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순 제3주일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요한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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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전례 6면 >



  ‘지향(志向)’은 행위의 숨은 뜻을 말하고, ‘표양(表樣)’은 행위의 겉모습을 뜻합니다. 지향과 

표양의 뜻을 생각하며 성전 정화 사건을 보겠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의 지향은 하느님의 집에 

대한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끈 채찍을 휘두르셔서 성전 마당을 난장판으로 만드셨

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요한 2,16)는 아버지 집이 시장터

로 변한 모습을 용납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열정이 과격한 표양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유다인들의 질문은 점잖은 표양으로 진행됩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 줄 수 있소?”(요한 2,18) 그러나 그들의 지향은 어떠했을까요? 진실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로 밝혀서 자신들이 옳

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것이었을까요?

  이처럼 우리 역시 지향과 표양이 상반된 상황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아야합니다. 위의 경우를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지

요. 겉과 속이 같은 채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못하기에 우리의 일상은 

고통이 더 크지 않을까요? 예수님처럼 거친 표양 뒤의 착한 지향은 당장은 오해를 사더라도 

결국 이해로 결론지어집니다. 하지만 유다인들 같은 점잖은 표양 뒤에 숨은 악한 지향은 관계

의 단절과 상처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때때로 사제나 수도자의 거친 표양에 상처를 받거나 봉사자들의 유사한 언행에 상처를 입

고 신앙생활을 힘겹게 해나가셨던 경험들이 크든 작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위

와 유다인의 행위를 살펴보면서 신자 여러분이 지향을 먼저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정성껏 드

립니다. 또한 나의 표양이 참된 지향을 바탕으로 하는지에 대한 성찰을 해보는 한주간이 되

어 보는 건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겉과 속의 일치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져서 서로에게 평화

와 기쁨이 되기를 바라며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일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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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운철 마르첼리노 신부 | 용성본당 주임

겉과 속



  찬미예수님, 대구대교구 평신도 교형자매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2017년 평신도 주일(11월 19일)부터 2018년 평신도 주일(11월 11일)까지 한 해 동

안 평신도 희년을 살고 있습니다. 평신도 희년은 한국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한국평협) 창립 50주년

을 맞아 특별한 청원 과정을 거쳐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신도 희년을 알차게 살아냄으로써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은 교구 성모당 봉헌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100년 전 성모당이 봉헌

될 당시 드망즈 주교님의 ‘주교관 건립’, ‘신학교 건립’, ‘주교좌 성당의 증축’이라는 3가지 원의에 대한 순

수함과 절실함을 되새기며 그때의 절박한 상황을 살아가듯이 하여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구대교구 평신도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실천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교구 모든 평신도들이 최소한 백단 이상의 묵주기도를 드리는 ‘묵주기도 운동’에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드망즈 주교님의 3가지 원의에 따른 오늘날 교구 차원의 바람, ‘교구 쇄신과 발전’, ‘성소자 발

굴과 사제 양성’, ‘사랑과 복음의 기쁨이 가득한 본당과 가정’이라는 3가지 원의를 담아 성모님의 간구

를 청하는 묵주기도 운동에 함께하자는 것입니다. 각 본당과, 모든 단체, 그리고 신자 개개인이 다함께 

간절한 청원의 묵주기도를 바침으로써 교구가 본연의 모습을 찾고, 많은 사제가 날 수 있도록 하며, 형

제적 사랑과 성령의 은총이 충만한 본당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둘째는 한국평협이 제안한 ‘원격 입양제도’에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원격 입양은 일반 입양과는 달리 

양자(녀)가 양부모 집에서 양육되지 않고, 자신의 친부모와 함께 살면서 양부모가 보내주는 양육비로 

생활하면서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아 여러 나라 가정의 어려운 

어린이들을 입양한 후 양육비를 지원하여 그들의 식대와 교육비, 의료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 원격 입양 신청은 아시아 가난한 어린이에게 큰 희망과 안전을 주는 것이며 아시아 선교에 동참하

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한 방법이오니 적극 동참하여 평신도 희년의 기쁨을 함께 나누도

록 합시다.

  평신도 희년을 맞이하여 성모당 봉헌 100주년 기념 묵주기도 운동에 동참하고 한국평협에서 실행하

려는 원격 입양신청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희년의 나눔을 실천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복음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에 참여하여 복음의 기쁨을 함께 맛보도록 합시다!

평신도 희년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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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마티아 | 교구 평신도위원회 총회장

평신도 희년 운동에 동참합시다!



차에 주님의 향기를 담아 전하는

대구가톨릭차인회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다선일미(茶禪一味)라 하여 몸의 신성한 기운을 북돋우고 마음의 여

유를 구하며 맑은 정신세계를 찾아가기 위해 차를 즐겨 마셨습니다. 일상생활의 도를 끽다(喫

茶)와 관련지어 다도(茶道)로까지 발전하게 된 차는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참 많이 닮아있습니

다. 눈으로 차를 보고 귀로 물소리를 듣고 코로 향기를 맡으며 집중하면 모든 것을 잊게 됩니

다. 산만한 마음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진정으로 차를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다 많

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차를 도구로 ‘봉사’하고자 하는 이들이 모인 단체가 바로 

‘대구대교구 가톨릭차인회’(담당: 최환욱 베다 신부, 회장: 이미사 아녜스)입니다. 

  2011년 10월 차를 통해 봉사하려는 신자들이 뜻을 모아 ‘대구가톨릭 전통차연합회’라는 이름

으로 창단, 2012년 8월 16일에 교회 인준을 받고 그 이듬해 4월 20일 교구장님을 모시고 창립

미사를 드렸습니다. 현재 전통차를 사랑하는 대구, 포항, 구미 지역 62명의 여성 회원으로 구성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차로써 신자 상호간의 영성과 친목을 도모하며 봉사와 신앙심을 높인다는 설립 목적에 따라 

가톨릭차인회는 봉사 현장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사제 서품식과 성유 축성 미사 등 교구

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나와 그곳에서 전통차와 다식으로 기쁨을 나

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 11시에는 교구청 내 한옥(안익사)에서 성모당을 방문

하시는 분들에게 전통차를 무료로 대접해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관 개관 · 어르신 

어버이날 잔치 · 성가 발표회 · 성령기도회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활동을 펼

치고 있으며 국빈이나 이웃종교 인사 등의 교구청 방문 때에는 다찬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봉사활동 외에도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새로운 차 시연회와 월례회를 가지고 있으

며 매주 월요일마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차와 중국차, 일본차 및 홍차 등 차 수업을 

비롯해 다도와 다식 제작법 등 교육을 진행해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이유는 첫째, 차에는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등이 다량 함유 되어 건강에 이로움

을 가져오고, 둘째, 자신을 성찰하는 정신적인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으며, 셋째는 차를 대접

하며 상대를 편하게 해주기 위

한 배려의 예를 갖출 수 있기 때

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차를 마시듯 건강하게 회개하고 

배려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

라며 차에 담긴 주님의 향기를 

느껴 보시기를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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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복음화 



성수 축복 聖水祝福 <라> benedictio aquae <영> blessing of water

“축성”(consecratio)은 “축복”(benedictio)과 명확하게 구별해야 하므로, “성수 축성”이라는 말은 

“성수 축복”으로 바꾸어 써야 합니다. 

성시간 聖時間 <라> hora sancta <영> holy hour

예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예수 성심)과 수난 전날 밤의 고통을 기리며 특정 시간에 거행하는 

예식을 말합니다. 성체를 조배하는 시간이며, 일반적으로 성체를 현시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비

전례적 신심 행사로서 찬미가, 적합한 기도, 강론, 성체 강복으로 진행됩니다. 매월 첫 목요일이

나 첫 금요일 밤에 거행하는 것이 보통이나 다른 시간에 거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성야 聖夜 <라> vigilia <영> vigil

vigilia의 여러 가지 뜻에 따라, 부활 vigilia는 “성야”로, 일반 대축일의 vigilia는 “전야”로, 장

례 등의 vigilia는 “밤샘”으로 씁니다.

성유 聖油 <라> Oleum Sacrum <영> Holy Oils

교회 전례에 쓰는 거룩한 기름을 말합니다. 성주간 목요일 성유 축성 미사 때 주교가 병자 성유

와 예비 신자 성유는 축복하고 축성 성유는 축성합니다. 영적 자양분과 은총의 빛을 상징하며 

용도에 따라 “축성 성유”, “병자 성유”, “예비 신자 성유”로 구별하여 부릅니다. 

성인 기도 聖人祈禱 <라> communicantes <영> the communicantes

감사 기도 제1양식에서 성인들을 기억하며 바치는 기도문으로 “저희는 온 교회와 일치하여”

(communicantes) 단락으로, 정해진 대축일에는 “고유 성인 기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인의 통공 -通功 <라> communio sanctorum <영> communion of the saints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공로(功勞)를 서로 나누고 공유함을 뜻합니다. 지상의 순례자로 

있는 사람들, 죄의 용서와 정화(淨化)가 필요한 죽은 이들, 하늘에 있는 복된 분들이 모두 그리

스도 안에서 결합되어 오직 하나의 교회를 이루면서 자신의 선행과 공로를 나누고, 기도 안에서 

영적 도움을 주고받음을 말합니다. 신경에서는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고 하고, 그 말이 모든 성

도의 친교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용어 자체는 “성인의 통공”이라고 합니다.

성작 聖爵 <라> calix <영> chalice

미사에서 포도주를 성혈로 축성할 때 사용하는 잔으로 성작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는 작고 네모난 성작 덮개(<라> palla <영> pall)와 영성체 후 성작과 사제의 손과 입을 닦는

데 사용하는 작고 흰 아마포 수건으로 평상시에 길게 접어 성작 위에 걸쳐두는 성작 수건(<라> 

purificatorium <영> purificator)이 함께 사용됩니다.  

신앙의 재발견
 천주교 용어 28

대구주보 ⑤

아하~ 그렇구나!  

알쏭달쏭 천주교 용어

<발췌_ 천주교 용어집(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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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박성규 엘리지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성실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독서 탈출 20,1-17 제2독서 1코린 1,22-25 복음 요한 2,13-25.

화답송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복음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영성체송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오늘의 전례

총대리 동정교구장 동정

2. 26(월) _ 2대리구 교구장대리 취임미사

2. 27(화) _ 선목학원 신임 교장 임명장 수여식

2. 28(수) _ 1대리구 교구장대리 취임미사

3.   1(목) _ 대신학원 입학미사

3.   1(목) _ 흥해성당 초 조각 전시회 오픈식

“살인하지 말라.” (탈출 20,13)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복음 60항)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총 100만 5천명의 서명(대구 4만 2천명)을 봉헌하였지만, 더 많은 참여가 필

요하기에 2차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신자가 있다면  ‘제2차 낙태죄 폐지 반

대 서명운동’에 교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 본당과 기관에 비치된 서명용지에 서명합시다. (2018년 3월 18일까지) 

● 태아의 생명과 미혼모를 위한 기도를 바칩시다.

낙태죄 폐지 반대 2차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3대리구 성경대학 신입생 모집

낮반: (목) 14:00~16:00

저녁반: (목) 19:30~21:30

수강료: 1학기 6만원

문의: 3대리구청, 641-5678

성베네딕도회왜관수도원 성소 모임

기간: 3.10(토) 15:00~11(일) 13:00

장소: 성베네딕도회왜관수도원 본원

문의: (010)8353-2323, 페이스북 ‘베벗방’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3.10(토) 14:00

3.11(일) 10:00, 14:00

장소: 부산 부곡동 본원

문의: 루카 수녀, (010)9319-1690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매월 셋째주 일 14:00

장소: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대구 분원

문의: (010)5139-1984

제17차 영성 무료 치유 대피정

기간: 3.16(금) 22:30~17(토) 16:00

준비물: 세면 · 필기 · 미사도구

신청: 부산교구 성령봉사회영성의집,

(055)382-9465~6 전화접수

꽃동네 사순 특별 침묵 피정

기간: 3.23(금)~25(일)

장소: 꽃동네사랑의영성원 / 12만원

지도: 꽃동네 수도 사제

특별강사: 오웅진(사도요한) 신부

문의: (043)879-8500 / (010)8880-8286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피정(권민자 수녀)

3박 4일 피정: 4.26~29 / 5.4~7

8박 9일 피정: 4.12~20 / 5.22~30 

40일 피정: 4.10~5.19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신청: (010)4906-5722 / (031)953-6932

제주면형의집 피정

수도회 수사와 제주성지 · 평화 · 역사

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 · 오름트레킹

기간: 3.12~14 / 3.18~21(추자도)

4.2~5(추자도) / 4.9~11 / 4.14~16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제주 성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기간: 3.15~17 / 3.20~23 / 4.2~4

4.6~8 / 4.10~13 / 4.15~17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64)796-9181

2018 교황청어린이전교회 꿈나무 캠프

기간: 8.14(화)~16(목) 

장소: 대전 살레시오청소년수련원

대상: 초3~6학년 / 선착순 300명

비용: 비회원 12만 5천원, 회원 8만원

문의: (02)2268-7103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일자: 4.11(수), 안명옥 주교와 함께하는 

동부유럽 / 경비: 385만원(11박 12일)

일자: 4.18(수), 성모님 발현지

경비: 395만원(11박 12일)

문의: (02)2281-9070 / www.cttour.org

45차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기간: 6.4~16(12박 13일) / 380만원

주관: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이스라엘

성지한국대표부 / www.terrasanta.kr 

문의: (02)6364-5648

미국 가톨릭사립학교 정규입학 설명회

일시: 3.17(토) 11:00(전화신청 필수)

대상: 초5~중3 / 현지 학교 관계자 참석

주최: 그리스도의레지오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 문의: (02)2258-8983 

http://oakinternational.co.kr

경주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3월 5일(월) 11:00 성동성당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3월 6일(화) 11:30 계산성당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선교회 월례미사 3월 5일(월) 11:00 계산성당 경주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3월 7일(수) 19:00 용강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3월 5일(월) 11:00 죽도성당 향심기도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3월 10일(토) 14:00 만촌3동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3월 5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 -

미 사

대리구

성소 | 피정

교육 | 모집 | 기타



제3차 가나 피정

기간: 3.10(토)~11(일), 한티피정의집

대상: 결혼한 지 5년 이하의 부부

참가비: 부부당 4만원(1인 2만원)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파스카 청년 성서 모임

성경공부를 함께할 청년들 모집합니다.

단계: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등

문의: 교구 청년국, 255-1582

흥해성당 새성전 건립 기금 마련 초 조각전

기간: 2.28(수)~3.6(화)

장소: 대가대 CU갤러리(매일신문사 1층)

내용: 초 조각 특별 전시 및 판매 

문의: 흥해성당, (054)262-2258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경 공부와 주일 복음 읽기 

기간: 3.12~6.11 매주 월 14:00~16:00

장소: 교구청 내 교육원 다동 제1강의실

강사: 황하철 신부 / 신청비: 5만원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심리치료 및 상담 재능기부 전문가 모집

자격: 해당분야 석사과정 · 2급 수련 이상

서류: 이력서, 교적증명서, 자소서

제출: kim-sinbu@hanmail.net

문의: 교구 소람상담소, 250-3100

55차 본당 맞춤형 선교대학 개강

일시: 3.24(토) 10:30~16:00

장소: 계산문화관

신청비 무료, 중식제공

주관: (사)가두선교단, 781-6100

가톨릭여성합창단 단원 모집

오디션: 3.8(목) 16:00

연습: 매주 목 14:00~16:00

장소: 교구 여성교육관 

여성위원회의실

대상: 만55세 이하의 교구 여성

한티 교우촌 복원 재능기부자 모집

구들, 흙벽, 이엉 등

재능기부자 환영합니다.

문의: 한티피정의집, 

(054)975-5151

대구가톨릭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자격: 만 65세 이하 신체적, 정신적으

로 건강하신 남 · 녀(신자, 비신자 포함)

내용: 안내, 전례, 도서 등

신청: 대구가톨릭병원 원목실,

650-4442 / (010)6609-4438

3월 참 신앙을 위한 토요 특강

일시: 3.17(토) 10:00∼12:00

장소: 대구가톨릭대 신학대학(남산동)

주제: 영성생활의 원리와 기초

강사: 권오면(사베리오) 신부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쎈뽈 청년 성경 공부 마르코 복음서 개강

일시: 3.7(수) 19:30

장소: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말씀살이방

대상: 마르코 복음서의 예수님 사랑을 

체험하고자 하는 모든 젊은이

문의: (010)5925-5508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4박 5일: 3.12(월) 14:00~16(금)

8박 9일: 3.12(월) 14:00~20(화)

에니어그램: 4.13(금) 15:00~15(일)

문의: (031)946-2337~8

골롬반 평신도 선교(해외) 관심자 모임

일시: 3.11(일) 14:00~17:00

장소: 골롬반평신도선교사센터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도보 5분)

문의: (02)929-4841

http://www.columban.or.kr

대구SOS어린이마을 생활지도원 채용

자격: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

급여: 대구시 사회복지 종사자급여기준

http://daegu.koreasos.or.kr

2018 군종후원회 부활 위문품 신청

부활 군위문품을 보낼 예정이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3.16(금) / 접수: 본당 사무실

대상: 신자자녀 현역사병(의경, 전경포함)

※훈련병, 교육병, 부사관, 장교 제외

(FM 93.1MHz) 오늘의 강론 3월 5일 (월) ~ 3월 10일 (토) 06:50, 17:50 박창영 (레오) 신부

채용 | 안내

교육 | 모집

행사 | 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