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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가정생활”

가족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사람이 되신 하

아빠가 ‘자, 우리 가족여행 강원도, 설악산

느님께서는 가족에게 양보와 경청의 자

가자!’ 근데 엄마는 제주도 가고 싶고,

세를 선택하셨지만, 어쩌면 우리는 내

아이는 에버랜드 가고 싶은데.... 맨날

가족에게 지시와 명령을 더 선호하고 있는

아빠 가고 싶은 데로만 가면 - 맨날 설

건 아닐까요? 하느님의 ‘자세’가 아니라

악산만 가면 - 어떻겠습니까? 아빠는 놀러

하느님의 ‘자리’만 원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가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은 끌려가는

생각해봅니다.

것이지요. 그렇다면 맨날 아빠 하고 싶은
대로만 하지 말고, 다른 가족들 생각도

한 사람의 생각대로만 움직이는 가족은

좀 들어주면 훨씬 낫겠죠. ‘그래, 지난번에

건강한 가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안에

강원도 갔다 왔으니까… 이번엔 제주도

서 목청이 좋은 사람은 그만큼 귀청도

한 번 가보자.’는 식으로 말입니다.

밝아야 합니다. 가족의 말에 순종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되새겨보면서, 내 가족의

오늘 성가정 축일인데, 예수님의 가족
관계는 어땠을까요?

입을 통해 들려오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 주, 함께 보낼 수 있었
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땐 단순히 ‘당연히 다 예
수님 말 들었겠지, 예수님 하느님이신데
다 휘어잡으셨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
데 오늘 복음은 전합니다. ‘예수는 부모

홍진우(베드로) 신부
비룡(25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서

집회 3,2-6.12-14

화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답

송

제 2 독 서

콜로 3,12-21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복

음

영 성 체 송

루카 2,41-52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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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서한

열두 번째 서한

현재를 위해서나 장래를 위해서나 이곳 형편을 위해서, 북방의 길을 열어 놓는 일이나
강남(江南)으로 출발할 일을 생각하면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은 산더미처럼 많지만 병으로
허약해진 몸이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병중에 무능해진 저는 다만 이렇게 주저
앉아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저는 지금 14세 된 학생 두 명을 가르치고 있으며, 또 다른 아이 두 명을 지명하여 두었
으나 아직 저에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제가 병중에 있으나 가능한 대로 강남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뿐 아니라 신자들은 금년에 매스트로 신부님과 토마스(즉 최양업 부제)를 영접하기 위
하여 북방으로 출발할 것입니다.
중국 배나 서양 배 편으로 무엇을 조선에 보내는 것은, 그 배들이 오면 조정에서 도처에
군졸들을 배치하여 조선 사람들이 그 배에 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감시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임을 신부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신부님께 조선 종이 20장이 들어 있는 봉투, 조선 그림 석 장이 들어 있는 작은 봉투,
병풍이라고 하는 여덟 폭으로 된 그림, 밤에 사용하는 놋그릇(놋요강), 신부님들의 유해,
누런 주머니 세 개, 조선 지도, 빗 세 개와 빗을 소제하는 기구, 붓을 쓸 때 붓 끝만 풀어서
쓰는 붓 네 자루, 돗자리 하나를 보내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공경하올 사부님께 가장 순명하는 불초 김해 김 안드레아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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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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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이야기

성가정
브론지노는 르네상스 후기 시
대의 화가로, 피부색이 브론즈 빛
(어둡다)이라는 뜻에서 브론지노
라는 애칭으로 불렸다고 한다. 메
디치 가문 및 피렌체의 유력 가
문을 위해 다수의 작품을 제작하
였다. 브론지노의 작품들은 우아
하고 또 차분한 아름다움이 특색
이다.
본 그림은 성가정을 그린 그림
으로, 맨 왼쪽에 세례자 요한(십
자가를 들고 낙타털을 두르고 있
다)이 성모님을 손가락으로 지칭
하고 있으며, 붉은색과 푸른색 의
복의 성모님은 아기 예수님과 다
정한 모습을 취하고 계신다. 왼쪽
에 요셉 성인이 옆모습으로 그려
져 있다.
브론지노, 1555년∼1560년 作
나무 위 템페라화, 117x99cm
모스크바 푸쉬킨 미술관

마치 한 가족의 초상화를 보는 듯, 개인적인 친밀함과 우아함이 가득 차 있는 그림이다.
비록 군인의 신분으로, 혹은 기타 사정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마음만은 함께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기도한다.
김은혜(엘리사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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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교구장 동정

식

군종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성가정 축일: 화성대 김경욱 신부

- 독수리(1공수여단) 성당 성가정 축일 미사
때: 12월 26일(주일)
- 국장회의
때: 12월 28일(화) 16:00
- 종무식 미사
때·곳: 12월 31일(금) 11:00, 군종교구청 1층 소성당

◆‘신부(神父)의 책장(시즌3)’안내

- 업로드 플랫폼: 네이버 오디오클립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 좋은 서적을 소개하고 나누며 들려드리는
콘텐츠입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성체성사로 거듭나는 삶”-“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요한 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