의 묘에는 “주 하느님께서 당신의 

주교직을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우리 주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여, 성 인노켄티의 중보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소 

서.” 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 인노켄티의 선교 지역은 알라스카, 츄코트카, 엘리유, 

궆릴, 동부 시베리아, 마뮬르, 캄차카, 그리고 극동의 

여러지역으로 너무나 폭넓고 광범위한 영역이었기에 그의 

업적은 널리 기억되고 있다.  인종이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정교인이 되게하였다. 이 

지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 알라스카와 같은 곳에서 

선교하면서 열악한 교통수단으로 그 넓은 지역을 선교했 

다는 것은 인간의 업적이라기 보다 하느님의 도움으로 

가능한 기적적인 선교의 결실이라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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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노켄티는 매우 개방적이며, 상냥하고, 온화하며, 편견 

이 없는 솔직한 성품으로 70년의 여생을 통하여 이웃을 

위해 희생적 생활을 하였다. 성인은 당신의 재능과 훌륭한 

인품을 전혀 자랑하지 않으며 겸손과 간결함으로 살았다. 

항상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영위하였으며, 어린 

시절부터 인내와 성실성으로 주어진 임무에 종사하였다. 

성인은 작은 것으로 만족을 느꼈고 용기와 강건함으로 굳게 

살았다.  

 

<성인 찬양송> 

“캄차트카와 야쿠츠크 신도들의 사도, 성 인노켄티여, 

우리 구원을 위해 주님께 중재하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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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교회 : 어제와 오늘 
성 인노켄티 탄생 210주년 축하 기념 및 

야쿠츠크의 러시아 연합 375 주년 기념 행사 
2007년 12월 5일 모스크바, 러시아 

 

다니엘 나창규 신부 

 

이 경사스러운 모임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대주교님, 

주교님, 장관님, 신부님, 귀빈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한국정교회의 대주교 소티리오스의 

대표하여 깊은 존경심과 따뜻한 문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스크바의 대주교이시고 시베리아, 극동 아시아와 알라스 

카의 선교에 선구자이셨던 성 인노켄티 탄생 210주년 축하 

기념하는 기쁘고 역사적인 모임에 한국 정교회를 소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매 년 10 월 3 일이 되면 청평 수도원에서 지난 2000 

년도에 정교회 한국 대교구로 기증입적된 성 인노켄티의 

성해를 비롯하여 24 성인들을 한국 정교회 수호 성인으로 

공경하기 위해 한국 정교회의 모든 지역 성당 신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성 인노켄티께서는 한국정교회의 수호성인이십니다.  

 

성인의 성해를 공경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이 날은 한국에 

머무는 모든 정교회 성직자와 신도들과, 러시아, 그리스, 

세르비아와 루마니아에서 온 외국 정교회 신자들도 참석 

하여 범 정교회 모임이 이루어 집니다. 

 

저희는 교회 축일과 주일에 이루어지는 성찬예배에 참석 

하기 위해 소속된 각자의 지역 성당에 참여합니다. 지난 1 

세기의 한국 정교회 역사를 통해 한국 전쟁 기간이었던 

1950년에서 1953년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 

라도 정교회 신자들을 위하여 성찬예배는 집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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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란은 한국정교회의 선교를 멈추게 하였고 유일하게 

보존되어오던 서울 성 니콜라스 성당 건물을 파괴시키고 

말았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인 1955년 12월 25일은 

러시아 선교사의 관장에 있던 한국정교회가 관활교구장인 

도쿄, 일본 정교회에서 세계 총대주교청 관장으로 이전하는 

결의를 신도총회에서 합의 를 거두게 됩니다.  

 

한국에서 정교선교가 시작되다: 

 

1900년 2월 17일 한국에서 처음으로 정교회 성찬예배가 

러시아 정교회 선교부에서 파견된 첫 선교사 흐리산토스 

쉐웹스키 수사 신부의 집전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한국에 

첫 선교사를 보낸 러시아 정교회의 모스크바에 위치한 

선교센터는 서기 1868년에 성 인노켄티께서 모스크바의 

대주교가 되신 다음에 설립하셨습니다.  

 

1900 년에서 1950 년까지의 지난 50 년 세월 동안 러시아 

선교사들이 전개한 선교활동은 정치적 문제와 러일 전쟁 

나아가 남과 북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파란만장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정교선교는 많은 역사적 사건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그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한국정교회 신자들은 

한국 정교회 공동체의 탄생은 러시아 초대 선교사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쏫아 부은 영적인 영양분으로 일구어졌던 

초기 사목 활약상에서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정교 선교 

결실을 기억하고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 

선교사들의 이름은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한국정교회에서 

집전되는 모든 성찬예배에서 기억될 것입니다.  

 

위의 사실들을 증명하듯 서울 성 니콜라스 성당에 보존되고 

있는 성모 마리아 성화, 성 사로브의 세라핌 성화, 러시아의 

성인 요한 크론스트께서 기증한 성기물과 제의, 성화대, 

에피타피온, 및 기타 성기물은 한국정교회의 성직자와 평신 

들에 의해 보화처럼 관리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성가대와 

평신도들은 러시아 성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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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은 다름아닌 러시아 선교사들과 성직자들께서 활약 

한 역사적 살아있는 선교 열정의 파장이 아니고 무엇 

이겠습니까.  

 

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러시아 정교회 신자들에게 정교회 

한국대교구가 이들의 영적 보호와 성장을 위해 요청으로 

러시아 총대주청에서 파견된 러시아 성직자에 의해 그 

사목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서기 2000 년에 거행된 한국정교회 선교 100 주년을 

경축하는 모임에 정교회 세계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와 

러시아 총대주교 알렉세이께서 대표로 파견 클레멘트 

대주교님, 그리고 그리스에서 온 여러 주교님들과 평신 

도들이 대거 참석하였 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획기적 전환점에서 정교회 선교체제는 새로운 변혁의 

모습으로 변모하여 대교구라는 자립행정의 체제로 변 

하면서 그 책임을 지고 관장할 대주교를 소티리오스 질론의 

주교님을 초대 한국정교회 주교로 임명되 었습니다.  

 

국내 선교의 확장: 

 

1980년 당시 남아있던 유일한 성 니콜라스 서울 성당은 

당시 200 여명의 성당 신자들이 소티리오스 대신부의 

영적지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일본, 그리고 

알라스카 선교처럼 한국정교회의 국내 선교도 정교회가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지역에서 전개되었습니다. 낯설은 

지역에서 겨우 한 두명의 정교회 신자들을 위해 성찬예배를 

집전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영하는 성체성혈성사를 

이들에게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1980년 이래 6 개의 지역 성당이 건립되었으니, 부산, 인천, 

전주, 팔랑리, 춘천 그리고 울산 성당들 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일곱개의 정교회 공동체들은 소티리오스 한국의 

대주교님의 영적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모든 공동 

체는 매 주일과 교회 축일을 맞이하여 항상 성찬예배가 

러시아 성가와 비쟌틴 성가로 집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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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 세워진 새로운 정교회 공동체:  

 

서기 2006 년 평양에는 새로운 정교회 성 삼위일체 성당이 

모스크바 총대주교청에 의해 축성되었습니다. 정교회 

한국대교구 소속 성직자들은 조선 정교 위원회 위원장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성 삼위일체 성당에서 주일 

성찬예배를 집전하고 참석한 러시아 대사님을 비롯한 

평양주재 외국 외교관과 그들 가족 그리고 지역 정교인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한국 정교회는 서기 2003 년부터 오늘 

날까지 평양의 정교회 공동체에 보조를 아끼지 않코 있 

습니다. 한국정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하나인 정교회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 하느님의 참된 가족으 로써 열심히 

함께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한국 정교회 신자들의 영적 성장: 

 

러시아와 그리스에서 파견된 선교사들의 지난 104 년간의 

역고의 결과로 지난 2004 년 정교회 세계 총대주교청 

주교회의 결의에 따라 한국 정교회 선교구가 대주교구로 

승격되고 그 초대 교구장으로 소티리오스 주교를 한국의 

대주교로 임명되어 한국정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정교회의 첫 교구장이 탄생되 었습니다.  

 

현재 일곱개의 한국정교회 성당에는 모두 3,000명 가량의 

신자들이 주요 7개의 도시와 마을에서 영성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당에는 주임신부가 그 책임을 다 하며 

성찬예배를 통한 사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7 년간의 사목 선교 활동: 

 

서기 1980 년 성 니콜라스 서울 성당에 사제로 부임되어 

1989 년 인천 성 바울로 성당 주임사제로 부임되기 전까지 

당시 소티리오스 대신부와 함께 4 개의 지역 선교 공동체, 

부산 성모 희보성당, 인천 성 바울로 성당, 전주 성모안식 

성당 그리고 팔랑리 성 안드레아 성당의 공동체 형성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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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역을 감당한 것을 크나 큰 주님의 축복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기 1982년 인천 선교를 시작할 당시 유일한 가족은 

4명의 정교회 신도뿐이었습니다. 처음 이들을 위해 

성찬예배를 성공 회의 성당을 사용했다. 성공회 성직자의 

도움으로 주일 성찬 예배는 성공회 주일예배가 끝난 오후 

시간대를 택해 한달에 한번꼴로 처음에는 집전되었습니다.  

지금은 인천에서 세례받은  정교회 교인은 136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 1993년 새 성당 건물인, “성 

바울로 성당”, 옛 성당 바로 옆에 세워졌습니다. 교육관과 

사제 집무실 그리고 “성 요한 크리소스톰” 소성당 및 

친교실이 마련되어 정교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성서연구, 자원 봉사활동, 학생 

수련회, 예비신자 교육이 실시되며, 특히 한 달에 한번 씩 

노인정 원로들께 무료 점심식사를 여성회원의 자원봉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쿠츠크, 러시아: 

 

지난 1997년 성 인노켄티 탄생 200 주년 기념 행사에 

야쿠츠크에 초대받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교회의 대리교구장이었던 디오니시오스 대주교의 축복과 

야쿠츠크와 렌스크의 주교 게르만의 축복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해었습니다. 그 해 이후 2002년에 다시 야쿠츠크를 

방문했 을 때에는 저명한 가족 일원 8 명에게 성 인노켄티 

께서 설립한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세례를 베푸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자리를 이용하여 이 국제회의에 함께 참석하고 

있는 성 바울로 성당 여성회원을 대표하여 이 뜻깊고 

역사적인 경축행사에 저희를 참여케 허락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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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국제 행사에의 참여를 위해 저희를 축복해 주신 
야쿠츠크와 렌스크의 조시마 대주교님10께 감사 

드립 니 다.  

2. 저희들을 초대하시고 모스크바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신  사하 공화국의 인민과 

연방관계부 장관님이신 아파나시 바실리에비츠 

미갈11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관님을 

통하여 사하 공화국 국민들께도 다정하고 우애 

넘치는 환영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3. 한국정교회의 역사를 잘 이해하고 계시고 이 
국제회의에 한국대표들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셨고, 지난 1997년 성 인노켄티 

탄생 200 주년 기념 국제 회의에서 활약하셨고, 또한 

2000 년도에는 한국정교회에서 “기독교와 무속 

신앙” 국제회의에도 참석하셨고, 이번 210 주년 성 

인노켄티 탄생 축일 국제 회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일임하신 야쿠츠크 국가 박물관 관장이신 이골 

스피리도노비츠12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정교회의 수호성인이신 성 인노켄티의 탄생 210주년을 

모스크바 도시에서 기리는 경축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것을 

크나 큰 영예로 받아들입니다.  

 

이 풍요로운 모스크바의 체험을 만끽하며 고향으로 돌아가 

한국정교회 형제자매들에게도 이 보화와 같은 경험들을 전 

할 것입니다.  

 

특히 모스크바 도시의 장엄한 모습을 전하면서 이 도시에서 

한국정교회를 탄생케한 러시아 초대 선교사들이 배출된 

도시라는 것을 알릴 것입니다. 또한 존엄하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동북 아시아의 나라 “야쿠츠크”에서 얻은 많은 

아름다움을 고향의 형제들과 나눌 것입니다.   

                                                
10 His Grace Bishop Zossima of Yakutsk and Lensk 
11Afanasii Vassilievich Migalkin, Director of the Sakha Repubic 
Department of People's and Federal Relations  
12 Egor Spiridonovich Shishigin, Director of the Yakutsk State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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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국정교회소속 성직자와 평신도의 깊은 존경 

과 따뜻한 인사말씀을 존경하올 대주교님, 주교님, 장관님, 

형제 성직자님, 그리고 형제자매님들께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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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창규 신부의 주제 발표문> 
Orthodox Church in Korea: Yesterday and Today 
 
 

by Protopresbyter Daniel Na 
Vicar General of the Orthodox Metropolis of Korea 

 
International Conference about “Saint Innocent 

(Veniaminov) and Russian Orthodox in Siberia, the Far 
East, and America” 

 
21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Saint Innocent of Moscow 

 
Moscow, December 5, 2007 

 
during the 375th Anniversary of Yakutia joining Russia 

 
On behalf of His Eminence Metropolitan Sotirios of Korea,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greet with deep 
respect Your Excellencies, Your Eminences, Your Graces, 
Distinguished Diplomats, fellow Clergy, and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Introduction 
 
On this joyful and historical celebration of the 21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St. Inokenntii, Metropolitan of 
Moscow and Pioneer for the Orthodox Missions in Siberia, 
the Far East, and Alaska, it is fitting and relevant to 
mention the Orthodox Church in Korea. 
 
Every October 3rd in the early morning at the Holy 
Transfiguration Monastery in Korea, the faithful from seven 
local Orthodox communities come together to venerate the 
holy relics of St. Inokenntii, which were transferred to the 
Holy Orthodox Metropolis of Korea in the year 2000 along 
with the relics of the twenty-three other patron saints of the 
Metropolis. Yes, St. Innokentii is one of the patron saints of 
our Metropoli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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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cred gathering each year round his holy relics in 
Korea is usually a pan-Orthodox gathering with Orthodox 
faithful from Russia, Greece, Serbia, Romania, all of whom  
reside in Korea, and of course the native Koreans.  
 
We go to our local parishes for participation in the Holy 
Eucharist on other feast-days and on Sundays. Through all 
of the events that have disturbed the Orthodox 
Communities in Korea for the last century, there has always 
been the Holy Eucharist officiated for the Orthodox people 
in Korea in the Orthodox Mission Communities, except 
during the three years of the Korean Conflict from 1950 
until 1953. This war in the Korean Peninsular between, we 
say, South and North Korea, decimated the mission 
activities and destroyed the only Orthodox Church building, 
the St. Nicholas Church building in Seoul. Two years after 
the war, on December 25, 1955, the jurisdiction of the 
Orthodox Church in Korea was transferred from the 
Archbishop of Tokyo, Japan to the Ecumenical Patriarchate 
by a decision of the St. Nicholas Orthodox Community, the 
only community that remained from the original Russian 
mission activities. 
 
Early History of the Orthodox Mission in Korea 
 
The Orthodox Eucharist was celebrat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on 17th February 1900 by the late Archimandrite 
Chrysanthos Shehtkofsky who had been dispatched from 
the Mission Department of the Russian Orthodox Church. 
[1] We should remember that St. Innokentii founded the 
Missionary Society in Moscow after he became the 
Metropolitan of Moscow in 1868.  For five decades from 
1900 until 1950, there were high points and low points in 
the Orthodox Mission conducted by the Russian 
Missionaries, ups and downs because of the political 
occurrences such as war between Russia and Japan and 
then ultimately the wa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e may recall many historical events of the Orthodox 
Mission in Korea; but before all these, we, the present 
generation of the Orthodox families in Korea,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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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ember and will remember the birth of the Orthodox 
Communities in Korea during the years of the Russian 
Mission, the pastoral care with so much love and spiritual 
nourishment from our forefathers from Russia, whose 
names are always remembered in our Divine Liturgies. 
 
Until the present time, many sacred articles that were sent 
from Russia have been preserved by the Clergy as well as 
the Faithful Laity in St. Nicholas Orthodox Cathedral in 
Seoul, such as the Icons of St. Mary Tichvin and St. 
Seraphim of Sarov given to us by Alexandra the Tsaress; 
liturgical vestment sent to us by St. John of Kronstadt; the 
Iconostasis, the Efitaphion, and some Holy Chalices. Our 
choir members and faithful even sing some hymns in 
Slavonic at times. These holy remnants are the living proof 
and historical vibrations of the missionary work by the 
Russian clergy.  
 
Furthermore today, there are a few hundred Orthodox 
faithful from Russia who are cared for spiritually by a 
Russian clergy who is dispatched from the Patriarchate of 
Moscow through a petition by the Metropolis of Korea for 
the pastoral care of the Russian people in Korea today. 
 
In the year 2000, we celebrated the Centennial Anniversary 
of the Orthodox Mission in Korea with the presence of the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 as well as His Eminence 
Archbishop Clement, representing His Holiness Patriarch 
Alexeii and several Hierarchs  from Greece.  At this turn of 
the new millennium, new Orthodox mission strategies were 
formulated within the new framework of the elevating of the 
Mission Orthodox Church in Korea to the level of the 
Orthodox Metropolis of Korea with the first Metropolitan of 
Korea, His Eminence Sotirios of Korea.[2] 
 
Expansion of the Home Mission 
 
 In the year 1980, there was only one Orthodox community, 
St. Nicholas in Seoul, consisting of less than 200 active 
faithful under the spiritual guidance of the then 
Archimandrite Sotirios Trambas. As in Siberia, Japa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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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ska in the Far East, our Orthodox home mission reached 
out into places where the local town people did not know 
Orthodoxy. We reached out into unfamiliar places, just for 
one or two Orthodox Christians so that they may participate 
in the Holy Eucharist and receive the Holy Body and Blood 
of our Lord.  
 
Since 1980, six more local Orthodox Churches have been 
created: Pusan, Incheon, Jeon-Joo, Palangri, Choon-Cheon, 
and Ulsan. So today, including St Nicholas Cathedral in 
Seoul, we have seven canonical Orthodox Churches under 
the auspices of the Metropolitan of Korea. All seven 
Orthodox Churches have regular daily services; and every 
Sunday and Feast Days, the Divine Liturgy is celebrated 
with Church hymns in Slavonic and Byzantine music. 
 
A New Orthodox Church in Pyongyang, N. Korea: 
 
In the year 2006 the Moscow Patriarchate consecrated a 
new Orthodox community in Pyongyang, North Korea, the 
Holy Trinity Orthodox Church.  
We the Clergy of the Orthodox Metropolis of Korea visited 
the Holy Trinity Orthodox Church in Pyongyang, North 
Korea, through the invitation of the Chairperson of their 
Orthodox Committee, and we celebrated the Sunday Divine 
Liturgy with the local Orthodox faithful and foreign 
diplomats accompanied by their family members there. As 
the Orthodox Metropolis of Korea has been supporting the 
Orthodox Community in Pyongyang since 2003, we strongly 
want to cooperate for the one holy, apostolic Tradition to 
achieve the goal of our common mission on earth as given 
to us by our Lord, that is our pan-Orthodox Church Unity, 
one true family of our Lord. 
 
Growth of the Spiritual Life of the Orthodox 

faithful in Korea 
 
In the year 2004, after 104 years of the Orthodox Mission in 
Korea by Russian and Greek Missionaries, the Orthodox 
Church in Korea was elevated to the statu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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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politanate by the Ecumenical Patriarchate; and His 
Eminence Sotirios of Korea was enthroned as the first 
Metropolitan of Korea in Korean Orthodox history.  
 
There are about 3,000 local Orthodox Christians, active 
members of 7 Orthodox Parishes in Seoul, Pusan, Incheon, 
JeonJoo, Palangri, Chooncheon and Ulsan.  All of these 
Parishes have their own local parish priests who conduct all 
pastoral work and officiate at the Divine Liturgy. 
 
My Mission Work as a Local Clergyman in Korea 

for 27 years 
 
In August 1980, I was assigned to St. Nicholas Orthodox 
Church in Seoul, Korea, where I served the Community 
until 1989 when I was appointed as the Dean to St. Paul 
Orthodox Church in Incheon, Korea. During those years in 
Seoul, I was blessed to participate in the Orthodox Mission 
activities directed by the Very Rev. Archimandrite Sotirios 
Trambas (now His Eminence Metropolitan of Korea) for the 
establishment of four local parishes:  the Annunciation of 
the Theotokos Orthodox Church in Pusan; St. Paul 
Orthodox Church in Incheon; the Dormition of the 
Theotokos Orthodox Church in Jeon-Joo;  and St. Andrew 
Orthodox Church in Palang-ri, Korea. 
 
Incheon:  
 
There was only one family consisted of 4 members in the 
year 1982 when I started to do missionary work in Incheon. 
At the start, I would celebrate the Orthodox Divine Liturgy 
at an Anglican Church building once a month in the 
afternoon after the Anglican Christians finished their 
Sunday Service. Now there are 136 baptized Orthodox 
Christians in St. Paul Orthodox Church in Inchon. In the 
year 1993, a new Church building was erected next to our 
old two storey Chapel building.  Now we have an 
Educational Center and Fellowship Hall as well as a Chapel 
of St. John Chrysostom in addition to the church building 
dedicated to the Apostle St.  Paul. Our church con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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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programs, such as Bible studies, philanthropic work 
serving lunch to the local elderly once a month, Sunday 
School, student retreats, and lectures on the Orthodoxy to 
the non-Orthodox Christians.  
 
Yakutia, Russia 
 
I had the pleasure and honor to visit Yakutsk in the year 
1997 to participate in the Bicentennial of the Birth of St. 
Innokentii. I came with the blessings of His Eminence 
Dionysios of New Zealand, Exarch of Korea, and with the 
blessing of His Eminence Archbishop Herman of Yakutsk 
and Lensk. I returned to Yakutsk in the year 2002 when I 
had the special privilege to baptize 8 Yakutians of a 
prominent family at the St. Nicholas Cathedral Church in 
Yakutsk. 
 
Here in Moscow today, I have the great honor and joy to see 
our beloved friends from Yakutia during this celebration of 
the 21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St. Innokentii within 
the celebration of the 375th anniversary of the joining of 
Yakutia with Russia. 
 
I would like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our heartfelt 
gratitude on behalf of my entourage,  members of 
Philoptochos Society of St. Paul Orthodox Church in 
Incheon, for your including us in the wonderful celebration; 
our gratitude to: 
 
1. His Grace Bishop Zossima of Yakutsk and Lensk who 
blessed our coming to this anniversary. 
 
2. Afanasii Vassilievich Migalkin, Director of the Sakha 
Repubic Department of People's and Federal Relations, who 
graciously assumed the responsibility for us, generously 
arranging our invitations and then supplying much of the 
hospitality for us here in Moscow. 
 
We express our sincere gratitude to Mr Migalkin; and 
through him, we are conveying our heartfelt thanks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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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of the Sakha Republic (Yakutia) for remembering us 
with so much warmth, generosity and hospitality!  
 
3. Egor Spiridonovich Shishigin, Director of the Yakutsk 
State Museum, who knows the history of the Orthodox 
Church in Korea and who helped us so that there would be a 
Korean representation in this anniversary. Earlier, in the 
year 1997, Mr Shishigin took an important role of 
international leadership for the bicentennial of the birth of 
St Innokentii; then he visited Seoul, Korea, for a conference 
in the year 200o. This year 2007, he has taken a role of 
leadership for the international dimensions of this 210th 
anniversary as well.  
 
St. Innokentii is a patron saint of our Orthodox Church in 
Korea. So, we are very much honored to be a part of these 
blessed celebrations in Moscow for the 210th anniversary of 
his birth.   
 
We are being enriched by the blessings given to us during 
his anniversary in Moscow; and when we return to our 
homeland, we will share these spiritual treasures with our 
fellow clergy and faithful laity in Korea.   
 
Furthermore from these “Days of Yakutia in Moscow” for 
the 375th anniversary of the joining of Yakutia with Russia 
(coincidental with the 210th anniversary of birth of St 
Innokentii), we shall also be able share many wonderful 
impressions about this magnificent city of Moscow, the 
capital city of this venerable county of Russia which sent us 
our first missionaries; and we shall be able to share so many 
beautiful impressions about our esteemed, creative and 
productive neighbor in North-East Asia, the Sakha Republic 
(Yakutia) in Russia. 
 
Finally I would like to convey the deepest respects, warmest 
greetings and wishes of our fellow clergies and faithful 
laities from the Orthodox Metropolis of Korea to Your 
Excellencies, Your Eminences, Your Graces, Distinguished 
Diplomats, fellow Clergy, and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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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Notes 
 
[1] Decision of the Holy Synod, number 2195/2-4, July 1897 
 
[2] June 20, 2004 the ceremonies for the elevation of the 
new 
Metropolitanate and the enthronement of its first 
Metropolitan wer  
held at St. Nicholas Cathedral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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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авославная Церковь в Корее: вчера и сегодня. 
 
Протопресвитер Даниил На, генеральный секретарь митрополии 

Кореи.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Святой Иннокентий (Вениаминов) 
и Русская Церковь в Сибири,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Америке» 

 
210 годовщина рождения святителя Иннокентия Московского. 

Москва, 5 декабря 2007 года. 
 

375-летие присоединения Якутии к России. 
 

 
От имени Его Высокопреосвященства, Митрополита 

Корейского Сотирия, я рад возможности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с 
глубоким почтением Ваши Превосходительства, Ваши 
Высокопреосвященства, Ваши Преосвященства, уважаемых 
дипломатов, священнослужителей и всех братьев и сестер во 
Христе. 

 
Введение. 
 
В это радостное историческое празднование 210-й 

годовщины рождения святителя Иннокентия Московского, 
первопроходца православной миссии в Сибир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в Америке уместно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и на 
Православную Церковь в Корее.  

Ежегодно 3 октября рано утром в Преображенском 
монастыре в Корее верующие 7 местных общин собираются 
вместе, чтобы поклониться мощам свт. Иннокентия, частица 
которых находится в Корее с 2000 года, когда они были 
привезены в Корейскую Митрополию в числе других частиц 
мощей 23 святых, считающимися покровителями Корейской 
Церкви. 

Ежегодное богослужение у мощей этих святых обычно 
собирает верующих из России, Греции, Сербии, Румынии,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орее, и, конечно, самих самих православных 
корейцев. 

В наших местных общинах мы ежевоскресно и по 
праздникам совершаем Святую Евхаристию. Божественная 
Литургия непрерывно совершалась в православных храмах 
Миссии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трудности и в годы конфликт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с 1950 по 1953 год. Эта войн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между Севером и Югом, как мы 
говорим, подорвала деятельность Миссии и разрушила 
единственный православный храм – храм святителя Николая 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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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еуле.Спустя 2 года после войны, 25 декабря 1955 года 
юрисдикция Православной Церкви в Корее перешла от 
Архиепископа Токийского и Японского к Вселенскому 
Патриархату решением общины храма св. Николая, 
единственной общины, оставшейся после деятельности Русской 
Духовной Миссии в Корее. 

 
Начало православной миссии в Корее. 
 
Первая Божественная Литургия была совершена 17 

февраля 1900 года архимандритом Хрисанфом Щетковским, 
который был напрвлен в Корею Миссионерском Отделом Руской 
Православной Церкви [1].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святитель 
Иннокентий организовал Миссионерское общество в Москве 
после того, как он стал митрополитом Московским в 1868 году. 
В течение 5 десятилетий с 1900 по 1950 г. были подъемы и спады 
в миссионер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усских проповедников. 
Причиной тому были политические события, такие как Русско-
Японская война и война между Севером и Югом Кореи.  

Можно вспомнить м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из 
истории православной миссии в Корее, но прежде всех их, мы, 
нынешнее поколение православных в Корее должны и будем 
помнить рождение православных общин в Корее в годы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пастырскую заботу и любовь, духовное окормление 
наших праотцев из России, за которых мы молимся во время 
Божественной Литургии. 

До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многие из богослужебных 
принадлежностей, которые были доставлены из России, 
сохранены у нас. Среди них иконы - Божией Матери 
«Тихвинская» и преподобного Серафима Саровского, которые 
были подарены миссии царицей Александрой, облачение святого 
Иоанна Кронштадтского, иконостас, плащаница, 
евхаристические сосуды. Члены хора и верующие иногда поют 
песнопения на славянском языке. Эти священные реликвии – 
живое доказательство миссионерской работы русского 
духовенства. 

Кроме того и сегодня в Корее проживает несколько сот 
православных верующих из России, окормляемых русским 
священником, который был прислан от Московского 
Патриархата для пастырской работы. 

В 2000 году мы отмечали столетнюю годовщину 
Православия в Корее. На этом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 
Святейший Вселенский Патриарх Варфоломей, митрополит 
Калужский и Боровский Климент в качестве представителя 
Святейшего Патриарха Алексия и несколько иерархов из Греции. 
При вступлении в новое тысячелетие были сформулированы 
новые планы развития православной миссии в Коре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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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уровню образованной Корейской Митрополии 
во главе с митрополитом Корейским Сотирием. 

 
Раширение внутренней миссии. 
 
В 1980 году в Корее была только одна православная 

община храма святителя Николая в Сеуле, состоящая из менее 
чем 200 активных верующих, возглавляемая архимандритом 
Сотирием Трамбасом. Подобно тому, как это было в случае с 
Сибирью, Японией, Аляско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наша 
внутренняя миссия стала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и достигать тех 
городов, где люди не знали о Православии. Мы распространяли 
нашу миссию в отдаленные места, где проживали только 1-2 
православных с тем, чтобы они могли участвовать в 
Божественной Евхаристии и причащаться Святых Тела и Крови 
Христовых. 

С 1980 г. были образованы 6 новых правосавных общин: в 
Пусане, Инчхоне, Чонджу, Паланг-ли, Чхунчхоне и Ульсане.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егодня у нас, включая храм св. Николая в Сеуле 
имеется 7 канонических православных храмов, входящих в 
Корейскую Мирополию. Во всех 7 храмах проводятся 
регулярные богослужения, а по  воскресеньям ипраздничным 
дням совершаются Божественные Литургии, за которыми звучат 
славянские и византийские песнопения [2]. 

 
Новый храм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2006 году Московский Патриархат образовал новую 

православную общину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 Пхеньяне и построил 
храм в честь Святой Троицы. 

Мы, клирики Православной Митрополии Кореи  посетили 
Свято-Троицкий храм в Пхеньяне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о 
приглашению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ославного Комитета и 
совершили воскресную Божественную Литургию с местными 
верующими и иностранными дипломатами с их семьями. 
Поскольку Православная Митрополия Кореи материально 
поддерживала Православный Комитет в Пхеньяне с 2003 года мы 
хотим вместе работать в одной святой апостольской традиции 
для достижения цели нашей общей миссии на земле, заповеданной 
Господом – всеправославного церковного единства в одной 
истинной семье нашего Господа. 

 
Духовное развитие православных верующих Кореи. 
 
В 2004 году, спустя 104 года существования 

Православных Русской и Греческой миссий в Корее, 
Православная Церковь в Корее была поднята до статус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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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итрополии Вселенского Патриархата и Его Преосвященство 
митрополит Сотирий был интронизован как первый митрополит 
Кореи в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ославия. Сейчас в Корее около 
3000 православных верующих, активных членов 7 православных 
храмов Сеула, Пусана, Инчхона, Чонджу, Палангли, Ульсана, 
Чунчхона.  В каждом из этих храмов имеется приходской 
священник, который занимается всей пастырской работой и 
совершает Божественную Литургию. 

 
Моя миссионерская работа как приходского 

священника в Корее в течение 27 лет. 
 
В августе 1980 года я был приписан к храму святителя 

Николая в Сеуле, где я прослужил до 1989 года, когда я был 
назначен настоятелем храма святого апостола Павла в Инчхоне в 
Корее Во время моего служения в Сеуле мне было благословлено 
участововать в миссионер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архимандрита Сотирия Трамбаса (сейчас митрополит Корейский 
Сотирий). Я участвовал в образовании 4 местных приходов:  
Благовещения Пресвятой Богородицы в г. Пусане, храма св. ап. 
Павла в Инчхоне, храма Успения Пресвятой Богородицы в 
Чонджу, храма св. апостола Андрея в Паланг-ли. 

 
В Инчхоне: 
Когда в 1982 году я прибыл в Инчхон для миссионерской 

работы, там была только одна православная семья, состоящая из 
4 человек. В начале сво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я совершал 
Божественную Дитургию в храме Англиканской Церкви  раз в 
месяц после того, как заканчивалась воскресное богослужение 
Англиканской Церкви.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 Православие в 
храме св. ап. Павла в Инчхоне крещено 136 человек. В 1993 году 
на месте зжания бывшей двухэтажной часовни была воздвигнут 
новый храм. Сейчас у нас есть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центр и 
Братский корпус, а также часовня в честь св. Иоанна Златоуста в 
дополнение к храму св. ап. Павла. В нашем храме организуются 
различные программы: изучение Библии, раз в месяц мы 
организуем бесплатные обеды для престарелых из нашей округи, 
есть воскресная школа, занятия со студентами, лекции о 
Православии для неправославных.  

 
В Якутии, России: 
В 1997 году я имел честь участвовать в торжествах, 

проводившихся в Якутске, посвященные 200-летнему юбилею 
рождения св. Иннокентия. Я участвовал в торжествах по 
благословению Его Высокопреосвященства Дионисия, 
митрополита Новозеландского и Его Высокопреосвященства 
Германа, архиепископа Якутского и Ленского. В 2002 года 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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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нова побывал в Якутске и в храме св. Николая г. Якутска я 
крестил семью из 8 якутян.  

 
Сегодня в Москве для меня большая радость и честь 

встретиться с друзьми из Якутии во время празднования 210 
годовщины рождения святителя Иннокентия Московского. 

Москва, а также 375 годовщины присоединения Якутии к 
России. 

Я хочу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этой возможностью выразить 
сердечн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от лица моих спутников, членов 
Общества милосердия храма св. ап. Павла г. Инчхона за то, что 
Вы пригласили нас участвовать в этом торжествен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а также нашу благодарность: 

 
1. Его Преосвященству Зосиме, епископу 

Якутскому и Ленскому, который пригласил нас на эти 
празднования.  

 
2. Афанасию Васильевичу Мигалкину, 

руководителю департамента по делам народов и 
федеративным отношениям Якутии, который любезно 
позаботился о нас, орагнизовав приглашения для нас и 
затем обеспечил наше пребывание в Москве.  Мы 
выражаем ему сердечн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а через него  мы 
передаем нашу сердечн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людям 
Республики Саха (Якутия) за то, что они встречают нас с 
такой теплотой, великодушием и гостеприимством!  

 
3. Егору Спиридоновичу Шишигину, 

директору национального музея Якутии, хорошо знакому 
с историей православия в Корее и способствовашего 
тому, чтобы сегодня мы представляли Корею в этом 
праздновании.  Ранее, в 1997 году, он сыграл важную 
роль в организац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честь 
двухсотлетия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святителя Иннокентия, в 
2000 г. он посетил Корею для участия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В текущем 2007 году он также был одним 
из организаторов торжеств, посвященных 210-летию этой 
даты.  

 
 
Святитель Иннокентий – покровитель нашей 

Православной Церкви в Корее. Поэтому для нас большая 
честь участвовать в торжествах в Москве, посвященных 210-
летию его рождения. Мы духовно насыщаемся, участвуя в 
этих торжествах в Москве, и когда мы вернемся на родин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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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ы поделимся полученной благодатью с нашими собратьями 
священнослужителями и православными верующими Кореи. 

Кроме того, с этих «Дней Якутии в Москве», 
посвященных  375-летию присоединения Якутии к России 
(совпадающих с 210-й годовщиной рождения святителя 
Иннокентия Московского) мы увезем множество 
замечательных впечатлений о великолепной Москве, столице 
славной России, которая послала нам первых миссионеров, а 
также о нашем уважаемом, творческом и продуктивном 
соседе – Республике Саха (Якутии). 

 
Наконец, я хотел бы выразить глубокое почтение и 

наилучшие пожелания от наших собратьев-священнослужителей, 
верующих православной митрополии Кореи Вашим 
Превосходительствам, Вашим Высокопреосвященствам, Вашим 
Преосвященствам, уважаемым дипломатам, священнослужителям 
и всем братьям и сестрам во Христе.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за ваше внимание.  
 
 
Примечания: 
 

1. Решение Священного Синода номер 
2195/2-4, июль 1897. 

 
2. 20 июня 2004 года в храме св. Николая г. 

Сеула прошла церемония основания новой митрополии и 
интронизация ее первого митрополит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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