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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씀

“우리 용사들도 봉헌금을 냅니다.”

‘여러분, 이제는 못 먹던 시절이 아니지요.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적은 월급이지만,
여러분이 받은 월급으로 적금도 넣을 수 있고,

오늘은 대림 제3주일이자 자선 주일입니다.

외출과 휴가, 일과 후에 PX에서 먹거리나 필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고기 반찬을 자주, 많이

요한 것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여러분을

먹을 수 있는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위한 돈이지요. 분명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봉헌

하지만 내 것을 채우는 것엔 너그러우면서 누

이 본당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군가를 도와주거나 자선을 베풀 땐 인색해지

하지만 외출할 때 마시는 커피 한 잔 값이라도,

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PX 냉동식품값의 일부라도, 또는 100원도 좋고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10원도 좋으니, 우리 함께 내 것을 봉헌하는

싶습니다. ‘베풂에 너그러운 사람만이 주님께서

마음을 키우기 위해 봉헌을 해보면 어떨까요?’

내 베풂의 빈자리를 더 많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몇 달 전부터 백골성당 용사들이 봉헌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본당신부로서 봉헌금을 내

돈이 많기 때문에 베풂이 당연한 것은 아닙

자고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니다. 여유가 많아서 내 시간을 봉헌하는 것도

내가 받은 것의 일부를 교회에 봉헌하는 자세

아닙니다. 내 것엔 언제나 주님의 몫이 있습

를 키우는 것은 중요하고, 또 내 것을 베푸는

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 날, 당당히 이 세상

선행을 할 때 주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더 채

의 것을 잠시 우리에게 맡기셨던 하느님께 자

워주신다는 것을 용사들도 느끼도록 해주고

신 있게 ‘주님께서 주신 것 잘 관리했습니다.’

싶었습니다. 또 액수를 떠나 용사들이 봉헌금

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

을 준비하면서 주일미사를 한 번 더 생각할

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베풂이 이 세상 가장

수 있는 마음을 키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내 삶으

시작했는데, 봉헌금을 내는 용사들이 조금씩

로 당당히 고백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참 기특했습니다. 단순히

되었으면 합니다.

간식 먹으려고 본당에 오는 옛 모습이 아니었
습니다. 자기 개인 정비 시간을 내어가며 기도
드리려고 왔고, 또 나의 작은 것을 베풀어보려
는 용사들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도 참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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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원(다미아노) 신부
백골(3사단) 성당 주임

이사 61,1-2ㄱ.10-11
◎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1테살 5,16-24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요한 1,6-8.19-28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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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서한

세 번째 서한

(※두 번째 서한, 즉 주산에서 리브와 신부에게 올린 서한은 유실되어 현존하지 않는다.
주산에는 1842년 5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 체류했다.)

예수 마리아 요셉
(상해에서, 1842년 9월)1)
마카오의 리브와 신부님께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
우리가 아직 주산(舟山)2)에 있을 때 신부님께 제가 짧은 서한3)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짧은
서한을 드립니다.
마침내 우리는 주산에서 돛을 펴고 출범하여 영국 함선 20척과 함께 양자강(揚子江, 지금의 長
江)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출발할 날을 기다리며 오늘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세실(Cecille) 함
장이 약속한 대로 우리는 에리곤호로 조선에 갈 것으로 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아주 변하여 조선으로 갈 가망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실 함장은 마닐라로 향하
여 출범하였고, 우리는 지금 여행 보따리를 가지고 양자강 기슭에 있는 어떤 외교인4)의 집에 머
물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래지 않아 에리곤호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세실 함장은 아직도 자기는 조선
으로 갈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만, 만일 조선으로 가는 항해 중에 역풍이 불어
닥칠 경우에는 조선에 갈 항로를 바꾸어 마닐라로 향해 갈 것이라고 잘라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애매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매스트르 신부님은 에리곤호에 머물러 있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느님의 섭리와 산동(山東) 주교님의 안배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
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브뤼니에르(de la Bruniere)5) 신부님이 상해에 계시는 주교님에게로 파견
하였던 범(范) 요한6)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 요한이 돌아오지 않기에, 브
릐니에르 신부님은 토마스와 함께 우리가 머물고 있던 집으로 갔는데, 우리는 에리곤호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1) 이 세 번째 서한에는 본래 “발신지”가 적혀 있지 않으나 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상해”에서 보낸 것이 분명하다.
2) 주산 : 중국 절강성(浙江省) 항주(杭州) 앞바다에 있는 주산도(舟山島)를 말함.
3) 이 서한이 바로 두 번째 서한이었는데, 그 후 유실되어 현존하지 않는다.
4) 황세흥(黃世興)을 말함(다음의 네 번째 서한 참조).
5) 브뤼니에르 :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선교사.
6) 범 요한 : 중국인 범 요한은 1836년에 조선과 류큐의 대목구장으로 임명된 앵베르 주교가 류큐에 파견하려 했던 신자이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서한』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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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이 세상엔

이 세상엔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

.

이 세상엔
우리가 함께
울어 줘야 할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그들과 내가
함께 살아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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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이야기 성요한 제단화 중 일부, 참수형을 당하는 세례자 요한
본 그림은 세 폭 제단화의 일부인 왼쪽 제단화
로 세례자 요한의 참수형 장면을 그리고 있다.
하단에는 목이 잘린 세례자 요한의 시체(두 손을
모으고 있는데, 두 손이 거의 그림 밖으로 튀어
나올 것 같다)의 목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의
풀을 적시고 있다.
사형집행자는 오른편의 살로메가 들고 있는 접
시에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올려놓고 있는데, 13
세기에서 16세기에는 접시 위에 놓여진 세례자
요한의 머리만을 조각한 작품 및 참수형 장면이
크게 유행하였다. 심지어 잘린 머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까지 조각으로 표현한 작품들도 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성반에 놓여진 성체와 비
슷하게 생각되어, 예수님의 수난과 성체성사를
묵상하는 주제와 비슷하다는 생각에서 이 주제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뒤쪽의 건물에는 연회 장면이, 먼 후경에는 세
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장면 및 하늘
이 열리며 하느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며 비둘기를 보내는 장면까지 아주 세밀하게
한스 멤링, 1479년 作
176×78.9cm
멤링 미술관 / 벨기에 브뤼헤

교

구

소

◆ 교구장 동정

식

- 주교 영성 모임
때·곳: 12월 14일(월)∼15일(화),
전의 정하상 교육회관

그려져 있다.
김은혜(엘리사벳)

군종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대림 제3주일: 성가브리엘 이종엽 신부

◆ 대림 제3주일 특강 안내

강사: 김준래 신부(해군본부)
주제: 고해성사
게시: 12월 11일(금) 17:00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종”-“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마태 2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