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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세례 축일
2009년 1월11일(나해)

- 제1665호 -

입당송 마태 3,16-17 참조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머무르셨도다. 그때 하느

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려왔도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마음에드는아들이다.

제1독서 이사 42,1-4.6-7

<여기에 내 마음에 드는 나의 종이 있다>

화답송 시편29(28),1ㄱ과2.3ㄱㄷ과4.3ㄴ과9ㄴ-10(◎11ㄴ)

◉ 주님께서당신백성에게 평화로 강복하시리라.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광

을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하고 주님께 경배하

여라. ◉

○ 주님의 소리가 물 위에 머물고, 주님께서 크나큰 물

위에 계시도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

는 장엄도 하여라. ◉

○ 광의 하느님께서 천둥 치시니, 그분의 궁전에서

모두“ 광이여!”하고 외치도다. 주님께서 큰 물 위

에 좌정하셨도다. 주님께서 원하신 임금님으로

좌정하셨도다. ◉

제2독서 사도 10,34-38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복음환호송 마르 9,7 참조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려왔도다. 이

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마르 1,7-11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성체송 요한 1,32.34 참조

요한은 말하 도다. 나는 보았노라. 그래서 이분이 하느

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 노라.

베로네제(Veronese, 1528-1588), <예수님의세례>, 

16세기, 유채, 레덴토레성당, 베네치아, 이탈리아

예수님께서는 요르단 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있으며 네 명의 천사들이 이 광경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늘에는 어린

천사들이예수님의세례를 축하하며가볍게 날고있다. 예수님께서양손으로만든십자가는겸손의 표지이며동시에세례성사를통하여구

원의 열에동참한다는것을나타낸다.

성화
해설



늘은예수님께서30년가까운나자렛의숨은생활을

접으시고세상의구원을위하여공생활의첫발을내

딛는 날이다. 특별히 홀어머니 마리아를 뒤에 남겨 두고 떠

나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실까? 아니 사랑하는 외아

들이 반 받는 표징(루카 2,34)으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겪

을일을예감하며아들을떠나보내시는성모님의가슴은얼

마나 아프실까? 정들고 안정된 부모님의 슬하를 떠나는 자

녀의 굳은 결의(決意)와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보내는 부모

의 고통 가운데서 한 인간은 독립된 인격체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聖父)의 품에서 나와 우리와 똑같

은 인간이 되셨고, 오늘은 결정적으로 어머니의 품을 떠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신다. 예수님이 요르단 강에서 물로 세

례를 받으심은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인들과 똑같아지심

(히브 2,17; 4,15)을 말한다. 예수님의 이 결연(決然)한 출발에

하느님께서는당신의속마음을이렇게드러내보이신다.

“너는내가사랑하는아들, 내마음에드는아들이다”(11절).

오늘 복음은 아버지(聖父)의 아들(聖子)에 한 애타는

사랑을‘하늘이 갈라지며(찢어지며)’라고 표현한다. 일찍

이 이사야 예언자는‘아, 당신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

다면! 당신 앞에서 산들이 뒤흔들리리이다’(63,13) 하고 탄

원하 는데, 오늘 하늘이 찢어지고(갈라지고) 성령이 예수

님에게 내려오신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에게만 필

요한 세례를 받으시는 자기 비움과 낮아지심 안에 하느님

의 생명인 성령(聖靈)이 임재(�在)하신다. 예수님이 우리

와 똑같은 인성(人性)으로 받으신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아들(聖子)로서 지니신 신적 생명인 신성(神性)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바로 성령 안에서의 삶을 말

하는데 세례자 요한은‘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

례를주실것이다’(8절)라고선포한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성령께서 인간의 혼 안에서 이루

시는성화(聖化)를이렇게노래하 다.

‘오! 사랑의생생한불꽃이여!

부드럽게상처를입히고

내 혼의아주깊은중심에!

이제당신은무심하지않고,

만일원하신다면이제끝내주소서!

달콤한만남의장막을찢어주소서!’

- 「사랑의산불꽃」첫째노래-

하늘이 갈라짐(찢어짐)은 동양적인 표현으로는 개천(開

天), 또는 개벽(開闢)처럼 들린다. 장자(莊子)는‘開天者 德

生(하늘의 본성을 여는 자는 덕을 만든다)’라고 하 는데, 이

는‘하늘의 본성을 따르는 자는 사람들을 친구로 모은다’

는 뜻과 같다고 한다. 예수님의 세례는 천지개벽(天地開闢)

을 알리는 조짐과 같으니 이분 안에서‘새 하늘과 새 땅’(2

베드 3,13; 묵시 21,1)이 이미 시작되고, 이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당신의사명이다. 

하느님에게 예수님은‘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자‘내 마

음에 드는 아들’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내가 사랑하는 아

들’이‘내마음에드는아들’이되기는쉽지않을뿐더러현

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는 더

욱더 그러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

는 자의식과 확신을 갖기도 쉽지 않지만, ‘내가 과연‘하느

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로서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자문해 볼 때 더욱더 그러하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것

이가능했는데바로성령께서늘함께하시기때문이다.

생명의 말

주주님님 세세례례 축축일일

구요비욥 신부│가톨릭 성신교정 성지도

오

2 서울주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르 1,11).



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사명은“부러

진 갈 를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

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는 주님의 종의 사명

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러진 갈 처럼 보잘것없는

이들을 섬기고 꺼져 가는 등불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

과 나누는 세례성사의 삶을 살면“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

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는 주님의 말 을 듣게 될 것

입니다.

오랜 노숙생활을 접고 민들레국수집에서 자원봉사자로

지내는 성씨의소원은“우리손님들도호강좀하면좋겠

어요. 다른곳에서는밥과국그리고반찬세가지면잘나온

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반찬은 두 번 집어 먹으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맨밥을 먹거든요.”부러진 갈 처럼, 꺼져 가

는 심지처럼 차라리 세상에 없는 것이 낫다고 무시당하는

우리손님들의소원은밥이라도맘껏먹어보는것입니다.

오늘은 아주 마음이 뿌듯합니다. 드디어 우리 손님들이

반찬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차림판은 콩나물국,

배추김치, 깍두기, 시금치나물, 양배추찜, 쌈장, 고추장아

찌, 멸치볶음, 어리굴젓입니다. “어라, 반찬이 풀밭이네!”

부평역 근처에서 지내는 손님의 투정에 마음이 뿌듯했습

니다. 이제는 손님들이 반찬투정을 할 정도로 좋아졌습니

다. 서둘러생선조림을만들어상에올렸습니다.

문 닫는 오후 다섯 시가 훌쩍 넘었는데 창권 씨가 달리기

선수처럼 뛰어옵니다. 급한 숨을 내쉬며 밥 먹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종이상자를 한 아름 주

워들고진도할머니가오셨습니다. 국수집위치를잊어버려

서헤매다가늦었다고합니다. 얼른상을차려드렸습니다.

내일은 육개장을 끓여야겠습니다. 정육점에 가서 재호

씨에게 호주산으로 쇠고기 6Kg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데 육만 원만 내라고 합니다. 그냥 드리고 싶은데 워낙 장

사가안돼서반값만받겠다고합니다.

이제는 오시는 손님이 없겠지 싶어 차를 마시고 있는데

우리 손님인 환 씨가 어슬 거리며 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 밥 먹을 생각조차 못하고 인사만 꾸벅합니다. 담

배하나권하면서물었습니다.

“주머니에돈얼마나있어요?  저녁은드셨어요?”

오늘은 새벽에 일 나가려고 안전화 단단히 매고 갔는데

공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한 푼도 없다고 합니

다.  저녁은그냥물마시면된다고합니다. 

“반찬을다시차리기가어려우니간단하게요기나하세요.”

환 씨가 고맙다면서 양념장에 비벼서 밥을 먹고 싶다

고 합니다. 참기름 듬뿍 넣어드렸습니다. 참 맛있게 식사

합니다.

요

서울주보 3

말 의 이삭

부부러러진진 갈갈 를를 꺾꺾지지 않않고고

서 남베드로│민들레국수집

우리는 때때로 사람이 과연 선한 존재일까 의심하기도 합

니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면 죽어 마땅하

다고, 태어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인간 생명은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용서하기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은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의 생명에도 본성적으로“지워지지 않

는 하느님의 표지가 새겨져”(생명의 복음 35항) 있습니다. 그

죄인의 회심을 위해 하느님의 아드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

서 생명까지 바치셨습니다. 모든 인간 생명 안에 하느님께

서 심어 주신 선함을 믿어주고 용서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

로 사랑입니다.

“왜 생명은 선한 것입니까? 인간은 비록 흙으로 빚어졌지만 이 세

상에 하느님을 증언하는 존재이고,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표징

이며, 그분 광의 흔적입니다”<생명의 복음 34항>.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2

인간의 생명은 언제나 선한 것이다



“난 결코 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난 다만 한

개인을바라볼뿐입니다. 난한번에단지한사람만을사랑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습

니다. 단지한사람, 한사람, 한사람씩만…”마더데레사는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

되는 일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넓은 인류애

를 가지는 것보다 먼저 깊은 부부애를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순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

리고 거기에 우리 한국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공존하고 있

습니다. 서울 교구에서는 본당 신자들이 행복한 부부관

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부부관계 성장

프로그램「부부여정」을개발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부부여정」은 결혼만족도검사(Korean-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 K-MSI)에 제시된 부부생활 만족의 척도들을 바

탕으로‘남녀차이’, ‘성격차이’, ‘ 화’, ‘부부갈등관리’,

‘여가시간’, ‘가정경제’, ‘성(性)’, ‘서로의 가족’, ‘자녀양

육’, ‘혼인성사’등총10개의주제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나 자신과 배우자의 모습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성찰해 볼

수 있는 각종 심리테스트, 결혼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

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각 주제별 이해를 돕기 위한 실제

상담 사례 소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시청각 자료(삽화,

동 상) 등이 다채롭게 제공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강의식 형태가 아니라 참

가 부부들의 적극적인 화와 나눔이 적절히 조화된 워크

숍 형태로 개발되었으며, 가톨릭 신자가 아닌 분들도 거부

감 없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 기 때문에 비신자 부

부나 외짝 교우들도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부여정」은 자신의 몸에 배어있는 부부관계에 부정적

인 향을 미치는 나쁜 습관을 긍정적인 좋은 습관으로 변

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물론 좋은 습관이 하루 이틀만에 뚝

딱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술이나 담배를 하루 이틀

끊었다고 해서 완전히 끊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

치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이 자신의 몸에 밴

습관을 고치려면 최소한 21일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적어도 21일의 시간동안 적절한 조치와 함께 일관되게 노

력을 기울여야 우리의 뇌에 그에 합당한 신경회로가 만들

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형성된 좋은 습관은 평생

동안부부관계에좋은 향을주게됩니다. 마치자전거타

는법을한번배워놓으면평생사용할수있는것과같은이

치입니다. 

「부부여정」은 전체 주 1회, 5주 과정(28일)입니다. 부부

가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시간이기에 결코 쉽지 않아 보이

지만, 실제로 막상 해보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체험하게됩니다. 지난한해동안도벌써많은분들

이「부부여정」을 통해 부부관계를 성장시키고 행복한 가

정생활을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무 문

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배우자에 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조금만 더 일찍 참석했더라면…”부부

로서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만일 내가 참으로 한 사람을 사랑한

다면, 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

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게 된다”(에리히 프롬의「사랑의

기술」). 그 한 사람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결심하는 기축

년(己丑年)새해가되시기를희망합니다.

서울 교구 사목국 가정사목부

빛과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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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여정



오늘(1월11일)은‘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주님 세례 축일’은 예수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 받

으심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의 공생

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례주년으로 성탄 시

기는 오늘로 끝나고 내일부터‘연중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주간

1월18일(일)~25일(일)은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

주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주간에 특별히‘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

도’를 바칩니다.

본당명 변경 안내

행정구역 관할 명칭의 변경에 따라 미아3동성당과 미

아5동성당 본당명이 변경되었습니다(전화번호 변경 없음).

∙미아3동성당 � 미아동성당(전화: 983-2374)

∙미아5동성당 � 송천동성당(전화: 984-7277)

1월 구역(반)장 월례연수

∙주제: 구역(반)장을 위한 미사

∙2009년‘명동(가톨릭회관)’월례연수는 없음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1월13일 서상필 요아킴 신부(31세) 1942년, 용산

∙1월14일 전용선 요한 신부(53세) 1998년, 용인

∙1월17일 박우철 바오로 신부(72세) 1956년, 용산

∙1월18일 박원 프란치스코 신부(38세) 1947년, 용산

평화화랑: 천동옥 작품전‘ 혼의 닻 - Hope’

평화화랑은 천동옥 작품전‘ 혼의 닻-Hope’을 1월14

일(수)�23일(금)에 전시합니다. / 문의: 727-2336

서울주보 5

소식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1월12일(월) 불광동성당(지구자체)

1월13일(화) 신내동성당

1월14일(수) 중곡동성당

1월15일(목) 방동성당 등촌1동성당

1월16일(금) 양천성당

학생 사회교리 강좌 1단계 1기 수강생 모집

∙ 상: 학생 / 주최: 정의평화위원회, 가톨릭 학생연합회

∙때: 2월2일~23일 매주(월) 오후 6시30분~9시(4주)

∙곳: 명동성당 범우관 702호(회비: 1만 원) / 문의: 773-1050

낙태치유프로그램 및 월례미사‘희망으로 가는 길’

∙ 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회비 없음)

∙때, 곳: 1월13일(화) 오후 1시30분~4시30분, 교구 사목센터 6

층 소성당 / 문의: 727-2071(www.ihome.or.kr) 가정사목부

본당 수도자 연수

∙ 상: 각 본당 수도자(회비 없음) / 접수: 1월13일(화)까지

∙때, 곳: 1월20일(화) 오후 2시~5시, 명동성당 문화관 꼬스트홀

∙문의: 727-2062, 3 사목국 일반교육부

전∙의경 원 교리교육 봉사자 모집

∙ 상: 전∙의경들에 한 교리와 인성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

원봉사자, 세례∙견진받은 55세 이하의 교우

∙문의: 723-9471(www.catholicpolice.or.kr) 경찰사목위원회

교구청 기관과 단체 알림

천주교 서울 교구 직원 채용 공고

서울 교구 논현동성당 여사무원 모집

∙ 상: PC(엑셀, 한 등) 및 회계업무 가능한 세례받은

여교우 / 1월20일(화)까지 접수(제출서류 반환 안 됨)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천서

∙문의: 548-2443 논현동성당(강남구 논현동 175번지)

서울 교구 종로성당 관리인∙사무원 모집

∙관리인: 세례받은 남교우(숙식가능, 방화관리∙기타 자격

증소지자우 ) / 제출서류반환안됨(면접은개별통보)

∙사무원: PC 및 회계업무 가능한 세례받은 여교우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천서

∙문의: 765-6101 종로성당(1월16일까지 접수)

천주교 서울 교구 전화번호 안내: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홈페이지(www.catholic.or.kr)에 서울 교구 및 산하단체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도 생활에 관한 교회 문헌’발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는‘수

도 생활에 관한 교회 문헌’을 발간했

습니다(896쪽, 3만 원). / 문의: 460-750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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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튼피정의 집 향심기도 피정
∙때: 1월21일(수) / 문의: 744-9825
5지구성령쇄신봉사회금요피정 (문의: 019-397-2246)
∙때, 곳: 1월16일(금) 10시-17시, 묵동성당(전철7호선

먹골역 7번 출구) / 박성구∙박효철∙황창연 신부
묵주기도 200단 (성모송 2000번 기도모임)
∙세상 떠난 혼을 위하여(중식제공) / 2209-6185
∙때, 곳: 1월13일(화) 10시-16시30분, 망우동성당(주최)
하루피정‘희망의 지평 안으로…’
∙ 상: 미혼여성 / 문의: 016-9876-0418
∙때, 곳: 1월18일(일) 10시,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본원
떼제 노래와 함께하는 청소년∙청년 기도모임
∙때 곳: 1월17일(토) 오후 6시45분, 작은 형제

회 수도원 성당(정동) / 주최: 청소년의 햇살
∙문의: 744-0840(www.taizelove.or.kr) 
묵상 관상 기도 피정
∙때, 곳: 1월18일(일) 14시-17시, 가톨릭 출판사 신

관8층(전철2, 5호선충정로역5번출구직진2분)
∙미사: 신원식신부/ 016-332-8789 가르멜동정녀회
2009년도호산나겨울 피정
∙ 상: 청소년, 청년, 일반(주최: 삼성산성령수녀회)
∙때: 1월16일(금) 10시(접수)-18일(일) / 회비: 5만원
∙곳: 삼성산 청소년 수련관 강당 / 010-4641-5049
성심교육관 신년설계 2박3일 무료피정
∙주제: “와서보아라”(요한1,39)
∙때: 1월16일(금) 18시30분-18일(일) 15시
∙곳: 성심교육관(성심기도원) / 031)262-7600
명동성당 월요 치유 피정
∙강사: 성직자, 수도자, 일반교우(회비 없음)
∙때, 곳: 매주(월) 오후1시30분-5시40분, 명동

성당 내 별관(미사, 강의, 치유기도, 안수)
∙문의: 017-225-6072 명동성당 성령기도회
서울 교구 철야기도회
∙고해성사, 치유상담, 성시간, 미사, 강의, 기도회
∙때, 곳: 매주(금) 22시, 동성고등학교 강당(전

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 문의: 867-7900

제 18차 가톨릭 교사회 1일 피정
∙주제: 행복한 복음생활 / 상: 유치원∙초∙중∙

고 교사 및 어린이를 사랑하는 사람들(미사준비)
∙강사: 이상재 신부(가톨릭신문사 주간), 이재을 신

부(봉천7동주임, 베리따스지도신부) / 중식제공
∙때, 곳: 1월19일(월) 9시40분-17시, 까리따스 수녀원

성서교육관(방배동, 전철 2∙4호선 사당역 하차 후
1번 출구 직진 500m) / 회비: 당일 접수시 1만5천원

∙문의: 011-9889-1778, 011-286-8525 베리따스교사회
13-B지구 기도회
∙때, 곳: 매주(화) 오후 7시-10시, 사당동성당

서울카리타스심리상담센터(문의: 776-7726, 727-2474)
∙심리상담 및 치료: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 노

인 등 개인 및 가족갈등상담(가톨릭회관 501호)
가정선교회 1단계“나 먼저 변화 살기”교육
∙내용: 나 먼저 변화∙너 변화 돕기 / 회비 3만원
∙강사: 정원순 신부∙이희연∙이현주
∙때, 곳: 2월3일-3월10일 매주(화) 14시-16시30

분(6주간), 가톨릭회관 3층 314호(선착순 20명)
∙계좌번호: 하나은행 561-810498-11007 김현숙

(입금 후 연락요망) / 777-1773, 019-367-2297

讀中文聖經
∙ 상: 중국어읽기가능한분(주최: 중국어성경읽기)
∙때, 곳: 매주(월) 19시, 압구정성당지하/ 010-9226-5507
전례 꽃꽂이(9기) 및 최고 지도자 과정
∙개강: 3월3일(화) 1년과정/ 2월20일(금)까지접수
∙곳: 서강 학교 동문회관 7층(선착순 마감)
∙문의: 705-8218, 8718(http://scec.sogang.ac.kr)
여성의 집 파출 교육
∙내용: 교양 강좌, 식품관리법, 조리법 등
∙때, 곳: 1월15일(목)-17일(토) 9시-12시, 여성의집
∙문의: 833-3465 / 1월14일(수)까지 접수
∙파출 도우미가 필요한 분은 연락 바람
예수살이 공동체 겨울 배동교육(35기)
∙복음적인생관갖기, 소명의식을위한자아발견,

좌선명상수련, 성사생활과기도생활틀짜기, 소
비사회에서 그리스도 따르기(회비: 10만원)

∙ 상: 남녀 청년 신자(www.jsari.com)
∙때: 35기 2월12일(목)-15일(일) / 선착순 40명
∙곳: 마포구합정동전진상센터/ 3144-2144, 2442
전∙진∙상 성사목센터
∙문의: 726-0710(www.jjscen.or.kr)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청소년지도사 모집
∙ 상: 인성교육에 관심있는 30세미만 청소년 지도사
∙문의: 043)879-0406(www.kkotlove.or.kr) 교육관 사무실
중구푸드마켓계약직원모집
∙ 상: 1종 보통 면허(1.5톤탑차) / 1월21일(화)

까지 접수(서류: 이력서, 등본, 자격증 사본)
∙문의: 2235-4000 유락종합사회복지관(주최)
2009학년도 (안동)가톨릭상지 학 신입생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 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 학 / 정시모집 2차: 1월12(월)-28일(수)
∙문의: 054)851-3021~2, 054)851-3009(팩스) 외협력처
∙모집학과 안내 홈페이지(www.csj.ac.kr) 참조
전∙진∙상교육관AFI 국제교차로(구∙가톨릭여학생관)
∙ 상: 여 생기숙사학생모집( 학원재학, 외국인

학생포함) / 중구충무로2가11-2 계성여고후문옆
(전철2호선을지로입구역, 4호선명동역역세권) 

∙문의: 726-0700, 0730(www.jjscen.or.kr)
2009년 노틀담 몬테소리 교사교육 모집
∙내용: 일상, 감각, 수학, 언어, 문화, 국제 몬테소리

교육과정(강사: 오일명 수녀) / www.ndmonte.com
∙때: 3월-12월첫째∙셋째(토) 오전10시-오후4시
∙문의: 763-2274, 011-9932-2276 노틀담몬테소리학교
2009학년도 가톨릭교리신학원 전문교육과정 학생 모집
∙원서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직접교부, 우편교부
∙교부∙접수: 12월15일(월)-2009년1월22일(목)
∙문의: 747-8501~5(http://ci.catholic.ac.kr) 교무과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무료 직업 교육생 모집
∙문의: 440-5500 한국 살레시오회 운

가톨릭 합창단 신입단원 모집(문의: 010-4018-7586)
∙ 상: 성 음악에 관심있는 성실하고 능력있는 신자 및

예비자(1980년이후출생자) / www. catholic-choir.or.kr
∙때, 곳: 1월18일(일) 14시, 명동성당 문화관(단장: 양

선희) / 준비: 자유곡(악보준비), 가톨릭성가중1곡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재속회 지원자 모집
∙ 상: 55세 이하로 , 육 간에 건강하며 성모

님의 삶을 따라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
고 싶은 모든 교우 / 323-0448, 010-9620-4820

∙때, 곳: 1월17일(토) 10시-17시,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전철4호선성신여 입구역4번출구옆)

서울 마리아 학교 수강자 모집
∙ 상: 예수그리스도를향한신앙여정에서마리아를통

해더성숙한신앙인이되고싶은분/ 2월28일까지접수
∙계좌: 우리은행1006-301-276411 티없으신성심
∙때, 곳: 3월-11월매주(금) 14시-17시(주간)∙19시-21시30

분(야간), 가톨릭회관7층 강당/ 774-0448, 323-0448
010-9620-4820(ljsfran@hanmail.net 메일신청환 )

∙회비: 25만원(분납가능) / 개강미사: 3월6일(금) 14시
수원 가톨릭 학교 부설 하상신학원 신입생 모집
∙ 상: 세례받은지3년이상된평신도및수도자(졸업

시교구장명의의‘선교사및교리교사’자격증수여)
∙내용: 평신도 및 수도자를 위한 맞춤식 교육을

통해 복음화 사업에 투신할 참된 봉사자를 양
성하는 하상신학원에서 2009학년도 신입생 여
러분을 초 함(강남에서 40분 거리에 있음)

∙인원: 60명(2년 과정) / 수업: 13시30분-17시(주 5일)
∙전형일: 1월22일(목) 10시(교리시험 및 면접)
∙접수: 1월12일(월)-16일(금) / 031)290-8898

살레시오 월례 성 강좌와 미사, 안수
∙주제: “새 삶과 성화(聖化)”/ 지도: 김보록 신부
∙때, 곳: 1월12일(월) 10시-12시, 가톨릭회관 3

층 강당 / 문의: 848-9932, 011-711-9928
한국교회사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1월16일(금) 11시30분, 명동성당 지하

소성당 / 756-1691(내선 1번) 한국교회사연구소
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때, 곳: 1월15일(목) 오전 11시30분, 가톨릭회

관 7층 / 내용: 미사(이준성 신부)와 친교
∙문의: 753-8765 새천년 복음화사도회

가톨릭 여성의 전화(전화상담, 면접상담 가능)
∙가족갈등, 부부(폭력 등), 개인문제 등
∙매주(월~금) 오전 10시-오후 6시
∙면접 예약 및 사무: 3675-1338 / 상담: 745-1366
한국 가톨릭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 10회 정기연주회
∙지휘: 이상철 신부(주최: 한국가톨릭문화원)
∙연주곡: 모차르트레퀴엠(세상을떠난이를위한미사곡) 
∙때, 곳: 1월13일(화) 19시30분, 세종문화회관 극장
∙문의및예매: 1577-3217 한국가톨릭문화원사무국, 인터파크
제3회 우리성가 작곡공모
∙한국평협 제3회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에서 뽑힌 노

랫말중에서자유로이골라작곡/ 3월31일까지접수
∙시상: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접수:

중구명동2가1번지가톨릭회관510호평협사무국) 
∙문의: 777-2013(www.clak.or.kr) / clak@catholic.or.kr

모임

미사

모집

안내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 의

거룩한 열정의 딸 수도회

돈보스코 여자재속회(VDB)

마리아 수도회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

삼성산 성령 수녀회

성 골롬반 외방 선교 수녀회

1. 18. 14시-17시

1. 18. 10시-17시

1. 17. 14시

1. 18. 13시-15시

1. 18. 14시-17시

1. 18. 14시-17시

사당동 본원

살레시오3층(신길동)

문의요망

안산 수련소

수녀회 본원

돈암동 본원

010-2704-6186

011-797-3115

010-2406-8547

010-2882-6227

010-2738-0039

010-7101-9302

교육

학과 교리교육학과(주) 종교교육학과(야) 성서 성학과(주)
인원 70명 60명 45명
자격 세례받은지3년이상견진받은평신도,  

입회한지2년넘은수도자, 고졸이상(나이
제한없음, 다른 학에적을두지않은자)

전형 서류전형, 교리상식, 논술, 면접 서류전형, 면접

교리∙종교교육학과
졸업생

(만 60세 이하)

※교회단체‘알림’게재 안내
팩스나 이메일로 원고를 보내고 전화
접수(교회기관과 단체만 게재 가능)

∙전화: 727-2033 / 팩스: 753-6006
∙E-mail: jubo@seoul.catholic.or.kr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 의

성빈첸시오아바오로사랑의딸회

세례자 성 요한 수녀회

예수 성심 시녀회

예수의꽃동네 형제회∙자매회

착한 목자 수녀회

한국 성모의 자애 수녀회

1. 18. 14시

1. 18. 15시

1. 18. 14시

1. 18. 13시-14시

1. 18. 14시

1. 18. 14시

군포 수녀원

수녀회본원(수원본원)

태릉성당 수녀원

음성 꽃동네

노유동 수녀원

계산 서원

010-6625-0927

010-2432-4230

010-2820-1011

011--806-6879

010-2871-8805

010-9407-6219

1월6일 한상우 신부 1월13일 김재 신부
1월20일 이상욱 문의: 011-273-1115

상 만15세이상55세이하의서울시민/ www.sevo. or.kr 원서접수

접수 1월12일(월)-2월13일(금)까지 접수 / 전철5호선상일동행
명일역3번출구/ 교육생전액무료(수강료, 실습비등) 

1년 건축인테리어, 실내디자인과, 컴퓨터광고디자인과, 전자

과정 출판과, 컴퓨터응용기계과, 차량정비과, 의상디자인과, 
조리과, 건축환경시스템과, 특수용접과, 전기계측제어과

야간 건축인테리어, 컴퓨터광고디자인과, 전자출판과, 조리과,
6개월과정 의상디자인과, 보일러과, 특수용접과, 차량정비과

1주 치유기도, 양형 성체 2주 중개기도, 치유기도, 안수예절
3주 연옥 혼을위한기도회 1월16일(금) 최기식 신부
5주 가정미사 4주 성체거동
주최: 서울 교구성령쇄신봉사회 1월23일(금) 찬미진행

성경치유피정“마음의상처”1월22일(목) 9시30분-16시40분
2009학년도1학기성경공부‘요한복음 2월5일-4월30일매주(목) 7시30분-9시



가톨릭 듣는 성경‘크레도’(신∙구약)

∙가격: 17만9천 원(120시간)│구입문의: 1688-0877 평화마켓

신∙구약성경을 비롯해 예비신자들

을 위한 묵주 기도문, 주요 기도문이

수록된 가톨릭 듣는 성경이다. 별도

의 도구없이 내장되어 있는 재생장

치로 이어폰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

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성경을 들을

수 있다. 배경음악과 더불어 여러 명

의 성우들이 녹음을 해 다른 음악 신 성경말 과 함께 단순작

업이나 업무를 볼 수 있어 성경듣기 생활화가 가능하다.

사해문서 1~4권

F. 마르티네즈∙E. 티그셸라아르 편역│강성열 옮김│나남│1∙2권 576쪽,

3권 592쪽, 4권 568쪽│각 3만2천 원│구입문의: 031)955-4600

‘사해문서’는 사해 서쪽 해안의 여러 동

굴들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문서들을 총

칭하는 표현으로, 1947년‘키르벳 쿰란’

이라 부르는 지역의 한 동굴에서 처음 발

견되었다. 이는 현존하는 히브리 성서 사

본들보다 천 년 정도 앞선 것이다. 이 책은 쿰란 동굴들의 순서

에 따라서 쿰란 제1동굴의 첫 번째 문서에서 마지막 제11동굴의

31번째 문서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문서들을 담았다.

제10회 PBC 창착생활성가제

∙1차 예선: 악보(9부)및 음원(CD

또는 카세트 테이프)심사

(예선통과자 개별 통보)

∙2차 예선: 비공개 실연 심사

∙본선: 공개 심사 및 평화방송 TV

방 , 라디오 방송

∙본선 진출자 발표: 평화방송 인터

넷 누리방 및 평화신문

▶일정

∙신청서 접수: 2월9일(월)~20일(금)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1차 예선: 2월27일(금)

∙2차 예선: 3월8일(일), 평화방송

본사 9층 평화홀

∙본선 진출자 피정: 4월25일(토)~26일

(일), 의정부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선: 5월9일(토), 가톨릭 성의

회관 마리아홀

∙신청서 교부: 평화방송 홈페이지

누리방(www.pbc.co.kr)

∙문의: 2270-2323 

평화방송 생활성가 담당자

서울주보 7

www.pbc.co.kr TV 33∙SKY 413, FM 105.3

평화방송∙평화신문은 매주 화요일에 은인과 후원자들을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 탄생 2000주년 바오로의 해를 맞아 서울 교구 문화홍보

국과 평화방송∙평화신문은 바오로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의 위 한 여정

을 따라 뱃길로 떠나는 크루즈 성지순례를 마련합니다.

1차 크루즈 순례(2008년 11월5일~15일)에 이어 바오로의 해에 떠나는

제2차 터키-그리스 크루즈 성지순례는 열정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선포

한 사도들의 신앙과 삶을 따르는 배움의 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무뎌지

고 나태한 우리 믿음을 일깨우는 신선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당시 사도들의 행로를 따라 뱃길로 떠나는 새롭고 뜻깊은 크루즈 성지

순례에 신자 여러분을 초 합니다.

∙순례 일정: 2009년 3월18(19)일~28(29)일 / 10박11일

∙순례 여정: 그리스-터키(아테네-코린토-테살로니카-필리피- 이스탄불-페르

가몬-에페소- 레투스-파트모스)

∙모집 인원: 선착순 200명(객실별로 인원 한정)

∙순례 경비: 378~488만 원(객실에 따라 7가지)

∙문의: 2266-1591~2, 2270-2591~4 평화방송여행사

사도 바오로, 그 위 한 여정을 따라

제2차 터키-그리스 크루즈 성지순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