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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
용서와 화해의 해, 냉담 교우 회두와 선교에 힘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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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양병주 분도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루카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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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의 말씀

일용할 양식
예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청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주는
양식, 이 양식을 하루만 청할 것이 아니라 매일 청하라고 하십니다. 이 양식은 밥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마라.’고 하신 것에 있습니다. 마태오 복음과
루카 복음에서 그렇게 알려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
까? 걱정하지 마라. … 그런 걱정은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마태 6,31-32
; 루카 12,29-30) 다른 민족이 애써 찾는 양식이 아닌 다른 ‘일용할 양식’을 청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양식이 아닌, 예수님께서 청하라고 하시는 그 일용할 양식은 오늘 하루 아버지
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는데 필요한 은총, 오늘 하루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은총, 오
늘 하루 사랑하도록 힘을 주는 은총, 오늘 하루 용서하도록 힘을 주는 은총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
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총이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제1독서에서 아브라함은 소돔을 구하기 위하여 끝까지 매달립니다. 자신이 아니라 소돔의 사람들을 위
해서(물론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었지만) 그렇게 매달립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한밤중에 빵을 구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자신이 배고프면 그냥 잘 수
있지만, 친구의 배고픔을 위해서는 끝까지 매달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빵을 얻기 위해 사람이 사람에게 줄
곧 매달리듯이 하느님 아버지께 끝까지 매달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매일 아침 하느님 아버지께 매달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느님의 자녀로
서 살아가게 하는 양식을 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뜻
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랑하는데 필요한, 용서하는 데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
느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전하
십니다.

박승재 알로이시오 신부 | 본리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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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의 현장

미사가 끝났으니…
철없던 시절, 어머니의 손길과 강요에 의해 미사

의 태도는 마치 ‘그래 너희들이 뭔 이야기를 하는지

를 다닐 때 가장 듣기 좋았던 말은 바로 “미사가 끝

한번 들어나 볼게’ 하는 듯 삐딱한 자세로 앉아 있

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였다. 그때는 ‘지루

는 것이었다. 그중에서도 거만하게 앉아 있는 한 녀

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친구들과 놀아도 된다.’ 뭐

석을 중심으로 시시덕거리며 강의를 듣는 둥 마는

이런 의미로 들렸기에 그랬던 것 같다. 청년이 되고

둥 하는 무리가 내 눈에 들어왔다. 그때 마치 성령

서도 그저 철없던 때와 양상만 달랐지 자유를 얻은

께서 저 녀석의 눈을 보고 강의를 진행하라고 하시

것 같은 생각은 같았다. 그러다 문득 ‘복음을 어떻

는 것 같았다. 그래서 부족한 영어였지만 그 녀석의

게 전하라는 것이지?’ 하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본

눈만 바라보면서 선포하고 가르쳤다. “네가 사랑받

적이 있었다. ‘만약 내가 친구들에게 “복음을 믿어

는 하느님의 아들이다.”라고.

라” 하고 말하면 친구들이 알아들을까? “복음이 뭔

강의가 끝나고 잠시 휴식시간이 주어졌다. 그들

데?” “기쁜 소식이야.” “뭐가 기쁜 소식이냐고?” “아

이 밖에 나가서 잠시 쉬고 돌아왔을 때 나는 깜짝

까 말했잖아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그 복음이 뭐

놀랐다. 그 녀석의 눈빛이 달라진 것이었다. 갑자

냐고?” “귀가 먹었냐? 기쁜 소식이라고 몇 번을 말

기 진지하게 나머지 강의와 프로그램에 임하는 것

해야 알아듣니 인마!”’ 이런저런 생각 속에 자신감

에 선교사들도 놀랐다. 그 아이 옆에서 시시덕거리

은 온데간데없고 ‘그래, 친구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던 다른 아이들도 더 이상 장난치지 않고 그 아이

는 말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론을 내렸다.

의 눈치를 보면서 피정에 잘 임하는 것이었다. 피정
을 마치고 학생들이 돌아갈 때 그 아이가 내게 와서

뉴질랜드에서 우리는 중고등학교에 피정을 지도하

“Titus, thank you!” 하고 손을 내미는 것이었다.

러 다녔다. 영어를 잘 못하는 때인지라 주로 찬양과

나는 그때 알았다. 그 보스 역할을 하던 아이에게

마임으로 피정 지도에 참여하곤 하였다. 그러던 어

“네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다.”라는 그

느 날 나도 강의를 하나 맡게 되었다. 피정 지도 하

말이 복음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믿는다. 그

루 전날 기도하면서 강의를 준비했지만 막상 학생들

진리의 한 마디가 그 학생의 삶을 변하게 했다는 것

을 보고 피정 프로그램의 첫 순서가 진행되자 긴장

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사랑

되기 시작했다. ‘영어도 잘 못하는데 버벅거리다가

받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그 말이, 그 정체성이 바

학생들에게 창피당하고 선교회에 누를 끼치면 어떡

로 복음인 것이다.

하지?’ 하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장소가
교실이 아니어서 학생들은 자유롭게 바닥에 앉기도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고 소파에 앉기도 하였다. 강의가 시작되자 그들
최봉근 디도 선교사 | 가톨릭세계복음화 ICPE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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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영성

노래하는 작은 천사들

뿌에리 깐또레스(PUERI CANTORES)
오는 8월 13일 창단 25주년 기념 감사음악회
빈, 텔처, 프라하, 성 마르코, 오

년부터 2018년까지 3년마다 개

성령강림대축일에는 바티칸 성 베

데사, 드레스덴 십자가, 파리 나

최되는 국제 그레고리오 성가 페

드로 대성전에 초청받아 미사 때

무 십자가…, 세계적으로 이름난

스티벌에 초청받아 벨기에, 프랑

성가를 부르는 등 세계 문화교류

소년, 소녀합창단과 견주어도 뒤

스, 이탈리아에서 연주회를 가졌

와 가톨릭 복음전파의 사절단이

지지 않을 명성과 실력의 소년소

으며, 바티칸에서 성 요한 바오로

자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합

녀합창단이 우리 교구에도 있습

2세 집전 성령강림미사에서 성가

창단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니다.

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독

대구대교구 가톨릭음악원(원장

올해로 창단 25주년을 맞

일, 헝가리, 폴란드(2002년), 일

이상영 신부)에 소속되어 1999

이한 뿌에리 깐또레스(P ueri

본(2004년), 호주 시드니 오페라

년부터 핸드벨(5옥타브) 음악 보

Cantores : ‘노래하는 어린이들’

급에도 앞장서고 있는 뿌에리 깐

이라는 뜻의 라틴어)는 가톨릭 교

또레스는 2019년 현재까지 무려

회의 전통적인 전례를 재현하려

370명을 배출하였습니다. 그중

는 열망과 찬미를 통해 선교에 일

70명의 졸업생들은 국내외에서

익을 담당하고자 1994년 9월 17

음악을 전공하고 있으며 졸업생

일 김정선 가타리나 수녀(샬트르

들로 구성된 여성 중창단 ‘뿌엘레

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에 의

깐또레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 창단된 국내 최초의 그레고리

오는 8월 13일 화요일 저녁 8시

오 성가, 무반주 합창 전문 합창

수성아트피아 용지홀에서 개최되

단입니다.

는 창단 25주년 기념 감사음악회

1997년 대구, 서울에서 창단 연

는 주로 졸업생들의 작품과 연주

주회를 가진 이래 계산주교좌성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관

당 100주년 기념음악회, 대구 지

하우스(2011년), 미국 서부(2014

심과 사랑으로 성원해 주시고 기

하철 참사 1주 추모제 ‘레퀴엠’ 전

년) 등지에서 초청을 받았으며 모

도해 주신 교구민들과 은인들께

곡연주, KBS 성탄특집 ‘열린 음

나코 왕실 소년 합창단과도 협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석 무료로

악회’, 수성아트피아 ‘고 음악 페

하고(2016년), 제7회 헝가리 국제

초대하오니 아름다운 천사의 울

스티벌’ 등 수많은 국내 연주회를

그레고리오 성가 페스티벌(2017

림 안에서 천국을 맛보는 뜻깊은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

년)에 참가했으며, 지난 2018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공연문의 | 053-255-4847 (홈페이지 : www.pueri0917.com)
④ 연중 제17주일

기도의 창

봉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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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소서.
오 주님,
저의 모든 자유를.
저의 기억, 저의 마음
그리고 저의 의지
모든 것을 받으소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당신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 모든 것
돌려드리오니
당신의 뜻에 따라 처리하소서.
저에게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주소서.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 밖에 아무것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아멘.
성 이냐시오 데 로욜라 (St. Ignatius de loyola, 1491~1556)
사제, 예수회 설립자, 피정과 영성 수련의 수호성인

지혜의 숲

매개
“당신은 왜 스승이 필요하오?”
어떤 제자의 방문객이 물었습니다.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물을 데우려면
불과 물 사이에 매개물로서
그릇이 필요하지요.”
대구주보 ⑤

오늘의 전례
콜로 2,12-14
제 2 독 서

제 1 독 서

창세 18,20-32

화

◎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답

송

복

음

루카 11,1-13

복 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 알렐루야.

영성 체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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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서지에서도 미사드려요 !
| 경주 유적지, 보문 관광 단지
성건본당 ☎ (054)749-8900

(경북 피서지 주변 성당 안내)

| 대진 · 고래불 · 거무역 · 대신 ·
장사 · 남호 해수욕장, 백암 온천

| 청량산 도립 공원
봉화본당 ☎ (054)674-1781

성동본당 ☎ (054)776-1841

강구본당 ☎ (054)733-4003

황성본당 ☎ (054)771-7817

영덕본당 ☎ (054)733-0511

| 칠포 · 월포 · 화진 해수욕장

후포본당 ☎ (054)788-2157

흥해본당 ☎ (054)262-2258

| 구룡포 해수욕장,

영해본당 ☎ (054)733-6880

대보면 해맞이 광장

| 포항 · 송도 · 북부 해수욕장

| 문경새재

덕수본당 ☎ (054)246-6311

문경본당 ☎ (054)572-0531

죽도본당 ☎ (054)273-3441

| 울릉도, 독도

| 희방사, 부석사

청송본당 ☎ (054)872-2051

도동본당 ☎ (054)791-2047

풍기본당 ☎ (054)636-2204

진보본당 ☎ (054)874-2397

천부본당 ☎ (054)791-6047

| 망양 · 봉평 · 후정 해수욕장

| 직지사(김천)

울진본당 ☎ (054)783-2130

대신본당 ☎ (054)437-1785

북면본당 ☎ (054)783-1965

평화본당 ☎ (054)434-1785

구룡포본당 ☎ (054)276-2439

| 국립공원 주왕산, 월외 폭포,
약수터

끊임없이

⑥ 연중 제17주일

박성규 엘리지오

미 사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7월 29일(월) 10:30 범어성당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신앙을 통한 내가 보는 눈, 네가 보는 눈
일시: 매월 첫째주 토, 일 13:00~17:00
장소: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내용: 나눔을 통한 자신 이해와 친교 나눔
대상: 만35세 이하 세례를 받은 미혼 여성
문의: (010)3515-1773
첫 토요일 성모신심 대피정
일시: 8.3(토) 10:00
내용: 찬양미사, 고해성사, 안수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셔틀: 영남대역 4번 출구 9:30
문의: 진량성당, 856-7676
제35차 신·구약 성경 통독 피정
일시: 8.3(토)~11(일) 8박 9일
장소: 성령강림사도수녀회 루하피정센터
문의: (010)3758-3572

-

-

강사: 프릿츠 마스카레나스
문의: ICPE선교회, (010)7535-9111

대상: 템페라화에 관심있는 누구나
문의: 대가대평생교육원, (010)2395-2234

성모 승천 전례 피정
일시: 8.13(화) 16:30~15(목) 13:30
장소: 왜관성베네딕도피정의집
참가비: 19만원, 대구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054)971-0722 / (010)9877-4739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마감: 9.30(월)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문의: (031)360-7635 / (010)7470-7966
http://cyberbible.casuwon.or.kr

예수고난봉쇄수녀회 성소 피정
일시: 9.21(토) 15:00~22(일) 14:00
장소: 청주 예수고난봉쇄수녀회
문의: (043)295-5940
cpnunskorea@catholic.or.kr

해외선교사 귀국 프로그램
일시: 10.14(월)~18(금)
대상: 해외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선교사
(귀국한지 1개월 이상)
주관: 한국해외선교사교육협의회
신청: (02)953-0613

낙태 후 화해 피정
일시: 9.27(금)~29(일) 2박 3일
장소: 성빈센트환경마을 / 참가비: 무료
문의: 착한목자수녀회, (010)9318-1366
한국 틴스타와 함께합니다.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발: 매월 1회, 4박 5일 / 65만원
지역: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지도: 송진욱 신부 / 주관: 가고시마교구
문의: (010)3645-9028

교육 | 모집 | 기타

청년 하루 성경 통독 피정
일시: 8.10(토) 9:00~17:00
장소: 바틀로교육센터
대상: 요한 복음 통독을 원하는 청년
문의: (010)9861-6691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하반기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도서, 진료안내, 기타
대상: 만65세 이하 건강한 남·여
(비신자 포함)
문의: 650-4442 / (010)2586-4442

ICPE 새로운 복음화 학교 SONE 피정
일시: 8.10(토) 19:00~15(목) 15:00
장소: 예수성심영성센터(부산 금정구)

황금 배경 템페라화(이콘화) 기초 과정 모집
일시: 9.4~12.4 매주 수(오전, 오후반)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하양캠퍼스

대구가톨릭치매센타 입소어르신 모집
2018년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6-2141~2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9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건강검진은 암 조기 발견에 좋습니다.

(FM 93.1MHz) 오늘의 강론 7월 29일(월) ~ 8월 3일(토) 06:50, 17:50 김동현(요셉) 신부

14:30~16:30,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청도성모유치원 조리사 채용

강사: 김길수(사도요한) 교수

자격: 한식조리사 자격증

수강료: 10만원

근무: 월~금 9:00~14:00

치유 피정: 8.3(토) 15:00~4(일) 1박 2일

문의: (054)976-6219 / (010)9407-6219

서류: 이력서, 자격증 사본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

2019학년도 2학기 신학·성경 수강생 모집

문의: 청도성모유치원, (054)373-6043

차량: 설화명곡역 2번 출구

영성신학, 그리스도론, 교리교수법,

흥해성당 새성전 성물 봉헌 받습니다

문의: (010)9045-0191

성경입문, 모세오경, 시편과 지혜문학,

문의: 흥해성당, (054)262-2258

공관사도, 철학, 히브리어, 교회사 등

예수성심시녀회 남대영기념관 안내

행사 | 모임
2박 3일 성령 묵상회
일시: 8.9(금) 13:00~11(일) 17:00

교육 | 모집
하계 젊은이 성령 세미나

개강: 9.6(금)

일시: 8.23(금)~25(일), 꾸르실료교육관

문의: 가톨릭신학원, 660-5105

대상: 만19세~40세 청년

신·구약 성경 공부와 마음에 말씀 담기

예성상담센터: 상담, 통합놀이치료

신청: http://dcy.co.kr

접수: 7.29(월)부터 선착순

수지에니어그램 대구센터

주최: 교구 청년국 젊은이기도회

강의: 월·화(밤반), 화·수·목(낮반)

문의: 629-1117 / (010)8687-9114

문의: 정유란, (010)8360-1393

장소: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내

제6회 서울가톨릭국제미술대전

성경 총정리 집중강좌

문의: (010)2512-4627

일시: 8.31(토)~9.1(일) 10:00~16:00

성바오로수도회 말씀학교 영성 강좌

주제: 품다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선착순 130명)

일시: 8.30 매주 금 10:00~12:30

주최: 서울대교구

강사: 황하철 신부 / 5만원(중식 제공)

장소: 프란치스카눔(월배성당 뒤)

주관: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과목: 히브리서간 / 무료

문의: (02)3142-4504 / www.sciac.net

박성대 요한 신부와 함께하는 거룩한 독서

문의: 양은철 신부, (010)9333-6260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일시: 9.5 매주 목 10:30~12:00

성지안내봉사를 위한 ‘한국천주교회사’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장소: 1대리구청 강당

일시: 9.3~12.3 매주 화 19:00~21:00

문의: (02)764-4741~3

대상: 원하는 사람 누구나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

http://www.holyfcac.or.kr

등록비: 무료

강사: 이찬우(다두) 신부

문의: (010)5595-4412

회비: 6만원(교재비 별도)

2019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한국성인의 영성 강좌

문의: 성지안내봉사회, (010)6610-6103

개강: 8.17 매월 1, 3주 토(10회)

채용 | 안내

대관: 소품 전시, 연주, 교육 세미나
가실마루: 카페, 상설 전시, 세미나실

접수: 10.1(화)~31(목)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