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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전례 6면 >



  회개의 시기인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회개는 삶의 진행방향을 하느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따

라서 우리는 회개하기 위해 먼저 삶의 방향에 대해 성찰해보아야 합니다. 성찰은 자기반성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내면세계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 모두를 포함하여 살피는 것입니다. ‘의식’은 스스로의 생각과 말, 행동을 조절

할 수 있는 영역을 뜻합니다. 그러나 ‘무의식’은 자기통제를 벗어나는 부분이며, 이는 꿈, 재치, 

말실수,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 사도는 변모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

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즉 무의식적으로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라고 말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한 이유를 복음은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었

다.’고 전해 줍니다. 예수님의 변모와 모세, 엘리야를 보게 된 제자들, 즉 ‘신비’를 체험한 그들은 

엄청나게 겁이 났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베드로 사도는 하느님의 신비를 체험했고 제정신

이 아닐 정도로 겁이 나서 자기도 모르는 속마음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 사도의 말과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그의 믿음이 단지 의식적인 면에

서 표면적으로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깊은 무의식마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

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면세계를 깊이 있게 탐색하고 통찰하여 이루는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내면세계의 깊은 무의식조차 하느님을 향해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루어 내

야 합니다. 

  그 방법을 오늘 두 독서는 삶의 과정에서 결정하는 ‘믿음의 선택’ 그리고 그로 인해 더욱 뿌리

를 내리게 되는 ‘믿음의 결심과 증언’으로 보여줍니다. 제1독서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떠올려봅시다. 그는 한평생 하느님을 믿었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인

간적인 잘못(창세 12,10-20 참조)도 저지릅니다. 미지의 사건에 대한 인간적이며 무의식적인 반

작용입니다. 그러한 삶의 과정을 반복하며 결국 소중한 아들마저 하느님께 봉헌해야 하는 ‘믿

음의 선택’을 해냅니다. 우리의 삶 또한 각자의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느님의 신비를 체험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나씩 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2독서 

바울로 사도의 고백과 같은 ‘믿음의 결심과 증언’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

다. 이것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의식’의 면만이 아니라 ‘무의식’

적인 면마저도 통합된 회개는 일상의 순간순간 속에서 훈련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일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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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섭 토마스 신부 | 소람상담소 소장

회개는 훈련입니다



신천지의 유혹과 거짓 

  신앙을 통해 또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의

미와 비전과 활력을 새롭게 찾고 싶어 하는 사람

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

들에게, 그리고 특히 기성교회에서 마음에 상처

를 입거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던 사

람들에게 신천지는 더 쉽게 손길을 뻗칩니다. (그

렇게 상처 입은 사람의 상당수가 가톨릭 신자들

이라고 하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많

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갈증을 풀어줄 듯이 보이

는 신천지에 미혹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천지

는 마치 시원한 음료수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

해 주는 듯하고, 사람답게 살기에 쉽지 않은 각박

한 현실에서 자신들이 찾고 있는 구원에 대한 속 

시원한 해답을 내놓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 그 

음료수는 안에 독이 들어 있으며 그 해답은 어디

까지나 제멋대로의 해답일 뿐입니다. 

신천지에 빠져드는 천주교 신자들

  신천지는 교세를 확장해 나가며 2011년부터는 

개신교 신자, 2016년부터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

까지도 포섭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신천지의 확

장세에 위협을 실감하여 그간 적극적으로 신천

지에 대해 예방 홍보 세미나를 열어왔지만, 이단 

사이비에 대한 경계심이 부족했던 천주교는 신천

지로부터 비교적 공략하기 쉬운 포교대상이 된 

것입니다. 신천지교회의 2인자로 교주 이만희의 

내연녀로 알려졌던 김남희는 한때 레지오마리애 

봉사자까지 했던 열심한 천주교 신자였기도 합니

다. 교주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로 불

리며 공공연한 사랑을 받던 김남희는 작년 11월 

소위 배도자(배교자)로 낙인찍혀 신천지에서 쫓

겨나게 됩니다. (다른 배도자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김남희의 경우에는 본인이 회

개하고 돌아온다면 교주가 다시 받아 주겠다는 

아량(?)을 보였답니다.) 그밖에도 인천과 부산교

구의 성직자들이 신천지로 개종을 하여, 신천지

로 천주교 신자들을 유도하는 추수꾼(위장신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빠져나오기 힘든 신천지

  광주에서 신천지에 빠져 만신창이의 몸이 된 

어느 여대생의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딸이 신

천지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딸을 신

천지에서 빼내려고 상담사와 면담일을 정했습니

다. 딸이 신천지로 도망을 가지 않게 방문을 닫

아걸었습니다. 그런데 3층이나 되는 아파트 창으

로 딸이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전주에서도 신

천지에 가기 위해서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린 피

해사례가 있습니다.) 상담사가 악마와 같은 존재

라서 자신의 영이 손상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신

천지가 심어둔 까닭도 있었지만, 사랑의 하느님께

서 당신을 믿고 의지하여 뛰어내린 자신을 꼭 구

해주실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온몸이 부서져 불구가 

되고나서야 자신이 사이비종교에 빠졌음을 깨달

았습니다. 이렇게 신천지는 잘못된 신념으로 소

중한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깊은 심연과 

같이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무서운 집단 

신천지를 조심합시다! (다음 호에서는 요한묵시

록과 신천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문의: 사목국 유사종교 담당, (053)25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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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유사종교

대구주보 ③

조현권 스테파노 신부 | 교구 사목국장

사이비예수교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신천지 2



  2017년 3월, 저희 평리본당은 ‘그리스도의 

젊은 사도, 청소년과 청년’이라는 교구장님의 

사목지침에 따라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 ‘안

드레아 문화교실’을 개강하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에 있던 어린이미사를 주일 오전 10

시 30분으로 이동하여 미사가 끝나면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주일학교 학생들은 

교리실에서 학년별 교리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지하 강당으로 내려가서 초빙된 

강사진들로부터 주제에 맞는 부모교육을 받습

니다. 학생들 교리와 부모교육이 끝나면 12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본당에서 제공되는 

점심식사를 함께 합니다. (주일학교 학생 무

료, 어른 5천 원) 

  점심식사가 끝나고 나면 1시 30분부터 약 

두 시간 동안 ‘안드레아 문화교실’이 시작됩니

다. 문화교실은 백화점 문화센터 같은 곳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자모회원과 주일학교 

친구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목은 풍물, 

합창, 기타, 댄스, 퀼트, 우쿨렐레 총 6개 반

이며 정원은 10명 내외로 수업료는 한 학기 5

만 원(재료비 별도)입니다.

  강사는 본당 안에서 우선적으로 섭외를 했

고 2차적으로는 타 본당에서 선정하여 이루

어집니다. 처음에는 문화교실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아무반이나 신청해

서 배웠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강자 본인 스

스로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점차 배우고 싶

은 과목도 생겨나면서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2학기가 되어서는 본인들이 정말 배우고 싶은 

과목을 신청하게 되었고 어떤 반은 조기에 마

감이 되어 아쉬워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연말에 그동안 배운 것들을 뽐내는 발표회

를 열겠다는 신부님의 말씀에 모두들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배움의 열정을 불살랐습니다. 

발표회가 임박하자 각 반에서는 평일에도 연

습을 하러 성당에 나오기도 하고 서로 다른 

반에 뒤질세라 정말 열심히 연습하며 준비하

는 가운데 작년 12월 23일 마침내 ‘안드레아 

문화교실의 첫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각 반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긴장감이 역력

한 가운데서도 그동안 배우고 닦은 실력을 유

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문화교실 가족들 중에

는 아빠와 아들은 기타반에서, 엄마와 딸은 

댄스반에서 가족 모두가 발표회에 참가하여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

는 팀도 있었습니다. 비록 서툴고 실수도 많은 

발표회였지만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 속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학원 때문에 주일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학

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학교에 방과 후 교실이 

있듯이 본당에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

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사교육

비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강사들에게는 일자

리가 늘어나 경제적 보탬이 될 것이고 주일학

교에는 아이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또한 본당

을 넘어 지역사회로까지 확대된다면, 이웃들

을 하느님께 초대하는 선교의 도구로도 활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④ 사순 제2주일

우리 본당 
화이팅!

이승은 클레오파트라 | 평리본당  홍보위원

평리성당 공동체 프로그램

‘안드레아 문화교실 첫 발표회’ 



성령 칠은 聖靈七恩 <라> sacrum Septenarium <영> seven gifts of the Holy Spirit

“성령 칠은”은 다음과 같이 한자어와 우리말을 함께 씁니다. 

· 지혜 知慧, 슬기 <라> sapientia <영> wisdom

· 통찰 洞察, 깨달음 <라> intellectus <영> understanding

· 식견 識見, 깨우침 <라> consilium <영> counsel

· 용기 勇氣, 굳셈 <라> fortitudo <영> fortitude

· 지식 知識, 앎 <라> scientia <영> knowledge

· 공경 恭敬, 받듦 <라> pietas <영> piety

· 경외 敬畏, 두려워함 <라> timor <영> fear of the Lord

성모 승천(대축일) 聖母昇天(大祝日) <라> Assumptio Mariae(Sollemnitas)

<영> Assumption of Mary(Solemnity)

성모 마리아께서 지상 생활을 마치시고 영혼과 육신이 하늘로 들어 올려지심을 기념하는 날입

니다. ascensio와 assumptio를 우리말로 구별하기가 어려우므로, “성모 승천”이라는 말을 그대

로 계속 사용합니다. 과거에는 “몽소 승천”(蒙召昇天), “피승천”(被昇天)도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성목요일 聖木曜日 <라> Feria Quinta in Coena Domini <영> Holy Thursday

성주간 목요일 저녁,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난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성체성사와 성

품성사를 세우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 주님 만찬 미사 중에 발 씻김 예식을 거행하며, 

미사를 마칠 때 성체를 성당 밖의 수난 감실에 옮겨 모시면서 주님 수난의 날이 시작됩니다. 

성무일도 <라> Officium Divinum

과거에는 성직자들이 날마다 바쳐야 한다는 의무적인 성격을 강조하여 “성무일도”라고 하였으

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시간의 성화라는 의미로 “시간 전례”라는 용어가 도입되었습니다. 

성반 聖盤 <라> patena <영> paten

성체를 축성할 때 사용하는 둥근 접시를 말합니다. 주로 사제가 영성체하는 큰 제병을 담으며, 

일반적으로 성작을 덮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수 聖水 <라> aqua benedicta <영> the blessed water

축복 예식에 사용하려고 사제가 하느님의 강복을 청하며 축복한 물을 말합니다. 신자들은 내적 

정화를 위하여 성당 입구에서 손끝에 성수를 찍어 십자 성호를 긋습니다. 또 성수는 축성과 축

복, 성전 봉헌식, 구마식, 장례 예절 등에 사용되며 가정에서도 사용하도록 장려됩니다. aqua 

benedicta는 “성수”, aqua baptismalis는 “세례수”라고 합니다. 

신앙의 재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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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주보 ⑤

아하~ 그렇구나!  

알쏭달쏭 천주교 용어

<발췌_ 천주교 용어집(2017)>



⑥ 사순 제2주일

다시 한 번 명심을 박성규 엘리지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매 순간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다가가 도와주겠습니다.”

제1독서 창세 22,1-2.9ㄱ.10-13.15-18 제2독서 로마 8,31ㄴ-34 복음 마르 9,2-10.

화답송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복음환호송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

는 그의 말을 들어라.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영성체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늘의 전례

 

총대리 동정교구장 동정

2. 20(화) _ 상반기 사제연수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이해하기 위한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기간: 3.10(토) ~ 11(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대상: 가나 강좌를 이수한 결혼한 지 5년 이하 부부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053)250-3077

기간:  3.8(목) ~ 4.12(목) 9:30~14:30 (5주간, 성 목요일은 쉽니다.)

장소: 중방성당   대상: 가족을 사랑하는 어머니면 누구나

마감:  3.5(월) 17:00까지(선착순 40명)   참가비: 100,000원

신청: (053)250-3077, (010)4134-3077 / Fax (053)250-3078

2. 20(화) _ 상반기 사제연수

2. 22(목) _ 대구가톨릭대학교 입학미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사제 성소 모임

일시: 3.4(일) 10:0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문의: (02)924-3048

3월 한티 피정

우리시대 웰빙과 힐링: 3.10(토)~11(일)

지도: 김정우 신부(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예수마음기도(침묵): 3.26(월) 10:00

지도: 권민자 수녀, 여영환 신부

문의: 한티피정의집, (054)975-5151

예수성심시녀회 우애 피정

기간: 3.24(토)~25(일)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앗숨 분원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문의: (010)9286-2247

2018 경산 베네딕도 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구. 가톨릭 어버이 성경학교)

입학식: 3.3(토) 14:00 / 개강: 3.9(금)

일반반: 성경전체 4년(금 10:00, 19:30)

심화반: 성문서(월 10:00, 19:30)

문의: (010)3311-2672 / (010)3465-5503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하고싶은 분 

마감: 3.31(토) / 문의: (031)8017-4239

http://cyberbible.casuwon.or.kr 

모래놀이치료사 기초교육

일시: 3.24(토) 9:30~19:00 

장소: 성토마스성당 교육관

문의: 박카타리나 수녀, (010)5635-1775 

김자영, (010)8802-6839

제27기 대가대 차이나포럼 원우 모집

개강: 3.19(월) 19:00(현재 접수중)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간식, 명사특강, MT, 졸업여행 등

수업료: 100만원(6개월 과정)

문의: 원장 김영택, (010)9494-8169

살레시오회 돈보스코직업학교 학생 모집

기간: 2018.3~12월(2월 예비학교 운영)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 · 기숙사비 무료, 수당지급, 

취업지원(최근 5년 평균취업률 98.4%)

대상: 만 15~30세 남자 / (02)828-3600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교육기간: 3.20~6.19 매주 화

주 1회(선착순 접수)

문의: 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253-1401 

지역주민을 위한 관절염 순환교육(18_1차)

일시: 3.14(수) 14:00~15:3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T관 

3층 데레사홀 / 문의: 650-4910

허리 · 목관절염 비수술적 재활치료

강사: 재활의학과 박기영 교수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성가양로원(무료양로원) 어르신 모집

위치: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한티가는 길

내용: 매일미사와 공동기도, 산책로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일상생활 가능한 어르신)

문의: (054)974-8122 / (010)6485-7796

미국 가톨릭사립학교 정규입학 설명회

일시: 3.17(토) 11:00(전화신청 필수)

대상: 초5~중3 / 현지 학교 관계자 참석

주최: 그리스도의레지오수도회 운영 미

국 학교법인 / 문의: (02)2258-8983 

http://oakinternational.co.kr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2월 26일(월) 10:30 범어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2월 27일(화) 14:00 신암성당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2월 26일(월) 11:00 도량성당 2월 27일(화) 19:30 다사성당

대구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2월 26일(월) 11:00 계산성당 2월 28일(수) 10:00 죽도성당

오순절평화의마을 후원회미사 2월 26일(월) 11:00 수성성당 2월 28일(수) 14:00 성토마스성당

- - 푸른군대 첫 토요 신심미사 3월 3일(토) 11:00 성모당

미 사

성소 | 피정

교육 | 모집 | 기타



흥해성당 새 성전 건립 기금 마련 초 조각전

기간: 2.28(수)~3.6(화)

오픈식: 3.1(목) 11:00

장소: 대가대 CU갤러리(매일신문사 1층)

내용: 초 조각 특별 전시 및 판매 

문의: 흥해성당, (054)262-2258

성김대건성당 독서콘서트

일시: 3.4(일) 12:00

주제: 시 속의 삶, 삶 속의 시

(첼로, 피아노 연주)

강사: 시인 유안진

문의: 742-2504

관덕정 사순 피정

일시: 3.3(토) 15:00

진행: 청년국 음악피정팀

문의: 관덕정, 254-0151

가톨릭미용인회 빛모임

일시: 2.26(월) 20:00

장소: 교구 가정복음화국 회의실

문의: (010)6560-3086

전례꽃연구회 월례회(사순 피정)

일시: 2.26(월) 10:00

장소: 꾸르실료교육관

회비: 1만원

내용: 죽는다는 것과 다시 산다는 것

강사: 김병수(루카) 신부

문의: (010)2501-1543

세계 여성의 날

일시: 3.10(토) 10:30~17:00

장소: 교구청 내 교육원 다동 대강당

특강: 그대 성모 앞에 선다면

주례: 장신호(요한보스코) 주교

문의: 교구 여성위원회, 245-6115

시니어평생대학 봉사자 성경공부

기간: 3.7~4.25 매주 수 13:00~17: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 / 10만원

주제: 하느님과 함께 쓰는 나의 예언서

강사: 윤일마 수녀 / 마감: 2.26(월)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새 미사경본에 따른 전례음악 연수

일시: 3.11(일) 13:30~17:00

장소: 대신학원 대강당

대상: 본당 성가단원, 수녀

주관: 교구 사목국, 250-3053

120차 선택 주말

기간: 3.16(금)~18(일), 꾸르실료교육관

대상: 20~35세 미만 미혼

문의: 교구 청년국, (010)7471-1662

http://www.dcy.co.kr

가톨릭여성합창단 단원 모집

오디션: 3.8(목) 16:00

연습: 매주 목 14:00~16:00

장소: 교구 여성교육관 여성위원회의실

대상: 만 55세 이하의 교구 여성

모세오경에서 만나는 하느님

기간: 3.8~6.14 매주 목 10:00~12:00

장소: 가톨릭문화관 2층 강당(교대역 앞)

강사: 정 아녜스 수녀(샬트르성바오로)

수강료: 3만원(한 학기)

신청: 가톨릭문화관, 476-6211

프란치스칸 영성학교

기간: 3.10~12.8 매월 둘째주 토 

시간: 14:30~17:00, 프란치스카눔

강사: 강주현(사도요한) 수사 신부

수강료: 4만원 / 대상: 누구나

문의: 재속프란치스코회, (010)3839-9203    

55차 본당 맞춤형 선교대학 개강

일시: 3.24(토) 10:30~16:00

장소: 계산문화관(신청비 무료, 중식제공)

주관: (사)가두선교단, 781-6100

2018년 1학기 신학 · 성경과정 수강생 모집

성사론, 윤리신학, 신구약성경, 구약성

경입문, 중국철학, 율법의의미와예수

의가르침, 이스라엘의지혜, 토마스아

퀴나스의철학과신학 / 개강: 3.6(화)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앞산밑북카페 영화상영

첫째주: 스웨덴 명화 10선

둘째주: 교황청선정 명화 10선

셋째주: 실크로드 세계사

넷째주: NGC 코스모스

일시: 매주 월 14:00 / 문의: 622-1900

(FM 93.1MHz) 오늘의 강론 2월 26일 (월) ~ 3월 3일 (토) 06:50, 17:50 임범종 (프란치스코) 신부

교육 | 모집

행사 | 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