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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씀

“참된 아름다움”

아픔이 없는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 아닙

드러내 보여주실 아름다움이며, 당신은 그

니다. 그래서 혹자는 아름다움이, 앓음 다음,

아름다움을 보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즉 앓은 만큼, 아픈 만큼 아름다워진다고

길로 나아가십니다.

이야기들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의
모습은 세상의 어떤 마전장이도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하고 아름답게 변합
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붙들고 그의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거룩한 변모를
통해 예수님 걸어가야 할 사명이 십자가의
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언제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십자가 곁에는 머물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의 아름
다움에는 머물고 싶어 하지만, 십자가
곁에는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때론
나에게 주어진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
하며 좌절하고, 나의 믿음조차 흔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십자가 곁에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아름답게
변모하신 주님의 곁에 우리 또한 온전히
머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이 이토록 아름답게
변모하신 이유는, 주님이 가야할 그 길이
그토록 아프고 고통스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간직한 아름다움만이 진정한 아름
다움이기에, 미리 제자들에게 당신의 아름
다움을 보여주십니다. ‘피로 옷을 빨았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통과 아픔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십자가 곁에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시록의 증언처럼, 주님의 옷이 이토록
아름답게 빛나는 이유는 당신이 흘리실
피로 세탁된 옷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름다움은 장차 우리들에게

김현우(가브리엘) 신부
태풍(28사단) 성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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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임금이시다.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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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2베드 1,16-19
◎ 알렐루야
○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마태 17,1-9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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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를 살다

성찬전례

예물 준비와 빵의 나눔 사이의 부분을 얼마

전체를 가리켜 ‘빵의 나눔’이라고 불렀습니다.

전까지만 해도 ‘성찬 기도’라고 불렀지만

성체의 빵을 참석한 자들의 수로 나누는 데는

지금은 ‘감사 기도’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앞서 바친 찬미의 기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필요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참석한 사람들이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리고

주님의 몸인 빵의 일부를 받음으로써 그것이

“포도주를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으로

함께 모일 때 그리스도의 몸 자신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사의 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빵 나눔을 바로

부분은 빵과 포도주로써 무엇인가가 이루어

미사 전체의 표시로 이해하였습니다.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변화를
미사의 주요 부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이 감사 기도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께서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피로 표현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중간 부분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제
홀로 그 말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변화의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기도의 일부, 바로
감사 기도의 일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지
않으면 빵과 포도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 말씀은 감사 기도 안에서 할 때만 거룩한
변화의 힘을 갖습니다. 감사 기도 전체가
아버지께 대한 감사 기도요 구원을 위한
기도며 예물의 변화입니다. 사도시대에는 미사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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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

상

오늘날 대부분의 성당에서 큰 제병을 사용
하지 않고 작은 사제용 제병을 사용하는데
이는 빵 나눔의 표시성을 제대로 드러내주지
못 합니다. 더구나 감실에서 성체를 건네주는
것은 과한 비교일지 모르나 잔치에 오신 손님
에게 냉장고의 음식을 꺼내 드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즉 지나간 미사성제의 성체를 영할
것이 아니라 방금 이 미사에서 감사 기도를
바친 성체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현행 성찬
전례는 최후 만찬 때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에 따라 예물 준비, 감사기도, 영성체
예식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최창덕 F.하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잡지 발췌』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예수님의 변모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이 땅에서의
영광이
하늘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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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이야기

암굴의 성모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려진 이 그림은 루브르
미술관에 같은 주제의 다른 버전이 존재하는 그림
이다. 이 그림은 윤곽선 없이 다빈치의 스푸마토 기법
(윤곽선이나 색깔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이 가장 잘 나타난 그림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왕좌가 아니라, 동굴 속에 위치해 계시는 것처럼
보이시는 성모님은 겸손함 및 우리에게 주어진 이
대자연이 곧 하늘의 왕좌인 것을 상징한다. 성모님의
오른손은 무언가 단호함이 느껴지고, 세례자 요한의
어깨를 살짝 쥐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치
세례자 요한의 주의를 아기 예수님에게 집중시키시
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 심하게 축약되어 그려진
왼손은 아기 예수님 위에 머무르시고, 아기 예수님은
손을 들어 이들을 축복하고 계시며, 오른편의 천사는
양손으로 아기 예수님을 지지하고 계신다.

레오나르도 다빈치(1452-1519)

인쇄되면 잘 보이지 않겠지만, 그림의 전경에는

1495-1508년 作

조그만 물웅덩이가 보이는데, 이 물은 세례자 요한과

패널 위 유화 189.5 X 120 cm

함께, 세례와 회개 및 성모님의 순결함을 상징한다.

내셔널 갤러리, 영국 런던

교

구

소

◆ 교구장 동정

식

김은혜(엘리사벳)

군종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충의 김대한 신부

-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때·곳: 8월 7일(월) 15:00,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국장회의
때·곳: 8월 8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신자 전수 조사 관련 교구 안내

기간: 8월 1일(화)-31일(목) ※ 부대공문 필독
방법: 국방인사정보체계 입력
신자기준: 영세자, 예비자, 천주교 관심자
(실제 종교 활동 여부와 불일치 가능)
홍보: 지휘관들에게 전수조사 홍보
주의사항: 아이디는 군번, 비번은 주민등록번호
이므로 조작되는 일 없도록 주의.

“군(軍) 복음화, 새 열정으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