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요한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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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전례 6면 >

연중 제17주일 2018. 7. 29.(나해) 제2116호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 | 성모당 봉헌 100주년을 맞으며 



  오늘 복음에서 필립보 사도는 이백 데나리온의 돈으로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군중이 너무 많아서 먹을 빵을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

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아마도 제자들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

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바로 그때 어떤 아이가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 빵을 안드레아

를 통해서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보리빵은 지금으로 말하면 너절한 음식입니다. 당시에 밀가루

로 빵을 해 먹었는데, 보리빵이라고 하는 것은 빈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렇게 가장 가난한 사람이 먹을 음식을 어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들고 옵니다. 왜 예수님께 들

고 왔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아닐 겁니다.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

랑표현이었을 것입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들 배가 고플 때, ‘예수님 역시 

배가 고프실 거야!’ 그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배고픔이 해소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에게서 빵을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손에 있는 빵을 받고

는 사람들을 자리 잡아 앉게 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 사람들

은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냥 그들

을 자리에 앉게 하시고는 그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십니다. 원하는 만큼의 빵을 그들에게 주

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어린아이의 보리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린

아이가 가진 가장 작은 것, 보이지도 않는 것, 누구나 다 너절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식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작은 것을 예수님께 가져갔듯이 내가 가진 가장 작은 것,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봉헌해야합니다. 사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 것도 가

진 것이 없는 사람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가장 작은 

것을 그분께 드릴 때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을 이루어주십니다.

주일의
말씀

② 연중 제17주일

이찬우 다두 신부 | 교구 사료실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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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의 비유풀이: 밭은 성도들의 마음?

앞에서 본대로 신천지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씩 찾아 읽고 외우게 합

니다. 이때 성경에서 숨어있는 답, 소위 ‘짝’을 찾아내 알려줌은 물론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나라를 비유로 들려주시며 ‘씨’를 소재로 하신 것을 잘 아시지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가라

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등이지요. 여기서 신천지는 예수님께서 ‘씨’를 ‘천국 비밀’이라고 하셨

다고 하면서 그 씨가 바로 하느님의 말씀임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씨’와 함께 신천지가 

천국의 비밀을 풀어줄 비유풀이로 드는 것이 “우리는 하느님의 협력자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밭

이며 하느님의 건물입니다.”(1코린 3,9)라는 대목에서 나오는 ‘밭’입니다. 신천지는 이 말씀과 함

께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

니까?”(1코린 3,16)라는 말씀을 들면서, “밭이 무엇인가? 밭은 바로 여러분 성도들이고 성도들

의 마음이며 교회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와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즉 바오로 사도는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끈 나는 하느님의 일꾼이

다. 심거나 물을 주는 나는 아무 것도 아니다. 오로지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하다. 여러

분은 하느님의 밭인데, 나는 그 밭에서 심거나 물을 주는 일꾼에 불과하다.” 라는 뜻으로 ‘밭’ 이

야기를 하신 것인데, 신천지는 바오로 사도의 이런 의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도들이 곧 밭

이니,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자라나고 성령의 새가 임하면 예수님같이 생명나무가 되고 천국이 

된다.”는 (비밀스러운?) 해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비유풀이: 나무는 사람?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밝혀 준다고 하는 신천지의 비유풀이 중, ‘씨’와 ‘밭’에 이어 ‘나무’를 살펴

봅니다. 신천지는 “만군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좋아하

시는 나무라네.”(이사 5,7), “산과 언덕들은 너희 앞에서 기뻐 소리치고 들의 나무들은 모두 손뼉

을 치리라.”(이사 55,12), “(나는) 이 백성은 장작이 되게 하여 〔*개역성경;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하리라.”(예레 5,14) 등의 말씀에서 “유다 사람들이 나무고, 

그 나무가 손뼉을 치니, 나무가 곧 사람이다!”라는 도식을 만들어 냅니다. 이렇게 “유다 사람들

은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나무와 같고, 너희가 하느님께 돌아오면 기뻐할 것이고, 산과 언덕들

이 기뻐 소리치고 들의 나무까지 모두 손뼉을 치리라.”는 성경말씀에서 “나무는 곧 사람”이라는 

(이상한) 도식을 억지로 만든 신천지는,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 “생명의 씨(말씀)를 심을 곳은 땅

도 흙도 짐승도 아닌 사람의 마음이다. 좋은 밭(마음)에 생명의 씨를 심었으니 생명나무가 난다. 

… 이 나무에 씨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가 되매 이 나무가 곧 천국이다. 이러

므로 예수께서 씨를 천국 비밀이라고 하신 것이다.”라는 (신비롭게 들리나 유치한) 해답을 제시

하는 것입니다. (다음 호에도 계속해서 신천의 성경풀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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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 

잔프랑코 벤투리 엮음 ┃ 오영민 옮김 ┃ 

280면 ┃ 15,000원 ┃ 바오로딸

주님 안에서 큰 희망과 용기로 

내일을 만들어 가는 장인이 되라는 초대

④ 연중 제17주일

미디어로 사는 
신앙생활

예비신자 교리서 사랑의 공동체  

  기존의 예비신자 교리서는 가톨릭에 대해 모든 것이 생

소한 예비신자들에게 낯설고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

다. 따라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핵심을 담고 있으며, 배

운 교리를 생활로 실천할 수 있는 교리서의 필요성이 대

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수녀회인 노틀담수녀회에서 

기존에 만들어져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노틀담 첫 영성체 

교리서를 기본으로 성인용 예비신자 교리서를 마련했습

니다. 이 교리서는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신

앙의 빛으로 비추어 줌으로써 올바로 생각하고 삶을 실

천하도록 이끌어 주며,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진정

한 소통과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이끌어 줍니다. 또한 하느님 사랑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 가치 전도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임을 일깨워 

줍니다.

교황님이 너에게 할 말이 있대

  올 8월에는 한국청년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고, 10월

에는 바티칸에서 젊은이를 주제로 한 세계주교시노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 내년 1월에는 파나마에서 세계 청

년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책은 젊

은이들에게 큰 선물과도 같습니다. 몇 년 동안 여러 나라

에서 전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주제별로 나누

어 엮은 이 책은 모두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

지막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함께 바치는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아울러 책 제목과 어울리는 산뜻한 표지와 웹

툰 형식의 본문 그림은 신선하고 유쾌한 웃음을 선사합

니다. 청소년이나 청년 교육 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입

니다. 젊은이들을 ‘신뢰’하고, ‘대화’를 시작하고, ‘친교’를 

나누고, ‘함께 자리하고자’ 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는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만드는 장인’이 되어, 세상에 맞

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되, 아름다움과 선과 진리의 가치

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당부하십니다. 

노틀담수녀회 교리교재 연구소 지음 ┃

교리서 136면 13,000원 ┃ 

교사교안집 176면  25,000원 ┃ 성바오로출판사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핵심을 담고 있으며, 

배운 교리를 생활로 실천할 수 있는 교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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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알쏭달쏭 천주교 용어

<발췌_ 천주교 용어집(2017)>

팔일 축제 八日祝祭 <라> octava <영> octave

부활, 성탄처럼 대축일부터 지내는 만 8일간의 축제를 말합니다. 

평신도 平信徒 <라> laicus <영> laity, layperson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신자를 말합니다. 『교회 법전』에서 사용되는 것처

럼, 교계 제도 안에서 신분의 구별과 개념상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때에 “평신도”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신자” 또는 “신도”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그 개념이 

성직자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 신자를 포괄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평의회(참사회) 評議會 <라> Consilium <이> Consiglio <영> Council

교구의 consilium은 “평의회”로 옮깁니다. 수도회 공동체의 통치와 관련하여 장상에게 협력하도

록 정당하게 선임된 평의원(참사)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장상들은 회헌의 규범에 따라 고유한 평

의회(참사회)를 두고 그 도움을 임무 수행에 활용해야 하는데, 때로는 법 규범에 따라 그들의 동

의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장, 관구장, 지역 장상 등은 모두 자신의 평의회(참사회)

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 법전』에는 “평의회”라고 번역되어 있으며, 수도회에 따라서 “참사회”(부

산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거룩한 말씀의 회 등), 또는 “평의회”(살레시오 수녀회 등)라

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플루비알레 <라> pluviale <영> cope

예식 규정에 따라 성직자가 거룩한 행위 때 입는 망토로서, 뒤쪽 덧댄 부분에 술이 달려 있습니

다. 비옷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피정 避靜 <라> recollectio <영> recollection, retreat

가톨릭 신자들이 영성 생활에 필요한 결정이나 새로운 쇄신을 위하여 일상에서 벗어나 고요한 

곳에서 묵상, 성찰, 기도 등 종교적 수련을 하는 일을 말합니다. 피정 장소로 성당이나 수도원, 

피정의 집 등을 이용합니다. 피정은 “피세정념”(避世靜念) 또는 “피속추정”(避俗追靜)의 준말입

니다. 

필레올루스 <라> pileolus <영> zucchetto

주교가 쓰는 낮은 반구 모양의 머리 덮개를 말합니다. “주케토”(zucchetto)라고도 부르며, 교황

은 흰색, 추기경은 붉은색, 주교는 보라색을 착용합니다. 

하느님의 종 <라> Servus Dei <영> Servant of God

하느님을 섬기는 이들과 하느님에게서 특수한 사명을 받아 수행하는 일꾼들을 이르는 칭호입니

다. 또한 성덕이나 순교의 평판이 높아 시복 시성의 안건이 시작된 가톨릭 신자를 말합니다.(시

성성 훈령 “성인들의 어머니” [Sanctorum Mater], 제4조 참조)



⑥ 연중 제17주일

꼼꼼히 확인을 박성규 엘리지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1독서 2열왕  4,42-44 제2독서 에페  4,1-6 복음 요한  6,1-15.

화답송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알렐루야.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오늘의 전례

피서지에서도 미사드려요 ! (경북 피서지 주변 성당 안내)

| 경주 유적지, 보문 관광 단지

성건본당 ☎ (054)749-8900

성동본당 ☎ (054)776-1841 

황성본당 ☎ (054)771-7817 

| 구룡포 해수욕장, 

대보면 해맞이 광장

구룡포본당 ☎ (054)276-2439

| 국립공원 주왕산, 월외 폭포, 

약수터

청송본당 ☎ (054)872-2051

진보본당 ☎ (054)874-2397

| 망양 · 봉평 · 후정 해수욕장

울진본당 ☎ (054)783-2130 

북면본당 ☎ (054)783-1965

| 대진 · 고래불 · 거무역 · 대신 · 

장사 · 남호 해수욕장, 백암 온천 

강구본당 ☎ (054)733-4003

영덕본당 ☎ (054)733-0511

후포본당 ☎ (054)788-2157 

영해본당 ☎ (054)733-6880 

| 문경새재

문경본당 ☎ (054)572-0531 

| 울릉도, 독도

도동본당 ☎ (054)791-2047 

천부본당 ☎ (054)791-6047

| 직지사(김천)

대신본당 ☎ (054)437-1785

평화본당 ☎ (054)434-1785

| 청량산 도립 공원

봉화본당 ☎ (054)674-1781 

| 칠포 · 월포 · 화진 해수욕장

흥해본당 ☎ (054)262-2258

| 포항 · 송도 · 북부 해수욕장

덕수본당 ☎ (054)246-6311

죽도본당 ☎ (054)273-3441

| 희방사, 부석사

풍기본당 ☎ (054)636-2204



자비의메르세다리아스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원하는 때 / 장소: 원하는 곳

대상: 해방의 영성을 살고자 하는 분

문의: 채세실리아 수녀, (010)9492-0295

http://www.mercedarias.kr

다락방 성소 모임

일시: 8.5(일) 11:00 미사~18:00

장소: 툿찡포교베네딕도 대구수녀원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010)8519-3431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사제 성소 모임

일시: 8.5(일) 10:0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문의: (02)924-3048

서울대교구 성마리아재속회 성소 모임

일시: 8.5(일) 14:00 / 장소: 전화상담 후

대상: 재속회에 관심있으신 미혼 여성

(제3회와는 다름)

문의: (010)6462-0385

첫 토요일 성모신심 소피정

일시: 8.4(토) 10:00

내용: 특강 · 미사 · 고해성사

영성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셔틀: 2호선 영남대 4번 출구 9:30

문의: 진량성당, 856-7676

8월 한티 피정

그대 어디로 가는가: 8.11(토)~12(일)

지도: 한티순교성지 홍승란, 김성록

나보다 더: 8.13(월) 10:00~16:00

지도: 한티순교성지 권동근(요한) 신부

문의: www.hanti.or.kr (054)975-5151

요나와 함께하는 침묵 피정

일시: 8.10(금)~12(일)

장소: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부산 본원

대상: 40세 미만 미혼 여성

문의: 루카 수녀, (010)9319-1690

1박 2일 젊은이 빈마음 피정

초대합니다!

일시: 8.11(토)~12(일) / 1만원(선착순)

장소: 성빈센트드뽈자비의수녀회 본원

문의: (010)8833-8107 

http://www.vincent.or.kr

신약성경(서간) 통독 피정

일시: 8.16(목)~19(일) 

장소: 베네딕도영성관 / 16만원

힐데가드 피정: 9.15(토)~16(일)

신청: 313-3425 / (010)7103-3425

성바오로수도회 말씀으로 마음 치유 

일시: 9월부터 10주

시간: 화 10:00~12:30

금 19:00~21:30

대상: 남녀 30~60대 신자

문의: 성바오로서원, 256-4592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마감: 8.31(금)

대상: 성경공부를 하고싶은 분

문의: (010)7470-7966

http://cyberbible.casuwon.or.kr

여대생 기숙사 과달루페집 모집

위치: 대전 서구 갈마로 187-1

주최: 성체선교클라라수녀회

문의: (042)534-8876

http://www.guadalupehouse.co.kr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해외 후원자 모집

해외 9개국 빈곤아동을 지원하고,

9개국 미사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관: 사회복지회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문의: 423-3008

대구가톨릭대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망설이는 환우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세요. 

후원: 대구은행 143-05-000-837-8

문의: 650-3528~9

성가어르신복지센터 입소어르신 모집

위치: 동명성당 뒷편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054)976-8123 / (010)4537-0916

고령성가의집(무료양로원) 어르신 모집

위치: 경북 고령 쌍림면

내용: 매일미사와 공동기도, 1인 1실 사용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일상생활 가능한 어르신)

문의: (054)954-1824 / (010)2362-7044

성소 | 피정

교육 | 모집 | 기타



하계 젊은이 성령 세미나

일시: 8.24(금)~26(일), 꾸르실료교육관

대상: 만 19세~40세 청년

신청: http://dcy.co.kr

주최: 교구 청년국 젊은이기도회

문의: 김정훈, (010)9584-8595

성모당봉헌 100주년 전례꽃꽂이 작품전

일시: 10.10(수)~12(금) 3일간

장소: 교구청 내 교육원 다동 대강당

자격: 본당제대꽃꽂이 봉사자

문의: (010)2501-1543

신 · 구약 총정리 집중 강좌

일시: 8.25(토)~26(일) 10:00~16: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선착순 130명)

강사: 황하철 신부 / 5만원(중식제공)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40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일시: 9.6~10.4 매주 목 9:30~14:30

장소: 꾸르실료교육관

마감: 9.3(월) / 신청비: 10만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 강좌

일시: 9.13~10.25 매주 목 14:00~17: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7회)

강사: 김혜숙(막시마) 선교사

교육비: 5만원 / 선착순 100명

신청: 교구 청소년국, 250-3067

요한 복음 성경 공부

일시: 9.14~10.26 매주 금 10시 미사 후

장소: 성서성당 / 수강료: 5만원(7주간)

강사: 김혜숙(막시마) 선교사

신청: (010)9875-3406

성마리아 영어성경대학 수강생 모집

낮반: 매주 수 15:00~17:00

저녁반: 매주 금 19:00~20:30

장소: 불로성당

과정: 창세기, 마르코 / 비용: 월 3만원

문의: 981-2035 / (010)2578-5535

성지안내 봉사를 위한 ‘한국천주교회사’

일시: 9.4~12.18 매주 화 19:00~2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

강사: 이찬우(다두) 신부

회비: 6만원(교재비 별도) / 선착순 30명

문의: 성지안내봉사회, (010)6610-6103

가정폭력관련시설종사자 양성교육 모집

교육기간: 9.11~11.3 매주 화, 토 

주 2회(선착순 접수)

문의: 카리타스가정폭력상담소 다옴

(구. 대구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253-1401

2018_2 대가대 평생교육원 모집

학점은행: 외식경영학 신설, 보건계열

사회복지 및 아동학, 음악전공

취미 · 교양 · 자격증 및 전문가 양성과정

음악원: 1:1레슨

마감: 9.1(토) 

신청: 660-5555~7

(사)빠스카교화복지회 생활지도사 채용

자격: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조건: 숙식 가능자(주중)

서류: 공개채용지원서 및 자소서

마감: 7.30(월) / 문의: (054)972-2664

채용공고: 홈페이지(pascha.or.kr)

가톨릭신문사 직원 채용

분야: 편집 · 취재 · 영상기자, 

투어팀 사원

마감: 8.19(일)

http://www.catholictimes.org

동명성당 화장실 신축공사 입찰

공개 입찰자를 찾습니다.

면적: 15평

문의: 동명성당, (054)976-8658

아사모(아프리카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께

이정우(알베르또) 신부님께서 지난 6

월 20일 선종하셨습니다. 그동안 후

원해주신 아사모 회원 여러분께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사모 회장 대행: (010)9541-5545

(FM 93.1MHz) 오늘의 강론 7월 30일 (월) ~ 8월 4일 (토) 06:50, 17:50 김성래 (하상바오로) 신부

채용 | 안내

교육 | 모집

행사 | 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