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at God loves

above all is humility.

What displeases Him

above all is pride.”
WORDS OF THE BLESSED VIRGIN

AT GARABAN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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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된 아기를 위한 세례

(오스트리아 아이젠베르크에서 주신 기도문)

예수님: “누구든지 태어나지 못한 아기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주님의 계획은 언제나 한결 같고 그 마음 생각은 영원하시다 :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을건지시고,

굶주릴 제 그들을 살게 하시도다.” (시편 33:11, 19)

2. 사도신경 “전능하신 천주성부 .....” - 성수를 사방으로 뿌리면서

“밤낮으로 죽어서 태어났고 죽어서 태어날 너희 모두에게, 모태에서 살해되고 살해될 너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에 의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도록 나는 이 아기 ( )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3.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이사야 43:1)

“새로운 노래를 주께 불러드려라, 묘한 일들 당신께서 하시었도다.” (시편 98:1)

“하느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시편 89:1)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오 사랑! 오 그지없이 큰 사랑! 오 무한하신 하느님의 사랑!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4.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보통, 마리아, 요셉, 요한 또는 그 날이 축일인 성인의 이름으로 세례명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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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 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 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 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 받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Prayer of Saint Francis>

Lord, make me an instrument of Thy peace;

where there is hatred, let me sow love;

where there is discord, harmony;

where there is injury, pardon;

where there is error, truth;

where there is doubt, faith;

where there is despair, hope;

where there is darkness, light;

and where there is sadness, joy.

O Divine Master, grant that I may not so much

seek

to be consoled as to console;

to be understood as to understand;

to be loved as to love;

for it is in giving that we receive,

it is in pardoning that we are pardoned,

and it is in dying that we are born to eterna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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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체 후 기도 - Anima Christi

영성체 후 기도

그리스도의 영혼이여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이여 저를 구하소서.

그리스도의 성혈이여 저를 흠뻑 취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이여 저를

씻어 주소서.

그리스도의 수난이여 저에게 인내를 주소서.

오 좋으신 예수님 저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당신의 성흔 속에 저를 숨겨 주시어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악한 영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소서.

저가 죽을 때에 저를 불러 주시어

당신께 갈 수 있게 하시어

당신의 성인들과 함께 영원히 당신을 찬미하게

하소서. 아멘.

(영성체후, 7년 대사)

Anima Christi

Soul of Christ, sanctify me.

Body of Christ, save me.

Blood of Christ, inebriate me.

Water from the side of Christ, wash me.

Passion of Christ, strenthen me.

O good Jesus, hear me.

Within Thy wounds, hide me.

Permit me not to be separated from Thee.

From the malignant enemy, defend me.

In the hour of death, call me.

And bid me to come to Thee,

That with Thy saints I may praise Thee,

Forever and ever. Amen.

(After receiving Holy Communion, 7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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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봉헌 기도

오 하느님! 티없으신 마리아의 성심과 일치하여 (여기서 봉헌의 표시로 갈색 스카풀라를 친구하면 한

대사를 얻을 수 있다) 온 세상의 모든 제대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고귀한 성혈을 당신께 바치오며,

또한 오늘 저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예수님의 성혈과 합하여 바치나이다.

오 예수님! 저는 오늘 모든 은사와 공로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을 제 자신과 더불어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성심의 요청대로 가장 적절히 활용하실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께 바치옵니다.

예수님의 지극히 고귀하온 성혈이여,

저희를 구하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성심이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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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 13 세 교황의 성 미카엘 대천사께 바치는 기도

2003-08-21

아래의 구마기도는 19 세기말경 특별한 환시를 보신 레오 13 세 교황님께서 직접 작성한 기도로서,

미사성제 후 항상 이 기도를 바치라고 하셨답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악의와 간계에 대한 저희의 보호자가

되소서. 오 하느님, 겸손되이 당신께 간청하오니 그를 감금하소서. 그리고, 천상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세상을 떠돌아 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지옥으로 보내소서. 아멘.”

20 세기말경 로사리오의 교황으로 잘 알려져 있는 레오 13 세 교황께서는 사탄 (루치펠, Lucifer 즉

타락한 천사 즉 마귀들의 우두머리)이 하느님의 옥좌 앞에 와서 하느님께서 1 세기만 허락하시면

하느님의 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 하였는데, 하느님께서 (섭리에 의해) 이를 허락하셨답니다. 이에

교황님께서는 위의 구마기도를 손수 작성하셨다고 합니다.

위대한 프란치스코 성인도 매년 성 미카엘 대천사의 축일을 경축하여 40 일 기도를 하는 중에

예수님의 오상을 받으셨다고 하죠. 또한 악의 세력이 극에 달한 이 시대에는 묵시록 12 장에 적혀

있듯이 하늘에서 성 미카엘이 이끄는 천상 군대와 마귀들이 싸우고 있답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티없으신 성모 성심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제 2 의 성령 강림과 함께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성모님께서 이탈리아의 곱비 신부님을 통해 하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책자를 참조하세요. 가톨릭출판사 발행. 명동 가톨릭회관에 있는

푸른군대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음. 다락방기도 모임 책자로 사용됨.)

> ----------------------------------------------------------

> "요한크리소스토모" 님의 글

> "구마기도란?^^;"

> ----------------------------------------------------------

> +찬미예수님

> 구마기도란 무엇이며... 기도문이 있습니까?^^

>

> 마음이 흔들리면

> 구마기도를 바치면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하던데 참 궁금합니다....

>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0^

>

> 평화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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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녀 대 제르트루다의 기도

2003-04-16

"영원하신 성부여, 모든 연옥영혼과, 세상 각처, 교회들, 제 집과 가정의 죄인들을 위해, 오늘 온

세상에서 봉헌하는 모든 미사성제와 일치하여 당신 성자 예수님의 지극히 고귀한 성혈을 바칩니다.”

“Eternal Father, I offer you the most precious blood of your divine son Jesus in union with the masses

said throughout the world today for all the holy souls in the purgatory, for sinners everywhere, for

sinners in the universal church, those in my own home and within my family.”

위의 기도문은 예수님의 수난에 대해 열심히 묵상하며 보속의 생활을 하였던 성녀 대 제르트루다의

이 기도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 각지에서 드려지는 미사성제들에 의한 예수님의

성혈을 통하여 한번 할 때 마다 1000 명의 연옥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살아

있는 죄인들을 위한 기도는 나중에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미사성제중 신부님이 성찬제정과 축성문 또는 성변화경으로도 알려져 있는 "너희는 모두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등을 읊으실 때 위의 기도를 하면

1000 명의 제한이 없어지고 더욱 많은 연옥 영혼이 구원된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거양성체란 그 후 사제가 성반과 성작을 함께 받들어 올리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받으소서" 라고 하시며 방금 축성된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신자들이 경배하도록 받들어 올리시는

것을 의미하죠. 이 때는 성변화 때와 함께 미사성제 중 가장 엄숙한 순간이며, 또한 거양성체시

경배와 동시에 청원기도를 하면 가장 효율적이라고도 하더군요. 그런데 거양성체시 특별한 기도문은

저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사성제와 관련된 다른 기도를 위해서는 "기도생활" "특수기도문"에 있는 "미사성제를

거룩하게 드리기 위하여"의 글월을 참조하세요.

> ----------------------------------------------------------

> "수운(水雲)" 님의 글

> "거양성체때......"

> ----------------------------------------------------------

> 성찬례식 때 "너의는 모두 이것을 받아먹으라 ...."하시며 성체와 성배를 들어올리실 때 신자들의

암송기도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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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 데레사의 기도

예수님은 내게 누구인가?

예수님은 내가 불러야 할 이름

예수님은 내가 선포해야 할 진리

예수님은 내가 가야 할 길

예수님은 내가 가야 할 빛

예수님은 내가 살아야 할 삶

예수님은 내가 사랑해야 할 연인

예수님은 내가 나누어야 할 기쁨

예수님은 내가 봉헌해야 할 희생 제사

예수님은 내가 전해야 할 평화

예수님은 내가 먹어야 할 생명의 빵

예수님은 내가 먹여야할 굶주린 자

예수님은 내가 물을 주어야 할 목마른 자

예수님은 내가 입혀야 할 헐벗은 자

예수님은 내가 맞아들여야 할 노숙자

예수님은 내가 치료해야 할 병든 자

예수님은 내가 사랑해야 할 의로운 자

예수님은 내가 인도해야할 할 눈먼 자

예수님은 내가 입이 되어야 할 말 못하는 자

예수님은 내가 함께 걸어야 할 절름발이

예수님은 내가 방문해야 할 죄수

예수님은 내가돌봐야 할 노인

예수님은 내가 돌봐야 할 환영받지못하는 자

예수님은 내가 씻겨야 할 나병 환자

예수님은 내가 친절을 베풀어야 할 거지

예수님은 내가 도와주어야 할 마약 중독자

예수님은 내가 수렁에서 건져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야 할 창녀

예수님은 나의 하느님, 나의 신랑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유일한 사랑

예수님은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 내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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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들을 위한 기도

지극히 사랑하올 주님, 사제들을 지켜주소서.

그들은 당신의 것이오니, 그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당신의 거룩한 성소에서 불타오르는 삶을 살고 있는

사제들을 지켜주소서.

그들은 세속을 떠나 있지만 이 지상에 살고 있사오니

주여 그들을 보살펴 주소서.

세상의 쾌락이 끌어당기거나 유혹할 때,

사제들을 당신의 성심 안에 감싸주소서.

그들이 외로움과 고통을 당할 때,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어 위로해 주소서.

영혼들은 단지 허무할 따름이오니,

그들이 희생의 삶을 영위할 동안

오 주여,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들에게는 오로지 당신밖에 없나이다.

그들은 약점을 지닌

단지 인간일 따름이오니,

그들이 매일 어루만지는 당신의 성체처럼,

그들을 흠 없게 지켜주소서.

오 사랑하올 주님, 황송하오나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기도, 성모송 후 "성직자들의 모후여, 사제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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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을 모르는 J 형제에게

2002-05-05

사랑하는 J 형제여, 주님의 부활 대축일에 이 큰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이 글을 씁니다. 오늘은

우리의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이 누구냐고요? 하늘과 땅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과,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나도 그분에 의해 탄생하고서도, 지난 30 년간 그분을 모르고 살아 왔었습니다. 우리

나라에 흔히 볼 수 있는, 소위 불교 가정(즉, 부모님이 일년에 한두 번 절에 가시는)에서 태어나,

종교도 모르고, 석가모니도 모르고, 하느님도 모른 채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난 이제 온 천하 만방에 외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존재하심을, 주님이 존재하심을, 현재

온 세상 10 억 이상의 인류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이분이 때가 차서

(즉, 2002 년 전에) 태어나시고, 하느님께서 정하신 때에 자진하여 십자가형을 받음으로써 그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바쳐 우리의 원조(즉,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닫혀 버린 천국의 문을 다시

열어 주셨음을 ..... 그분의 인성(人性, Humanity) 안에는 완전한 신성(神性, Divinity)이 깃들어

있음을 .....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 하느님의 제 2 위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나,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형제여, 천국이 있냐고요? 나도 30 년간 형제처럼 우리의 삶은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춘기 때 사고로 인한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에 큰 충격을 받고 염세주의자가 되어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며, 살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여 자살 미수까지 하였으니까요.

희망이 없는 삶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창조주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짐승과 우주

만물을 우리가 부리도록 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은 저 나무는 물론, 많은 짐승(예: 거북이)보다도 훨씬

제한되어 있으니, 아무리 호의 호식하고 호화롭게 산들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리고 소위 일류

대학을 졸업하여, 사회에서 출세하여, 명예와 권위를 얻고 살아봤자 인생 자체가 일장 춘몽이면, 그

무슨 소용 있을까요? 빈 몸으로 와서,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느님이 부르시면 모든 걸 뒤로

버리고 빈 몸으로 다시 훌쩍 떠나버려야 하니, 그리고 또한 세월이 지나가면 (적어도 삼 세대만

지나도) 완전한 망각의 세계로 사라져버리니 이 얼마나 허무한 삶입니까?

형제여, 그러나 난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그렇게 허무한 것이 아님을.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은, 우리 인간에겐 특혜를 주셨음을 ..... 즉, 우리는 죽은 후 동물과 같이

그렇게 허무하게 재로 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형제여, 기뻐하며 즐거워합시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생(永生, Eternal Life)의 길이 열려 있음을!



10

형제여, 우선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과 함께 영혼(靈魂, Soul)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만 특별히 위에서 내려주신 영혼이 있음을.

우리의 육안이 볼 수 없다고 하여 어찌 함부로 없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만

따지면, 우리보다 나은 동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만일 치타나 독수리가 올림픽에 참여하면, 많은

경기에서 인간은 상대가 안되겠죠?) 인간이 고귀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지성과 함께

바로 이 영혼 때문이 아닐까요?

다행히 우리의 영혼은 불멸한다니, 참으로 위안되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이도 완전히 무(無)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니 그렇게 낙담할 필요도 없으며, 또한

우리가 죽은 후 다시 그들을 만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만날 수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죽지

않을 테니 영원히 친교를 누릴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각자에게 자유의지(Free Will)를 부여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 자유의지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도

간섭하지 않으시므로, 그러한 사실을 믿고 안 믿고는 형제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여 이 한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께 가서 심판을 받음을..... 전지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하느님이시기도 하지만,

정의의 하느님이시므로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입고 어떻게 살았는지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모든 죽은 이들이 부활하여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단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 5:29)

사랑하는 J 형제여, 형제를 극진히 사랑하사 인간이 되시어 형제를 위해 모든 것(즉,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쳐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 다함께 하느님의

시온산으로 올라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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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고타를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2002-08-16

많은 이가 동감할 좋은 글을 올리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변변치 못하지만, 지금 저가 생각하는 바를

함께 나누고 싶군요.

아무도 모르는 어린이에게 그러한 고통을 주시는 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의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죽음이나 산고나 질병등 이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 및 본죄로 인한

것인 것과 같이, 또한 태아가 엄마의 태중에서 살해되는 거나 어린이가 고통을 받는 것도 이 모두

우리 인간들의 죄로 인할 것이 아닐까요?

십자가로 악인의 명치 끝을 힘껏 날려버리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라기 보다는 세속의 가르침이라고

하는게 더 나을 것 같군요. 물론 자기 방어가 필요할 때는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복음을 따라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성인들을 본받도록 노력하여야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변하지 않으시듯이, 복음의 가르침도 영원히 진리이니 세속의 흐름에 무관하게 깊이 생각해 봐야겠죠.

악인이 지금은 벌을 받지 않더라도, 성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추수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밀과 가라지를 분리하시어 가라지를 영원한 불에 집어 넣으실 겁니다. 지금 가라지를

뽑으면 옆에 있는 밀이 다칠지 모르니 그대로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시는거죠.

부자는 항상 부자고 가난한 자는 항상 가난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모두 들어서게 될 영원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훨씬 많겠죠. 성서의 라자로와

거지의 비유처럼, 오히려 이 땅에서의 거지가 결국은 오히려 복 받은 자가 ... 그리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으니, 이 짧은 세상을

부자로 살아봤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 있을까요?

하느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전쟁이란 오히려 인간의 죄에 대한 징벌이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 (상대국의 땅이나 물질 등에

대한) 또는 미움이 전쟁을 야기시키기 때문이겠죠.

인생의 고통에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승리의 골고타를 향하신 예수님을 따라

다함계 손잡고 나아갑시다.

성모승천 대축일에 성모님 사랑 듬뿍 받으시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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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삶의고통 님의 글 "인생의 무게에 걸려 넘어질때...."

> -----------------------------------------------------

> 가끔 생각해봅니다.

>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이름 모를 병으로 사경을 헤맬때, 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지... 그럴때마다 그 부모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그 부모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아니면 벌을 주시기

위해 그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로 하여금 그 고통을 겪게

하시나요... 어렵고 힘들때마다, 억울하고 지칠때마다, 주님을 찾아도 주님께서 외면하시어 악을

일삼는 무리들에 의해 고통에 빠지는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험한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기도만 하는 것보다, 내 몸을 스스로 움직여 나도 악인에 맞서 싸우며, 스스로 독해지고 약아지는 제

자신을 볼때마다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길에서 깡패를 만났을때, 십자가를

손에 꼭 쥐고 기도를 드려도 아무 소용 없다고... 차라리 손에 쥔 십자가로 그 악인의 명치끝을 힘껏

날려버리라고...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하더군요... 그럼 그럴 용기도 힘도 없는

약하기만 한 사람들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악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부른 배를 두드리는 것을 볼때마다, 세상의 선과 악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왜 악인이 벌

받는 것을, 우리는 살아 생전에 우리 눈앞에서 볼 수 없는걸까요. 주님께서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하여 보여주신다면, 사람들이 지금처럼 여전히 어려울때만 주님을 찾을까요... 세상에는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왜 부자는 항상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가난해야 하나요... 왜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을 치르게 하시나요... 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온갖 사고로 더

비참하게 죽어가나요... 장애인들 중에는 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더 많나요... 저 역시 주님께

너무나도 부끄럽기만 한 죄인이지만... 항상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잘못인지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지 않을때도 있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기에는

제가 너무나도 그릇이 작고 모자라다는 것을... 그것을 알기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주님께

죄송하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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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2002-08-16

8월 15일 오늘은 성모님께서 영혼과 육신이 함께 하늘나라에 올림을 받은 날이죠. 아마도 이 기쁜 날

에 성모님께서 님에게 큰 축복을 주신 것 같군요.

너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하였노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하느님으로부터 불

림을 받음을 축하드립니다.

아는 사람이 없더라도 용기를 내시어 주일 아침과 같은 때에 미사에 참여하셔서 봉사하는 분이나, 그

렇지 않으면 성당 사무실에 들러서 성당에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

마 예비자 교리반의 일정 등에 관해 이야기해 줄겁니다. 보통 1주일의 어느 날 1시간 정도 성당에서

몇달간 예비자 교리를 들으면,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때 세례를 받고 정식 가톨릭 신자가 될 수 있습

니다.

우리 모두를 불러 주시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 하느님께 성모님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함께 찬미드립시다. 아멘.

> -----------------------------------------------------

> 궁금한사람...ㅋㅋ 님의 글 "저~성당에 나가고 싶은데요?"

> -----------------------------------------------------

> 안녕하세요?

>

> 학교 다닐때는 교회도 나가고 했었는데..

> 직장 다니면서 지방에서 올라왔거든요?

> 성당에 나가고 싶은데..무작정 나가기가 그래서요..

>

> 집 바로 뒤에..성당이 있지만 막상 갈려니 용기가 안나네요..

> 꼭 가고 싶은데..주일마다 성당가서 예배드리고 하는모습이

>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요..그리고 어느정도 나이가 들면서

> 신앙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도 들구요...

>

> 처음에 어떻게 나가야 하는건가요? 성당에 아는사람이라도

> 있으면 좋은데..이쪽으로 이사온지도 얼마 안되었구여..

> 도와주십시요..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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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과 잡념 ...

2002-08-16

묵주기도를 할 때 기도 지향을 꼭 언제 해야 한다는 법은 없는 것 같지만, 미사성제 때 미사 지향을

신부님이 미사 전에 하시듯이, 묵주기도의 지향도 기도 올리기 전에 하면 무난할 것 같군요.

또한 간혹 어떤 경우에는 각 단 시작하기 전에 그 단을 누구를 위해 바친다는 지향을 하며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구요.

그리고 기도시 잡념이 생기더라도 이 잡념을 굳이 억지로 없애려고 시도하는 것 보다는, 이를 역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군요. 예를 들면, 기도중 공부가 걱정이 되면, "주님, 당신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그리고, 저가 학업을 통하여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의 이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

당신과 이웃들에게 봉사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등의 생각을 하며 기도하면 그 잡념에 의해 기도가

덜 훼방 받겠죠.

아무쪼록 성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모승천 대축일에

> -----------------------------------------------------

> 새신자 님의 글 "묵주 기도에 관하여"

> -----------------------------------------------------

> 안녕하세요

> 오늘 처음으로 9 일 기도를 시작했어요. ^^

> 제가 처음이라 윗분이 그냥 성모송과 영광송만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책 사서 열심히 따라

읽으며 했답니다. (기도문도 못외워서.. 세례도 아직 못 받았어요 ^^ )

> 자꾸 잡념이 생겨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아요 ^^

> 앞으로 더 열심히 하려구요. 54 일 걸린다는데 잘 할 수 있도록

> 매일 또 기도드릴거예요.

> 근데, 제가 지향하는 기도는 묵주 기도할때 언제 드리면 되나요 ? 기도할때는 일체 다른 생각하지

말고 묵상 하라고 되 있던데... 십자가로 성호경 긋고 기도 시작하기 전에 성모님께 먼저 제 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묵주 기도를 드리면 되는건가요 ??

>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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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 복음서가 쓰여진 참 연대

2002-11-05

교회인가 및 많은 교황님, 추기경님 및 신학자들에 의해 수백년간 갈채를 받아온 책자인 <하느님의

신비의 도성>에 의하면, 복음서의 기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천상계시를 밝히고 있습니다.

(1) 마태복음서: 예수님 탄생후 42 년, 히브리어

(2) 마르크복음서: 46 년, 히브리어 (성모님 61 세)

(3) 루가복음서: 48 년, 그리이스어 (성모님에 관한 허가받음)

(4) 요한복음서: 58 년, 그리이스어 (천상에서 성모님 내려오심)

스페인의 수녀, 아그레다의 가경자 마리아를 통한 위 <하느님의 신비의 도성> 책자는 불행히도 아직

국내에는 번역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이 다음 기회에 위 복음과 관련되는 부분이나마

간략히 번역하여 삶의 성찰이나 아름다운 글란에 올리겠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에서 김스테파노

> -----------------------------------------------------

> 강동진 호스티아 님의 글 "성서목록"

> -----------------------------------------------------

> 주님안에 평화를전하며

>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성서가 쓰여진것은 마르꼬복음이 먼저인데 성서 책에는 마태오

복음이 먼저 수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오 복음이 먼저 수록된이유가있나요?

>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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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꿇고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교황님

2002-11-05

서 스테파노 형제님,

우선 빛의 자녀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세례 받은지 얼마 안되는데도 묵주기도를 무릎까지 끓으면서

열심히 해 오셨다니, 성모님과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겠군요.

본인의 경우 세례 받은지 근 10 년 후 어느 날, 어떤 일로 인하여 아주 심란할 때 성모상의

어머니께서 부르시는 것 같아 그 앞에 처음 무릎꿇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순간 성모님께서

내려주시는 천상의 평화를 처음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의 자세가 중요한 것도 깨닫게

되었죠.

이 마리아 사랑넷 어딘 가에, 나눔지기님께서 올려 놓으신 교황님께서 성모상 앞에서 무릎꿇고 기도

및 봉헌하고 계신 사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성서에도 예수님께서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무릎꿇고

성부께 기도하셨다고 하시죠.

성모 마리아께서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치시는 서 스테파노 형제님께 천상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미국 메릴랜드에서

김 스테파노

> -----------------------------------------------------

> 서필석스테파노 님의 글 "묵주기도 드릴 경우 자세에 관해서??"

> -----------------------------------------------------

> 전 올해 8 월에 영세를 받은 초보 신자인데요.

> 묵주기도를 자주 드리는 편인데요. 묵주 기도를 무릎을 꿇은 자세로 계속해서 드리다보면 성당히

힘이 듭니다.

> 묵주기도는 반드시 무릎을 꿇은 자세로 바쳐야 하는 궁금하고요?

> 편한 자세로 묵주기도를 바치면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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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주 삼덕으로 수정합니다

2002-11-05

죄송합니다. 복음 삼덕과 향주 삼덕을 혼동하여서 수정합니다.

<생활교리>에 의하면, 청빈, 정결과 순명의 세가지 덕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복음 삼덕> 또는 복음적 권고라고 한다고 하군요. (432 페이지 참조)

그리고,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느님 편에서는 인간에게 무상으로 베푸시는 자비와 은총,

그리고 인간 편에서는 하느님을 향한 믿음, 희망, 사랑 즉 이 신망애를 <향주 삼덕>이라고 한다고

하는군요. (68 페이지 참조)

> -----------------------------------------------------

> 김인석 스테파노 님의 글 "복음 삼덕"

> -----------------------------------------------------

> -------------------- 답 변 글 --------------------

> 알로이시오 형제님,

>

> 그 성모송 3 번은 150 번의 성모송과 함께 예수님의 신비(생명, 죽음과 부활)를 묵상하는 기도하기

전의 일종의 준비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군요.

>

> 때로는 이 성모송 3 번을 하기 바로 전에 복음 삼덕인 <신덕과 망덕과 애덕을 위하여>라고 한 후

성모송을 바치기도 하죠. 그리고, 각 성모송 대신에 신덕송, 망덕송, 그리고 애덕송(가톨릭

기도서참조)을 바치기도 하고요.

>

> <삶의 성찰>란에 조금 전 묵주기도의 유래 및 관련되는 글을 올렸으니 참조바라며, 묵주성월을

맞이하여 형제님에게 성모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천상 은총을 많이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

> > -----------------------------------------------------

> > 박승규 알로이시오 님의 글 "묵주기도"

> > -----------------------------------------------------

> > 묵주기도에서 사도신경, 주님의기도후 성모송 3 번을 할때 한알한알의 의미를 잘모르겠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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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주기도의 해에 빛의 신비를 묵상하며

2003-01-11

+ 2000 여년전 베들레헴에서 연약한 아기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시고, 세말에 영광중에 모든

이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우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은 오늘도 지극히 거룩한 성체

속에서 분리할 수 없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빛을 발하고 계시나이다. 성삼위 하느님, 영원히 영예와

영광, 감사와 찬미 받으소서!

성탄시기를 마무리 하는 주님의 세례축일을 맞이하여, 연중시기가 다시 시작하려는 이 때, 하늘 높은

곳에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평화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합시다.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이기심, 물욕, 육욕, 권세욕, 명예욕 등의 사탄의 교활한 유혹의 덫 속에서,

갈수록 어두움이 짙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존경하올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께서는 작년 묵주기도

성월인 10 월 중순경 <동정마리아의 로사리오>에 관한 사목서한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사목서한에서

2002 년 10 월 중순에서 2003 년 10 월 중순까지를 <묵주기도의 해>라고 선언하셨는데, 겸손한

이들의 여린 묵주가 교만한 사탄을 포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슬(요한 묵시록 20 장 1 절

참조)임을 감안하면 아주 시기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존경하올 교황 성하께서는 기존의 묵주기도의 15 가지 신비에 빛의 신비 5 단을 첨가할 것을

새로 제안하셨는데, 여기서 함께 간략히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빛의 신비는 환희의 신비와 고통의

신비 사이의 공백을 메꾸며, 예수님께서 30 년간 나자렛에서의 사생활을 마치시고, 3 년간 제자를

가르치며 온 인류에게 빛을 주시기 위한 공생활중 수난 받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매일

15 단 기도를 하시던 분들은 환희, 빛, 고통, 영광의 신비의 순서로 하시면 좋을 것 같군요.

(1) 빛의 신비 제 1 단: 예수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마태오 3,13-17)

나자렛에서 예수의 나이가 이미 만 30 에 접어 들은 어느 날, 성부께서는 마리아에게 예수를 희생으로

바치라고 하시자, 마치 아브라함이 이사악을 바치듯 독생 성자 예수를 기꺼이 바치셨다. 예수는

나자렛에서 성모 마리아와 이별한 후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던 요르단 강변으로

향했다.

무에서 물을 창조하시고, 바위에서 물이 쏟게 하신 창조주 예수는 어느 날 요르단 강변에서 인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우선 자신이 직접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 한 분이신

하느님으로써 언제나 성자와 함께 하시는 성부와 성령께서도 이때 특별히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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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활을 시작하실 예수를 축복하여 주셨다. 성부께서는 천상 옥좌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태오 3:17)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는 비둘기 모양으로 사람의 아들

예수의 머리 위에 내려 왔다. 모든 면에서 인류를 가르치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스승 예수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를 따르는 우리 모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를 원하신다. (마태오

28,19)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을 홍해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 건너 가게 하신 참 모세이시며, 요르단

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참 여호수아이신 예수께서 직접 인간 세상에

나타나시어 당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하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범을

보이신다.

이 신비의 열매: 정화의 성사인 세례의 중요성에 대한 확실한 인식.

(2) 빛의 신비 제 2 단: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요한 2,1-11)

물(성령)의 세례를 통해 죄를 벗어남을 보여 주신 예수는 그후 곧바로 광야에 가셔서 40 일간

단식하며 사탄의 유혹을 받으신다. (마태오 4,1-11) 성서의 하느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는, 그 후 유다 지방에서 얻은 첫번째 제자 5 명(요한, 안드레아, 베드로, 필립보, 나타니엘: 요한

복음 1,35-51)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참석하신다.

구원의 역사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성모 마리아는 주님이 그리스도의 권능을 언제 어떻게

공적으로 드러내실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요한 복음 2 장 1-11 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모 마리아의 간구에 의해 예수께서 공적으로 첫 기적을 행하신다. 후에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당신의 피로 변화시키실 예수께서는 이곳 결혼식 만찬에서는 우선 물을 축성하시어 그 만찬에 참석한

모든 이에게 기쁨을 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다.

이 신비의 열매: 예수의 신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성모 마리아의 전구에 대한 신뢰, 그리고 결혼의

신성함.

(3) 빛의 신비 제 3 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며 우리를 회개로 부르심을 묵상합시다.

주님의 선구자인 세례자 요한이 자신의 역할을 다한 후 잡혔다는 말을 들으신 다음, 예수께서는

"회개하라. 하늘 나라가 다가 왔다"하고 말씀하시며 전도를 시작하셨다. 그리하여 우리의 스승 예수는

공생활 3 년간 이스라엘의 여러 곳을 다니시며 진복팔단,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보물과 진주와 그물의 비유 등의 말씀을 통하여 하느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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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예수께서는 병들고 마귀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겸손하고 가난하게 사시며, 밤에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등 행동으로써 모범을 보여주셨다. 특히 가장 완전한 기도인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형제에 대한 끝없는 용서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다.

이 신비의 열매: 모든 이가 회개하고 하느님 나라를 믿고 추구하기를.

(4) 빛의 신비 제 1 단: 예수님께서 타보르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마태오 17, 1-8;

마르코 9, 2-8; 루가 9,28-36)

하느님 나라를 선포한지 2 년 반 이상이 지난 후 어느 날 예수께서는 3 제자(베드로, 야고보, 요한)를

(갈릴래아의 중앙에 있는) 타보르산 정상까지 데리고 가셨다.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곧 얼마 후 십자가에서 수난을 당하실 자신의 몸의 참된 영광된 모습을 그들에게 미리

보여 주셨다. 비록 이 세사람 모두는 후에 게쎄마니 동산에서 주님이 고뇌에 빠져 있을 때 잠을 자고

있을 것이지만, 성령 강림후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되고, 야고보는 첫 사도 순교자가 되며, 요한은

미래의 영광을 꿰뚫어 보는 묵시록의 환시자가 된다.

하느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구약의 율법의 공표자인 모세와 예언자의 대표자인 엘리야의 영혼을

불러 오시어 타보르산 위에서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의 희생죽음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게 함으로써

신약의 예수께서 구약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임을 보여주셨다. 아그레다의 가경자 마리아가 천상

계시를 받아 저술한 <하느님의 신비의 도성> (Mystical City of God; 교회인가)에 의하면,

하느님께서는 다른 천사들을 통해 성모 마리아를 이 산위에 데려오게 하시어 직접 그녀의 신적

아들의 영광된 변모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세 사도들은 영광스럽게 변모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보았으나, 성모 마리아는 그뿐 아니라 신성 그 자체를 직관적으로 보는 은총을 받았다.

이러한 모습을 처음 보고 두려워 한 제자들과는 달리, 성모 마리아는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거나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미 익숙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과는 달리 주님의 신성 속에 숨겨진

여러 가지 경이로움을 더욱 명백하게 볼 수 있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러한 특전은 그녀의

신앙은 이미 확고하였으므로 제자들과는 달리 그녀의 신앙을 돋구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발치에까지 구원의 역사에 동참자가 될 여왕이며 어머니에 대한 일종의 의무이기도 하였다.

이 신비의 열매: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

(5) 빛의 신비 제 5 단: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루가 22,14-

20; 마태오 26,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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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과 죽음을 당하기 하루전인 성목요일 저녁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우리의 영원한 사제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식탁에서 첫 미사를 거행하신다. 우선 자신을 배반할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후, 이러한 사랑으로써 새 교회와 은총의 법을

설정하신다.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여 성변화하게 하심으로써, 마치 주님의

영혼이 주님의 몸과 피와 분리할 수 없게 일치되어 있는 것처럼 그 성체와 성혈 속에 살아 계신 참된

그리스도가 존재하시게 되었다. 또한 말씀의 위(the Person of the Word)와 함께 성부와 성령께서도

그 성체와 성혈 안에 계시게 되었다.

아그레다의 가경자 마리아가 천상 계시를 받아 저술한 <하느님의 신비의 도성> (Mystical City of

God; 교회인가)에 의하면, 이 다락방의 옆방에 예수님의 거의 모든 설교 행적을 따라온 성모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있었으며, 성모는 여느 때와 같이 그들의 신심을 돋구어 주었다. 사도들

중에는 성 요한이 그 신비들을 가장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주신 심오한 지혜에 의하여 그녀의 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의 의미를 사도들과 육적인 형태로 그들의

참 주님, 창조주이며 왕이신 분을 흠숭하는 천사들보다도 더욱 더 명백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이

첫 미사에는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 천사들이 성조 에녹과 구약의 예언자 엘리야의 영혼을 고성소에서

데리고 와서 참여하게 하였다.

우리의 하느님 예수께서는 그 지극히 거룩한 성사(the most Holy Sacrament)를 이 첫 미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경배할 수 있도록 올리셨다. 이 거양성체 동안 곧 받아 모실 자신의 축성된 몸과 피에

들어 계신 신성보다 열등한 인성으로서의 자신을 인식하시고, 겸손되이 이 신성 앞에서 몸을 떠셨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성체를 경건하게 모셔야 함을 가르쳐 주셨을 뿐아니라 (훗날) 많은

이들이 이 지극히 고양된 성사를 무례하게 모심에 대한 그의 슬픔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체 속의 자신을 직접 모셨는데, 이 때 영광의 은사가 마치 타보르 산에서의 영광된

변모 때처럼 잠시 동안 그의 몸에 흘러내렸다. 이것이 주님이 지상 생활 동안 그의 인성에 허용한

마지막 위안이었으며, 이 순간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그러한 일이 없었다. 동정 어머니는 그녀의 신적

아들이 복된 성사 속의 그 자신을 어떻게 받아 모셨는지를 특별한 환시에 의해 알게 되었으며, 그

성사가 그의 신적 성심 안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도 이해하였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여왕이며

여인에게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야기시키게 하였다.

그 자신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면서 우리 주 그리스도는 영원한 성부께 찬미가를 읊어드렸으며 복된

성사 안의 자신을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로 봉헌하였다. 주님이 축성된 빵의 다른 부분을 집어

대천사 가브리엘에게 건네주자, 이를 대천사 가브리엘은 지극히 거룩한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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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주님이며 참된 하느님의 축성된 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 천사들에게 새롭고 무한한 기쁨을

안겨주었다. 위안의 눈물로 가득 찬 위대한 여왕은 거룩한 성체를 기다리고 있었다. 성 가브리엘이

무수한 천사들과 함께 다가왔을 때, 아드님의 겸손, 존경심과 경외를 본받으며 그리스도 다음으로 그

성체를 처음 모셨다. 그리하여 마치 지고하신 분의 아주 합당한 성전이며 감실과 같이,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 어머니의 가슴 속에 지극히 거룩한 성체가 모셔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때부터 베드로

성인이 첫미사를 봉헌하고 새로 축성을 할 때까지, 그 거룩한 성체의 형언할 수 없는 효력이

마리아의 성심에 남아 있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 구세주께서 천국의 공주에게 특혜를 베푸신 후, 그 성사의 빵을 사도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모시도록 하셨다. (루가 22,17) 이 명령에 따라 많은 눈물과 함께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찬양하며 각자 성체를 받아 모셨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이들보다 우위의 특권을 누리며

사제직의 권능을 받게 되었다. 그 다음, 성 베드로가 주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 에녹과 엘리야의

두 성조에게 거룩한 성체 두 부분을 나누어주었다. 이 거룩한 성체가 그들이 그렇게도 오랫동안

손꼽아 기다려오던 하느님을 보게 되리라는 희망을 새롭게 하며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이와 함께 이

축복이 모든 인류에게 확장되었다. 에녹과 엘리야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며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곳으로 돌아갔으며, 이 신비로운 축복에 대하여 그들과 우리의 구세주께 감사를 드렸다.

이 신비의 열매: 성체 안에 참으로 계신 성삼위 하느님께 대한 신덕과 애덕.

주석: 아그레다의 가경자 마리아가 천상 계시를 받아 저술한 <하느님의 신비의 도성> (Mystical City

of God)을 주로 참조하였으며, 각 신비의 열매는 단지 개인적 견해로써 여러분의 묵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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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를 통해 나타난 성모 마리아

2003-01-28

성서를 통해 나타난 성모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 그리고 우리의 천상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이 글을 씁니다.

비신자 (본인도 17 년전까지는 그러하였지만) 그리고 특히 소위 복음제일주의를 주장하는 개신교의

신자, 형제 자매들이여, 다함께 묵상해 봅시다.

(1) 창세기 3:15 -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마리아는 이 원초적인 복음 말씀에 예언된 여인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뱀으로 상징된 타락한

(높은) 천사인 루치펠 (Lucifer) 사탄 (Satan)을 눈만 깜빡해도 멸망시킬 수 있으시지만, 직접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겸손 중의 겸손이신 마리아를 대신 앞세우시어 교만한 사탄을 물리치시려고 태초부터

작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탄과 마리아는 원수 관계가 되었으며, 하느님께서 이 여인에게 붙여 주신

마리아라는 이 이름에도 적대자를 물리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웹스터 사전 참조)

(2) 루가 1:43 -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 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느님의 은총으로 늙은 나이에 주님의 선구자가 될 세례자 요한을 임신한 유다 산골의 엘리사벳은

육화된 말씀의 방문으로 인해 성령을 가득 받아,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Theotokos 즉 Mother of

God)라고 인류를 대표하여 처음으로 부릅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아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야겠습니다. 묵주기도 할 때 성모송을 하면서 천주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계속 부릅시다.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는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세주)라고 할 수 없듯이, 일개의 여인 마리아를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인정함으로써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를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역사 상 아리우스파를 비롯한 많은 이단, 그리고 현 시대에서도 여러 이단이 나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는 이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겠습니다.

(3) 요한 묵시록 12 장 - "여자와 용"

창세기의 뱀이 이젠 늙은 뱀, 용이 되어 창세기에 예언된 그 여인 즉 마리아와 함께 하늘에서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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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를 벌입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별이 열 두 개 달린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 12 지파, 모든 믿는 이들, 성교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류에게 주신 바로 그 어머니이십니다. 대천사 미카엘(누가 감히 하느님과 같이

되려느냐는 의미인)이 이끄는 천상군대는 그 용과 싸워 이겨 이제 하늘에는 그들이 발붙일 자리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예언된 그 여인은 이제 그녀의 발꿈치를 물며 교회를 현혹시켜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뱀의 머리를 밟아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 원초적인 복음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4) 몽포르의 성 루드비꼬가 지은 <마리아에 대한 참된 신심> (푸른군대 한국본부)에서:

제 1 진리 --

(ㄱ)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강생하시기를 원하셨다.

(ㄴ) 마리아와 지성하신 천주 성삼: 천주 성부는 성자를 낳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는 천주

성신은 또 다른 신위를 가진 천주위를 낳으셨다. 이렇게 천주 성삼, 바로 그 안에서는 생산 능력이

없는 성신은 그의 배필이 되신 마리아 안에서 비로소 풍성한 생산 능력을 발휘하셨으니, 성신은

마리아와 더불어 마리아 안에서 그의 최대의 역사, 즉 사람이 된 천주 예수를 낳으시게 하셨으며, 또

마리아와 더불어 마리아 안에서 성신은 날마다 하느님의 간선자와 그리스도를 머리로 존경하는

신비체의 지체들을 세상 마칠 때까지 계속 낳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신이 한 영혼 속에 당신과

떨어질 수 없는 충실한 배필 마리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할수록, 성신은 그 영혼 속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여 더 훌륭히 그 영혼 안에서 예수를 나타내며 그 영혼을 예수와 일치시키는 것이다.

제 2 진리 -- 하느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ㄱ) 마리아는 은총의 중개자: 성 안토니오에 의하면 천주 성부께서 모든 물을 한 곳에 모으시어

바다라고 부르신 것처럼 모든 은총을 한 곳에 모으시어 마리아라 일컬으셨다.

(ㄴ) 우리를 위해 전구하는 마리아의 큰 힘: 하늘에서 마리아는 천사들과 축복받은 자들을 명하신다.

성 보나벤뚜라에 의하면, 마리아의 깊은 겸손에 대한 보답으로 하느님을 배반한 천사들이 교만으로

떨어져나가 비어 있는 자리를 성인들로 채우기 위해 마리아에게 권능을 부여하고 위임하셨다. 하늘과

땅, 그리고 지옥에 있는 모든 것이 좋든 싫든 겸손하신 동정 마리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겸손한 자를 들어 높이시는 (루가 1:52 마니피깟 참조) 하느님의 뜻이다.

(ㄷ)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느님을 자기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자이다: 천주

성부께서는 세상 마칠 때가지 마리아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들을 낳으시기를 원하신다. 자연적이며

육체적인 낳음에는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가 필요한 것처럼, 초자연적이며 영적인 낳음에는

하느님이신 한 아버지와 마리아이신 한 어머니가 꼭 필요하다.

(ㄹ)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신비체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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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마리아는 영혼들 안에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다.

(ㅂ) 마리아는 성인들을 만드신다.

결과 -- 마리아는 마음의 여왕. 우리의 최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필요하다.

(4)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의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신 강림 때 시작한 신앙의 긴 여정 시초에 마리아께서는 "새 이스라엘"의 씨앗이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 마리아는 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특별한 증인으로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마리아와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신 말씀의 빛을

받아 마리아를 묵상하였으며, 언제나 그러해야만 했었다.

참조: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성모님은 주님을 알고 계셨으며, 나자렛에서 30 년간

하느님 예수님과 함께 조용히 생활하셨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상에 계실 때 (성령 강림 후) 초대

교회에서 주님의 탄생 등을 포함한 이 모든 일의 특별한 증인으로써, 또한 지금까지 줄곧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모이신 교회의 아들 딸들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데 협력하고 계신다.

성모 마리아를 특별히 공경한 그리스도교 최대의 신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 저희들의

성모신심과 성체신심을 위해 빌어 주소서.

아퀴노의 성 토마스 사제 축일(2003 년 1 월 28 일)을 기념하며

성모 마리아의 종 중의 종 김인석 스테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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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어머니 동정마리아를 위하여

2003-01-28

주님안의 사랑하는 니꼴라오 형제님,

천상어머니 동정마리아를 위하여 변변치 못하지만 이 글을 씁니다.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구해주

신 어머니의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서 ...

질문 중에 하느님을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또한 복음제일주의 를 주장하는 개신교적인 냄새가 강한

글이군요. 물론 복음을 탐구하며 알고자 하는 열의를 높이 사고자 합니다.

베드로서에서 우리의 제1대 교황이신 성 베드로님이 성서의 어느 구절도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하셨죠. 또한 요한 사도는 그의 복음서를 맺으면서 예수께서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자면 기록된 책은 이 세상을 가득히 채우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크고 높고 깊으시죠. 우리 인간이 성서의 어느 구절을 그렇게 임

의로 해석하고자 하면, 특히 마리아를 인간의 눈으로만 보고 이해하고자 하면 자칫 오류에 빠질 수

있을 것 같군요.

우리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성교회의 가르침과 초대 교회에서부터 내려오는 교회의 전승을 중시하고

있죠. 마리아께서 평생 동정이거나 또는 그렇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성서를 그런 식으로 보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께서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하시고도 첫 기적을 행하시는 등 여러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부족한 본인이 직접 답변을 하는 것 보다는, 특히 박도식 신부님이 쓰신 <천주교와 개신교> (가톨릭

출판사)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를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모이신 성교회는 여인 마리아를 동정녀의 모후이며 복되신 동정 마리아라고 칭하며, 또한 미사 성

제의 경문에도 <동정 마리아>라고 하는데, 만일 마리아가 평생 동정이 아니라면, 진리의 성교회에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어머니(루가 1:43 참조)를 낮춤

으로써, 이는 하느님께도 누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창세기에 예언된 (창세기 3:15 참조) 여인 마리아죠. 그래서 사탄은 마

리아를 낮추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일 그런다면 이는 사탄을 기쁘게 하고 하느님

께 누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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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마리아를 육적인 눈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성서에도 육적인 것은 아

무 쓸모가 없으나, 영적인 것은 참으로 고귀하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세속적으로 지상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천상적인 고귀한 눈결로 지켜봐야 하겠습

니다.

바로 마귀, 육신, 세속 - 성교회는 이 세가지를 삼구라고 가르치고 있죠. 이 삼구와 싸워 이기도록 함

께 노력합시다. 아멘.

(참조로 신앙글, 삶의 성찰에 성서를 통해 나타난 여인 마리아를 올렸으니 도움되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종 중의 종 스테파노

> -----------------------------------------------------

> 김래용 니꼴라오 님의 글 "저기요...마리아 평생 동정녀 설에 관하여...대답좀.."

> -----------------------------------------------------

> 래용이의 전화를 통해서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 래용이의 추천으로 강병송씨의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았다. 일단 전화까지 해서 설명해주었다는

> 그 열정 하나만큼은 정말 격렬하게 칭찬하고 싶다. 앞으로도 그 열정 계속 간직해 주길 바라고

> 단지 열정을 위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가운데 주의 일에 헌신하기를

> 바란다. 그리고 강병송씨의 글들을 보았는데...솔직히 마리아와 관련해서는 별 자료를 얻지 못

> 했다. 성공회 역시 가톨릭의 마리아 무염시태나 몽소승천 교리들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그리고 평생 동정녀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찾지 못했다. 내가 래용이 또래였을 때

> 하이텔에서 강병송씨와 토론한 적이 있다. 그 때도 전통과 전승들을 들먹이면서 말일성도를 비

> 판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내가 군대를 가는 바람에 도중에 토론이 중지되었었다...암튼 개인적

> 잡담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리아의 평생 동정녀에 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겠다..

>

> 과연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이었는가.....사실 그 증거는 전무하다고 본다. 성서적인 근거를 찾

> 아보자.

> 공동번역으로 마태오 13:53-56을 읽어주길 바란다.

>

> "...사람들은 놀라며 '저 사람이 저런 지혜와 능력을 어디서 받았을까? 저 사람은 그 목수의

> 아들이 아닌가?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리고

>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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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문장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된 형제, 누이라는 단어는 각각 아델포이(남성형)와

> 아델파이(여성형)가 사용되었다.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신 가톨릭 백과사전"(67년판, 제

> 9권, 337면)을 통해서 살펴보자.

>

> "아델포이와 아델파이는 복음 전파자들의 시대에 그리스어를 사용하던 지방에서는 온전한 혈

> 육간의 형제 자매를 의미하였으며 자연히 그리스의 독자들은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

> 다."

>

> 문법적으로 보아도 형제와 누이라는 단어는 온전한 혈육간의 형제 자매들을 의미함을 알 수가

> 있다.

>

> 마르코 복음서 3:31-35절을 보길 바란다.

>

> "그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서서 예수를 불러달라고 사람을 들여보냈다. 둘러

> 앉았던 군중이 예수께 '선생님, 선생님의 어머님과 형제분들이 밖에서 찾으십니다'하고 말

> 하였다. 예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하고 반문하시고 둘러앉은 사람

> 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

> 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

> 분명히 이 구절을 통해서도 영적인 의미에서의 형제와 혈육적 의미에서의 형제를 구분하여

>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설명하지도

> 않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것이 그분의 친형제가 아니라 사촌이었을 것이라 말하는 것

> 이 합리적이라 보는가?? 또한 마리아를 특별히 공경하라는 말의 암시도 찾을 수가 없다.

> 마리아도 훌륭한 신앙인으로 공경하기는 해야겠지만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 을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부르심으로 마리아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적이 없다.

>

> 친족이나 사촌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아델포이"가 아니라 "싱게논"(누가 21:16)이 사용된다.

> 문법적이나 문맥적으로 보아도 예수의 형제가 영적 형제이거나 사촌이라는 증거는 찾을 수가

> 없다.

>

> 요한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이 글을 기록한 요한은 사람을 칭할 때 혼동될 우려가 있는

>

>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조심스럽게 구별하여 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예를 들면

>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을 칭할 때에 한 사람을 가리켜서는 '가룟 유다'(요13:

> 2)라고 칭하고 다른 한 사람을 가리켜서는 '가룟이 아닌 유다'(요14:22)라고 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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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며 또 19장 25절에 보면 '마리아'의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 한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칭하고 다른 한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 칭하여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만약 요한이 예수님의

> 형제 또는 친형제가 아니고 사촌이었다고 하면 필연코 그들을 예수님의 사촌이라던가

> 도는 다른 구별을 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리아가 낳은 친자녀들이었음

> 은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시편 69편 8절의 메시야의

> 시에 보면

>

>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

> 라고 하여 분명하게 마리아에게 자녀가 있을 것과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외면할

> 것까지 예언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서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 낳으리니"(사7:14) 한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가 처녀로 아들을 낳은 사실을 충분히 믿을 수

>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

> 또한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으로도 마리아가 여러

> 아들들을 낳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

>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고 말씀

> 하고 있다.

>

> 또한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실제로 마리아에게 많은 자녀가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

> 는데..

>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세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고 말씀하고 있는

> 것이다.

>

>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겼기 때문에 "만약 예수의 친

> 동생이 있다면 왜 요한에게 의탁했겠느냐"는 질문을 생각해 보자. 이 부탁의 말씀은 마리

> 아에 대한 걱정보다도 요한에 대한 걱정이 더욱 앞선 말씀이라고 본다. 잘 알겠지만 요한

> 은 심히 다혈질이었다. 천둥의 아들들이라 불릴 정도로 감정적으로 격한 사람이었다. 당

> 연히 교회를 이끌어갈 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그 성격은 고침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예

> 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공경하라고 한 것이다. 마리아와 함께 지낸다는 것

> 은 결국 희생을 요구하였으며 항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접할 기회가 제공되었기 때

> 문인 것이다.



30

사순절에 "재"로 돌아가버린 J 형을 생각하며 ...

2003-03-09

+ 저희에게 불멸의 영혼을 주시고, 당신의 십자가로써 하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님 영원히 찬미 영광 받으소서

혈육의 형제 자매들과 떨어져 이곳 먼 타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공통된 아쉬운 점 중 하나는,

형제 자매 심지어 부모가 갑자기 별세하여도 그 임종을 지켜보지 못할 때가 많은 점이 아닌가 생각합

니다.

지난 성탄 직전 바로 손위의 J 형이 갑자기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인하여 저승으로 가버렸다는 통고

를 받고도 즉시 가지 못하고 최근에 부산 영락공원 납골당에 다녀 왔습니다.

성교회에서 재의 수요일에 항상 상기시키는 "재에서 왔으니 재로 돌아 가리라"는 구절이 아주 실감나

더군요. 인체란 이 육적인 존재는 고온의 불에 의해 다시 원래의 구성 원소로 환원해 자연으로 돌아

가버고 마니, 성서의 말씀처럼 세상 만사 참으로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처음 한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주님께서 주신 생명, 주님께서 가져가셨다 (God Gives

and God Takes!)"는 생각이 드니 아주 놀랍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은 하느

님의 섭리에 따르게 되어 있으며, 우리 가족도 나 자신도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것도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

스도가 산다"고 하시던 성 바오로의 말씀처럼 살아 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특히 우리 천상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께 우리 모든 것을 봉헌하며 살면, 성모 마리아와 함께 하느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이 사순시기를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이나마 예수님과 함께 "광야"로 달려

갑시다. 거기서 이 "세속과 마귀와 육신"을 우리의 영원하신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말씀으로

써 대적합시다.

이 은총의 사순절이 우리 생애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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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요셉 성월과 대축일을 맞이하여

2003-03-17

+ 가톨릭 교회의 수호자 대 성요셉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교회는 3 월을 성요셉 성월로 그리고 성요셉 호칭기도 또한 성교회의 수호자 등의 엄청난 호칭

등으로 성요셉을 특별히 공경하도록 이끌고 있다. 복음서는 성요셉을 의인으로 지칭하고 있지만

그분이 어떤 인물인지는 우리의 상상에 맡겨져 있다.

가톨릭 기도서에 나와 있는 성요셉 호칭기도를 보면, “다윗의 자랑스런 후손 … 하느님의 아들을

기르신 요셉, 그리스도를 충실히 보호하신 요셉, 성 가정의 주인이신 요셉 … 노동자의 모범이신 요셉,

가정생활의 자랑이신 요셉 …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요셉, 마귀를 쫓아내시는 요셉, 거룩한

교회의 보호자이신 요셉 …” 등으로 부르고 있다.

또한 요한사에서 발간한 “성 요셉께 드리는 기도”란 아름다운 책자에서는 성요셉 칠고칠락 경을

비롯하여 성요셉에 대한 교회와 성인들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수록하고 있다. 베르나르도 성인은,

“성경 말씀에 요셉이라는 이름은 더하다는 뜻이니 마치 물가에 무성한 나무와 같고 예수님은 은총이

끝없는 바다이시며 성모님은 쉬지 않는 강물과 같으시다고 하였고 성요셉은 손으로는 주님을

안으셨고 귀로는 성모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므로 은총이 날마다 더하시어 그 아름다운 나무가 강가에

있으니 무성해 짐을 알만하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성요셉은 또한 1917 년 성모님의 파티마 발현시 하늘에서 성모님 곁에 함께 나타나기도 한 유일한

성인이었는데, 이 때 아기 예수님을 팔에 안으신 채 십자성호를 그으시며 세 번이나 이 세상에

강복을 주셨다.

또한 하느님의 자비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며 최근에 시성된 성 파우스티나 수녀는 매일 성요셉에게

주모경과 함께 기도를 드렸는데 이로 인하여 성요셉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다고 술회하고 있다.

우리도 성요셉께 드리는 다음의 기도와 함께 주모경을 매일 한번씩 바침으로써, 세상의 평화와

그분의 특별한 보호를 위해 기도합시다.

“마리아의 지극히 순결하신 배필이시며 저의 가장 사랑하올 수호자이신 성요셉이여, 생각하소서.

당신의 돌보심을 애원하고 당신의 도우심을 청하고도 버림받았다 함을 일찍이 듣지 못하였나이다.

저희도 굳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달려 들며 열렬한 정신으로 의탁하오니, 오 구세주를 기르신

아버지시여, 저의 기도를 못 들은 채 마옵시고 인자로이 들어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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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주모경 한번을 바침)

우리 모두 성모님의 정배이시며, 성가정의 보호자이신 성요셉을 우리의 수호자로 모십시다. 아멘.

2003 년 성요셉 대축일을 기념하며.

P.S. 성요셉은 하느님께 대한 지극한 사랑의 불에 의해 소진되어 예수님께서 공생활 하시기 얼마

전에 주님과 성모님께서 임종을 지켜보시는 가운데 선종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영성체후 다음

기도를 30 번 바치면 좋을 것 같군요.

"예수 마리아 요셉이여 사랑하나이다. 영혼을 구하시고 평화를 주소서. 아멘." 이어서, 다음 기도를

두번, "예수와 마리아의 합치된 성심이여,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예수 성심과 슬픔에 찬

티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이여, 온 세상이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33 세의 나이에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와 마리아의 합치된 성심이여,

예수님의 승리의 성혈과 우리의 사랑하는 천상어머니 마리아의 눈물이여, 온 세상이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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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평화 - 하느님의 성의

2003-03-19

이곳 미국 와싱턴 근교의 지난 어느 주말 오후,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하늘을 쳐다 보니 어

느 비행기가 (꼬리에 큰 글이 적힌 천을 달고) 다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Thou Shall Not Kill" - God

"살인하지 말라" - 하느님

부시 대통령이 마지막 전쟁 선포를 한 지금, 하느님의 성의가 무엇일까 다시 생각해 본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전쟁이란 인간의 죄에 대한 징벌이라고 한다. 성서에 의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이

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느님의 성의라고 하였다. 또한, 게세

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수난하시기 직전 마지막 하신 기도도 또한 그 성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일

치의 기도였다.

전쟁이란 위에서 언급한 그 비행기의 메시지에서처럼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기는 것일 뿐아니

라, 미움에서 비롯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박해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임에 틀림 없다.

"Beautiful America, Falling Down."이란 말씀이 있듯이, 미국은 이제 전례없는 큰 실수를 저지를지도

모른다. 부시 대통령은 연설을 끝마칠 때마다 "God Bless America" 또는 "God Continue to Bless

America."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려

고 노력하지 않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까 반성해 본다.

오늘은 특히 성모 마리아의 배필이신 성 요셉의 대축일. 성 요셉께 봉헌하며, 그리고 또한 성모님께

세계 평화를 위해 간구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 전쟁을 가장 좋아할 이는 인류의 파괴와 영혼의 멸망을 항상 노리고 있는 사탄과 마귀들임에 틀림

없으니, 우리는 영적 무기인 묵주기도로써 악의 세력에 대항합시다.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바치는 기도: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악의와 간계에 대한 저희의 보호자

가 되소서. 오 하느님, 겸손되이 간청하오니, 그를 감금하소서. 그리고, 천상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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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세상을 떠돌아 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지옥으로 보내소서. 아멘.”

(이 기도는 19세기말경 특별한 환시를 보신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직접 작성한 기도로서, 미사성제

후 항상 이 기도를 바치라고 하셨음.)

또한 "공동 구속자, 중개자, 변호자"이신 성모 마리아께 "만민의 여인 또는 어머니 (Lady or Mother of

All Nations)" 란 명칭 (1950년경 네델란드 암스텔담에서의 성모님 메시지에 의하여 알려졌으며, 교회

인가를 받음) 으로 다음 기도를 드립시다.

"성부의 아드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성령을 지금 이 세상에 보내소서.

모든 백성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자리하시어

그들이 멸망과 불행과 전쟁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전부터 마리아로 불리웠던 만민의 여인이여,

저희의 중개자가 되어주소서. 아멘."

(이 기도문이 수록되어 있는 상본은 부산 우암동 한국 푸른군대본부 또는 명동 가톨릭회관의 푸른군

대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음.)

사랑과 평화의 주님, 저희가 이 사순절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게 하시고, 현재 이 세상의 죄를 보속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예수, 마리아, 요셉이여, 사랑하나이다, 영혼을 구하시고 저희 마음과 이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소서.

티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 요셉 대축일에 미국 와싱턴 근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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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 자비심축일(Mercy Sunday)을 맞이하여

2003-04-16

+ 하느님의 사랑은 꽃이며 그 자비심은 열매이다.

+ 하느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며, 인간이나 천사의 어떤 능력으로도 그 깊이가 알려지지 않은 하느

님 자비심이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느님의 자비심 교황 (Mercy Pope)"으로도 알려져 있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성하께서는 금년에 처

음으로 "하느님의 자비심 축일"을 경축하는 이들에게 전대사를 허용하셨습니다. 이 축일은 부활절 다

음 첫주일이며, 최근에 성인품에 오르신 폴란드의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 1930년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일은 나의 지극히 자애로운 동정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나의 자비심의 깊이를 확증하는 것이다.

이 축일을 부활 후 첫주일에 성대히 지내기 바란다. 또 이 자비심 축일은 모든 영혼들,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한 피난처와 쉼터가 되기를 바란다. 이날 바로 나의 깊은 자비심의 심연이 열린다. 나의

자비심의 샘으로 가까이 오는 영혼들에게 은총의 바다를 쏟아주겠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하는 영혼들은 죄와 벌의 완전한 용서를 얻을 것이다. 그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영혼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두려워 말도록 하여라."

이 축일과 연관된 현행 교회 지침은, 고해성사(자비의 축일 전후 8일 이내)를 보고 자비의 축일에 영

성체를 하고 교황님의 지향을 위해 기도(성체가 모셔져 있는 곳에서 주의 기도, 사도신경 등) 하면 된

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금요일부터 시작하여 자비심 축일 전 토요일까지 여러 영혼들을 하느님의 자비심으로 이끌

수 있는 9일 기도문 등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하느님의 자비심에 대한 신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아베마리아 출판사 간행 소책자)와 "자비는 나의 사명" (푸른군대 한국본부에서 발간한

파우스티나 성녀의 전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사랑넷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요

청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하느님의 자비심 축일을 거룩히 지내도록 합시다.

P.S. 위의 9일 기도는 묵주를 사용하여 하느님의 자비심 5단 기도를 바치며, 이 기도를 바치는 방법

도 위에서 소개한 소책자에 실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5단 기도를 바칠 때, 내 뜻에 반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든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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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과 6 월의 갈림길에서

2003-05-31

성교회의 전례력은 참으로 신비스럽습니다. 오늘은 5 월 마지막 날 즉 성모 성심의 방주에 우리의

마음을 싣고 영적인 젖을 먹어 오던 우리는 이제 그 성모 성심과 일치하여 분리될 수 없는 예수

성심으로 이끌어집니다.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것은 복된 사도들을 비롯한 우리 가톨릭의 모든 위대한

성인들이 밟아왔던 틀림없는 길입니다.

어느 성인이 얘기하였듯이 이 세상은 성자 예수를 받아들이기에 합당하지 않았으나, 오로지 모든

피조물 중 동정 마리아만이 창조주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모 성심에 의탁하면,

반드시 그 안에서 예수 성심을 만나 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곳은 바로 천국이며 우리의 궁극적 고향입니다. 그 속에는 분리될 수 없는 성삼위

하느님께서 계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6 월, 예수 성심 성월에 세상 모든 이가 예수께 대한 사랑으로 불붙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예수와 마리아의 일치된 성심이여, 당신께 의탁합니다.

참조: 예수님과 성모께서 거룩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심 www.holylov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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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의 근원 - 인간적인 뜻

2003-05-31

오,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뜻에 지배당하면 얼마나 깊은 암흑의 구렁 속에 있게 되는지! 이것이야말로

영락없는 밤인데, 별도 없는 밤이다. 기껏해야 번갯불이 번쩍이곤 하지만 천둥 소리가 따라오고,

천둥은 낮고 요란하게 우르릉거리며 하늘을 한층 더 캄캄하게 하다가 급기야는 가련한 사람들 위로

폭우를 내리쏟기 십상이다. 공포의 폭우, 나약의 폭우, 위험의 폭우, 악에로의 추락이라는 폭우를!

나의 가슴은 이 가공할 폭우를 맞고 있는 내 자녀들을 보면서 미어지고 있었다. 그들을 이 폭우

속으로 몰아넣은 어둠은 그들의 <인간적인 뜻>이었던 것이다. 네가 너의 뜻을 따를 때마다 네 자신의

어둠을 만드는 격이다. 이 어둠이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를 너가 안다면 나와 함께 울음을

터뜨릴 것이다. 그것은 너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느님 뜻의 날을 밝히는 빛을 못 보게 하고, 너를

뒤엎어 선행을 할 수 없도록 마비시키고, 참된 사랑을 못하도록 가로막고, 꼭 필요한 치유제가 없는

불쌍한 병자로 남아 있게 한다. 아, 얘야, 사랑하는 아가야, 내 말을 귀담아듣고, 절대로 네 뜻을

따르지 말아라. 너의 이 조그만 엄마를 기쁘게 하겠다고 약속해 다오.

네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면 기쁨과 행복이 너에게 올 터인데, 그것은 말하자면 네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누릴 당연한 권리처럼 올 것이다. 너의 창조주와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될 것이고, 너의

나약과 비참이 사라져서 내 자녀들 가운데 가장 사랑스러운 아기가 될 것이다.

(참조: 우리의 모든 고통의 원천은 인간적인 뜻이지만, 다음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주님과

성모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하신 고통은 하느님의 뜻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고통과 가난과 굴욕으로 가득 찬 것이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으로 숨을 거두는

것을 보아야 할 정도로 굴욕적인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원천은 하느님의

뜻이었다. 하느님의 뜻이 우리 고통의 생명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죽음 자체를 생명으로 바꾸는

승리의 정복자임을 자각하였고, 그러므로 하느님의 뜻에서 나오는 위대한 선을 보면서 자원해서

고통을 받았다. 하느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 누구도 이 하느님의 뜻을 강요하거나

우리를 강요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고통은 우리의 지배하에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온

세상에 모든 선을 가져오는 구원의 양식이며 업적이라고 하였다.

(<하느님 뜻의 나라 동정 마리아>에서 발췌)

묵상: 우리는 주의 기도를 할 때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면서, 진작 일상 생활에서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자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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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승천 축제

2003-05-31

사랑하는 얘야, 이제 들어 보아라. 부활하신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은 사십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셨다. 그 동안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매우 자주 나타나셔서 당신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굳건히

해 주셨다. 사도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때는 저승에서 풀어 주신 영혼들에게 둘러싸이신 채 당신

어머니와 함께 다락방에 계셨다.

그러나 이 사십 일이 끝나갈 때, 사랑하올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당신

어머니를 그들의 지도자와 스승으로 남기신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 후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시고 저승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출발하시어 하늘로 날아 오르셨다.

그 자리에는 아주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가 그분의 승천을 보았다. 하늘 높이 오르셨을 때에

빛나는 구름이 그분을 가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되셨다.

그런데 얘야, 네 엄마는 그분을 따라 천국으로 들어가서 승천 대축제에 참여하였다. 내게는 천상

고향이 친숙한 곳이라는 것이 그 첫째 이유였지만, 그 보다도 내가 없으면 내 아들의 승천 축제가

완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극히 사랑하는 아가야, 이제 한마디만 더 하겠다. 네가 지금까지 듣고 경탄한 모든 것이 바로 내

아들과 내 안에서 작용하시는 <하느님 뜻의 능력>이었다. 이런 이유로 네 안에 하느님 뜻의 생명을

넣어 주고자 하는 것이다.

(<하느님 뜻의 나라 동정 마리아>에서 발췌)

묵상: 우리도 성모님처럼 우리에게 불행을 자초하는 인간적인 모든 뜻을 버리고 만사에 <피앗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을 발함으로써 하느님과 일치하며, 성 바오로와 대 레오 교황님의 말씀처럼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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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 뜻의 나라 동정 마리아

2003-05-31

하느님 뜻의 나라 동정 마리아 - 황금과 같이 귀한 책

천상 어머님께서 지상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고 많은 교훈을 주시고 계시지만,

특히 천주 성의의 작은 딸 루이사 피카레타 (신앙의 힘이 아니면 믿기 어렵겠지만, 본인이 기억하기에

이 분은 50 년간 성체와 물만 모시며 살아왔다고 함) 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 책은 황금과 같이 귀한 책이어서 너의 영적 재산이 될 뿐더러 현세적인 행복이 되기도 할

것이다. 이 안에서 너는 온갖 선의 원천을 찾아낼 수 있을 터이니, 네가 나약해져 있으면 힘을 얻고,

유혹에 시달릴 때면 승리를 얻고, 죄 속에 떨어져 있으면 너를 끌어올릴 자비롭고 힘있는 손길을

찾아내고, 고통 중에는 위로를 얻고, 추위 속에서는 네 몸을 따뜻하게 할 확실한 수단을 얻고,

굶주리고 있을 때면 하느님 뜻의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음식을 맛보게 될 것이다 …>

성모 마리아로부터 직접 아주 귀한 가르침을 얻고 싶은 분들에게 이 황금과 같이 귀한 책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금년 성모 성월에도 31 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책을 매일 읽으며 기도하였는데 읽을 때마다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다시 읽을 때마다 경탄하곤 합니다. 성모님을 더욱 더 잘 알고 사랑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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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생활에 도움이 되는 습관

2003-06-26

바실라 자매님,

지극히 자격없는 자이긴 하지만 저의 경험에 비추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결혼 후에야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처음 몇 년간은 제 생활 속에 주님을 모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인가 어떤 계기가 있었죠 (여기서 이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할 순 없지만). 이 계기로

말미암아 성서를 더 열심히 읽게 되고 영적 묵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기를 자매님도

직접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매님의 신앙 생활을 위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아에 대한 인식과 인생의 목적 – 하느님을 알려는 노력

성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하느님을 알고, 믿고, 봉사함으로써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우리가 무에서 창조되었음을 자각하고, 하느님께 항상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우선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여 (성령의 도움을 청하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담긴 성서를 매일 5 분씩이라도 읽으며 묵상합시다.

저의 경우에는 4 대 복음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요한 복음과 함께

초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사도행전, 그리고 위대한 바오로 사도의 여러 서한들, 성

베드로(제 1 대 교황)와 성 소 야고보(예수님의 사촌이며 초대 예루살렘 주교)의 서한들 등을 읽기

시작하였는데 그리스도 정신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군요.

저는 매일 새벽 저의 집에 마련한 조그만 기도소에서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성모님이 처음

성전에 들어섰을 때나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신 것 처럼), 저를 무에서 창조하여 주신

하느님께 조용히 찬미와 감사를 드린 후 삼종 기도 등의 아침 기도로써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직장 가는 길에 매일 아침 미사(월-금 매일 8 시)를 참여하여 주님으로부터 활력을 얻는답니다.

토요일은 성모님께 봉헌된 날이므로 성모님께 감사드리며 오전 9 시 미사에 참여하고 미사후

성전에서 다른 신자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거나 낙태 반대를 위해 낙태시술을 하는 어느 산부인과

앞에 가서 약 20-40 명 가량의 분들과 함께 묵주기도 15 단을 바치기도 하죠. 아직 안하고 계시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평일 미사 한대라도 조용히 참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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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같군요. 세속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멸시하고 육신과 세속과 마귀(즉 삼구)를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이 성교회의 가르침이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과 대화하고 영적인 기쁨을 얻는 것 같군요. 성서 봉독이나 다른 영적

독서(예를 들면, 묵주기도에 대한 묵상이나 성인에 관한 책)를 통해 영적인 것에 대해 더욱 눈과

마음이 열림으로써 기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군요.

또한, 간혹 속세를 떠나 교회에서 주관하는 피정에 참여한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군요. 매일 조용히

기도하실 때는 마치 항상 피정하는 느낌이 드시겠죠.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느님의 영, 즉 성령을

받아 들이면 성령께서 더 없는 평화를 주시죠.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 위로부터 오는

평화 바로 천국이죠.

(3)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되는 습관

1.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때 삼종기도를 바치기.

2. 매일 묵주기도 (적어도) 5 단을 바치기.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교황님의 권고에 의하면 월-환희,

화-고통, 수-영광, 목-빛, 금-고통, 토-환희, 일-영광의 신비를 바칩니다. (빛의 신비에 대해서는

‘삶의 성찰’ 란의 71 번을 참조하세요.)

3. 매일 저녁 기도후 다음 날 독서(성교회에서 정한 세계 공통)를 미리 봉독하며, 혹시 성인의 축일인

경우 가톨릭 성인전(가톨릭출판사 간행) 등을 통해 그 성인에 대한 글을 미리 읽어 봄.

4. 적어도 일주일에 평일 미사 한대 참여. (‘기도생활’란의 특수기도에 있는 ‘미사성제를 거룩하게

드리기 위하여’ 참조하세요)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날엔 심령 영성체 기도.

5. 성전에서 천주 찬미경 바치기. (‘기도생활’란의 특수기도에 포함되어 있음)

6. 영적인 것을 생각하도록 힘쓰기. 그리고 기도나 운전 등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수호천사께

기도드리기. 레오 13 세 교황님의 요청에 따라 미사후 ‘성 미카엘에게 기도’ 바치기. 이 기도는

일종의 구마기도이므로 악령을 물리치기 위해 종종 하시는 것이 좋겠죠.(‘기도생활’란의 여러가지

기도문 참조)

7. 기도 시작과 끝날 때 성수를 찍고, 종종 성수를 집에 뿌림.

8. 스카풀라를 착용하고 성분도 십자가등의 십자가를 목에 걸기. 아침마다 스카풀라에 전구하며 성모

마리아께 봉헌기도를 바침. (명동 가톨릭회관의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푸른군대 사무실에서 성모

마리아께 대한 여러가지 서적과 기도문을 구입할 수 있음)

9. 가능하면 재속회(프란치스코, 가르멜 등)에 참여하여 매일 개인적으로 성무일도를 바치며, 월례

피정(한달에 한번)에 참여. (특히 소성무일도가 아닌 4 책으로 된 성무일도를 사서 보시면, 영성생활에

아주 도움되는 성인들의 주옥같은 글들이 독서기도문으로 담겨 있습니다.)

10. 우리의 기도는 성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적어도 일주일에 1 시간은 성체조배 (현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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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나 그렇지 않으면 감실 앞에서)를 할 것. 성 알퐁소의 성체조배 책 등을 참조하며 묵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군요. 묵주기도를 통해 조배드려도 하느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다행히 저희

본당에서는 지속적인 성체조배실이 있습니다. 성금요일을 제외한 364 일 매일 24 시간 조배를 하고

있습니다. 미사성제와 함께 이 성체조배를 통해 가장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군요.)

존경하올 성 바오로 사도께서는 믿음, 희망, 사랑 이 신망애 삼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즉

애덕이라고 하였죠. 사랑의 사도 성 요한 복음사가는 하느님은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실천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온화하고 자애로운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과 함께 일치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가르멜 재속회원 마리아 스테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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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성심의 다섯 심방

2003-06-26

+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이여, 온 세상이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일치된 성심의 비밀이 밝혀지다

(The Revelation of Our United Hearts: The Secrets Revealed)

거룩한 예수 성심의 심방들

(CHAMBERS OF THE SACRED HEART OF JESUS)

<머리말>

"이제 나의 지극히 거룩한 성심의 심방들에 대한 비밀이 모든 인류에게 계시되었다." (예수님, 2000 년

9 월)

"너가 마지막 숨을 쉴 바로 그 순간인 너의 심판 때에, 난 너의 마음 안에 거룩한 사랑이 있는지 혹은

결핍되어 있지 않는지를 보며 이에 따라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1999 년 12 월)

"아주 깊은 연민으로 이를 세상에 알린다. 예전에는 너희들이 결코 들어보지 못하던 깨우침인 이

메시지가 방방곡곡에 선포되기를 바라며, 내 성심의 심방에 대한 이 가르침이 모든 대륙에

전파되기를 갈망한다. 온 세상이 이제 나의 새로운 선교지가 되었다. 이 선교지를 거룩하고 신적인

사랑으로써 윤택하게 하라." (예수님, 2001 년 1 월)

<해설>

하느님께서 그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자비와 염려를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으로써,

발현(Apparitions)이 계속 있어 왔으며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이 발현들은 천국으로부터의

울부짖음이며 간청이며, 때로는 경고의 역할을 한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돋구어 주며, 우리를

거룩함으로 초대한다. 특히 많은 이들이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통하여 회개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여러 나라에 있는 수백 개의 마리아 성당과 수도회들이 성모 마리아의 발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성당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치유되고 은총을 받았다는 간증이 있다.

우리의 이 시대에는 약 천만명이 매년 과다루페를, 그리고 약 오백만명이 파티마와 루르드를

순례하고 있다. 교회의 공식적인 승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메쥬고리를

방문하고 있다. (현재) 300 군데 이상에서의 성모 마리아 발현이 이러한 심사를 관장하는 로마

신앙교리성성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 성성의 장상이신 라칭거(Ratzinger) 추기경은 현대를 "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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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발현의 시대"라고 지칭한다.

복된 어머니는 이들 발현지의 많은 곳에서 더 이상 규칙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계시지만, 성모님과

예수님은 아직도 모린 스위니 카일(Maureen Sweeney-Kyle)을 거의 매일 방문하신다. 모린에 대한 이

발현들은 공적 계시와는 달리 사적 계시의 범주에 속한다. 사적 계시란 신앙의 가르침에 필수적인

어떤 것을 더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신앙으로 사적 계시를 믿을 자유가 있지만, 꼭

믿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교회가 정식으로 승인하고 권장하는 사적 계시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바오로 6 세 교황께서 구 교회법의 1399 조와 2318 조를 폐기하신 후, 새로운 발현이나 계시, 예언

또는 기적 등은 신앙이나 도덕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한, 교회의 공적 허가

없이도 출판되어 신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교회가 금하지 않는 한, 신자들은 알려진

발현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만일 그 발현지로 갈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았다면, 그 발현에 대해

발행할 것이 없을 것이다.

회개나 영적, 육적, 그리고 정신적 치유, 태양의 기적, 경이로운 사진들, 금색 빛으로 변하는 묵주

쇠사슬 고리, 수천명의 신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성모의 로사리오 기도를 합송하는 것--이러한

것들과 연관하여 신자들이 그러한 발현지에 갈 수 있도록 허용할 뿐아니라 오히려 그 발현을 믿도록

권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성서에 따라,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신자들이 이러한 장소를 방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발현지로의 순례와 연관된 놀랍고도

엄청난 은총들을 받을 수 없도록 함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미국) 오하이오주 로레인

지방(Lorain County)에 살고 있는 모린에게의 예수님과 복되신 성모의 발현과 연관하여 기적적인 회개,

치유, 징조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모린은 1985 년 이후 거의 매일 천국으로부터의 방문을 받고 있다. 1999 년 10 월 16 일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매일 모린에게 오셔서, "우리의 일치된 성심의 완전한 메시지"라고 손수 호칭한 말씀들을

주셨다. (이 말씀에는 예수 성심의 다섯 심방에 대한 비밀의 계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책자에는

예수님께서 "구원, 거룩함, 완덕, 본받음과 일치에의 길"이라고 부르신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본인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 주신 이 말씀들을 읽고 받아들이도록 권장해 드립니다.

프랭크 케니 신부 (마리아 신학박사, S.M., S.T.D.)

모린 스위니 카일(Maureen Sweeney-Kyle)의 영적 지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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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년 1 월 24 일, 예수님 말씀

"나는 육화되어 태어난 너희들의 예수다. 태초에 나의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은 남자를 창조하고, 또한 그의 옆구리 뼈에서 여자가 나오게 함으로써, 그들이 야훼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흠숭하고, 순종하도록 하였다. 그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나를 구속자로

보내셨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들은 계속 죄 중에 있다. 많은 이들은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탄의

기만에 희생되고 있다. 그러므로, 난 우선 나의 어머니로 하여금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도록

하였다. 나의 어머니를 이어 이제 내가 (직접) 신적 사랑의 메시지와 우리의 일치된 성심의 완전한

메시지를 밝혀주고자 한다."

"이는 바로 구원(Salvation), 거룩(Holiness), 완덕(Perfection), 본받음(Conformity)과 일치(Unity)로의

길이다."

첫째 심방 (First Chamber)

2001 년 1 월 25 일, 예수님 말씀

"나는 인성을 취하여 태어난 너희들의 예수다. 난 우리의 일치된 성심의 비밀들, 즉 구원, 거룩, 완덕,

본받음과 일치를 너희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 왔다."

"오늘 이 세상 인류의 대부분은 회개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 즉 그들은 그들 자신의 구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나의 어머니의 성심을 통하여 은총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이 우리의 일치된 성심의 첫째 심방이다. 이는 거룩, 완전, (하느님

성의를) 본받음과 (하느님 성의와의) 일치의 심방으로 이끈다."

"나의 어머니의 성심은 거룩한 사랑(Holy Love), 즉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두 대계명이다. 이 대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아무도 구원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은 우리의 일치된 성심의 첫째 심방인 거룩한

사랑 즉 나의 어머니의 성심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일단 영혼이 나의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의 가장 현저한 결점들이 거룩한

사랑의 불꽃, 즉 그녀의 성심의 불꽃을 통하여 환하게 드러나게 된다. 만일 그가 은총 지위에 계속

머물게 되면, 이 결점들은 타버리고 말 것이며 그리하여 그 영혼은 개인적 거룩함인 우리 성심의

둘째 심방으로 들어올 허락을 받을 것이다. 지금 그는 하느님 사랑과 나의 신적 성심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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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심방 (Second Chamber)

2001 년 1 월 26 일, 예수님 말씀

"사람으로 태어난 너희들의 예수인 내가 왔다. 나의 성심의 각 심방은 너희들의 자유의지로서 더 많이

복종할 때에만 다가 올 수 있다. 따라서, 영혼이 내 성심의 둘째 심방으로 들어올 때, 그는 사랑의

순교를 시작한다. 즉, 그는 일종의 사랑의 희생으로서 자신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죽는다."

"나의 장엄한 성심의 불꽃인 둘째 심방에서, 그 영혼은 거룩함(Holiness)을 추구한다. 이 신적 사랑의

불꽃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 영혼의 작은 결함을 드러나게 한다. 내 성심의 이 심방에서

그 영혼은 (자신의) 현 상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게된다. 과거는 나의 자비에 맡기고, 미래는 나의

섭리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그는 잘 납득한다. 그는 현재의 은총에 자신을 완전히 내맡긴다."

"내 성심의 둘째 심방에 들어와 있는 영혼들은 그들을 위한 영원한 성부의 성의를 더욱 잘 깨닫고,

가장 많이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다음, 그들이 현 순간에 하느님 성의에 점점 더 많이 복종함에 따라,

내 성심의 셋째 심방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된다."

셋째 심방 (Third Chamber)

2001 년 1 월 26 일, 예수님 말씀

"인성을 취하여 태어난 너희들의 예수다. 그 영혼이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결정하게 되면, 그 는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성덕의 깊이나 결함을 더 잘 인식하게 된다. 모든 성덕은 사랑과 겸손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마음속의 사랑과 겸손의 깊이가 각 성덕의 깊이를 나타낸다."

"모든 성덕은 성령의 힘에 기인한다. 어떤 사람이 사랑스럽게 겸손하게 생활하는 방법을 알지 모른다.

그러나, 만일 이 성덕들이 그의 마음에 살아서 활동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가식이 되고 만다.

어떠한 성덕도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겸손하고, 거룩하고 덕망 있다고

알려지기를 원하는 자는 거짓 성덕을 행하고 있다. 성덕은 그 영혼과 그의 창조주 사이에서

실행되어져야 한다."

"그 영혼이 그의 마음 안에서 성덕을 닦고 하느님이 보는 가운데 성덕을 연마하고자 할 때, 그는 나의

성심의 셋째 심방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 심방에서 그 영혼은 각 성덕에 있어서 계속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이 시험에서 그 영혼의 반응에 따라 그의 성덕이 더해지거나 감소하게 된다."

"이 곳이 바로 신적 사랑의 불꽃 속에서 성덕이 금과 같이 정련됨으로써 더욱 우아한 거룩함의 길로

가게 되는 심방이다. 닦아진 금과 같이, 이제 그 영혼은 내 성심의 다음 심방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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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심방 (Fourth Chamber)

2001 년 1 월 29 일, 예수님 말씀

"사람으로 태어난 너희들의 예수다. 우리의 일치된 성심의 넷째 심방을 너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

왔다. 이는 성화의 심방이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영혼이 현재의 순간에 자기의 뜻을

거룩한 사랑의 덕망의 생명(의 길)에 온전히 봉헌한 후에야 이 심방에 들어오게 된다."

"우리의 일치된 성심의 넷째 심방인 이곳에는, 아직도 두 개의 다른 뜻, 즉 인간의 뜻과 하느님의

뜻이 존재한다. 인간의 뜻이란 주형을 이루는 갖풀 또는 젤라틴과 같은 것이다. 이 심방에서 그

영혼은 인간의 뜻을 신적인 뜻으로 변형하기 위하여 사소한 악습을 비롯한 모든 죄의 허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경주한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다섯째 심방 (Fifth Chamber)

2001 년 1 월 31 일, 예수님 말씀

"보라, 인성을 취한 너희들의 예수다. 난 이제 너희들에게 나의 신적 성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다섯째 심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 심방에서 그 영혼은 나를 사랑하고 기쁘게 하려는 갈망으로

불타오르게 된다. 이 사랑으로 인해 그 영혼은 단지 하느님 성의를 따르는 것 이상으로 아주 큰

도약을 하게 된다. 하느님 성의를 본받는 경우에는 아직 두 개의 뜻이 존재한다--즉 하느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그것이다. 그 영혼은 모든 것이 하느님의 손을 통해 오는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나의 성심의 이 가장 정선되고 깊숙한 다섯째 심방에서는, 그 영혼은 그에 대한 하느님

성의를 단지 수용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한다. 이 사랑을 통해 그 영혼은 하느님 성의와

일치하여 하나가 됨으로써 가능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여 완성된다. 내 성심의 이 다섯째 심방에

도달하는 이는 아주 드물다."

"보라, 너희들을 첫째 심방인 나의 어머니의 티없는 성심으로 초대하는 것은 사랑이다. 더 큰 정화와

거룩함을 추구함으로써 둘째 심방으로 너희들을 이끄는 것도 사랑이다. 셋째 심방에서 덕망의

완성으로 초대하는 것도 사랑이다. 인간의 뜻이 하느님 성의를 본받게 함으로써 영혼을 넷째

심방으로 이끌어 들이는 것도 사랑이다. 다섯째 심방에서 영혼을 하느님과 일치하도록 불러들이는

것도 사랑이다. 그 영혼이 사랑에 얼마나 많이 복종하였는가에 따라 그의 영원의 상태가 결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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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년 2 월 1 일, 예수님 말씀

"인간이 된 너희들의 예수다. 사랑이 나의 성심의 각 심방으로 들어오는 출입문이므로, 영혼이 한

심방에서 다른 심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사랑에 대한 더 깊은 복종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첫째 심방에서, 그 영혼은 죄보다 하느님을 사랑할 결심을 해야 한다. 이 곳은 나의 어머니의

성심이며, 그의 구원이 된다. 둘째 심방에서, 그 영혼은 하느님과 이웃을 더욱 더 사랑하며 거룩함을

추구한다. 셋째 심방에서, 그는 더욱 순수한 사랑을 통하여 각 성덕의 완성을 추구한다. 넷째

심방에서, 더욱 완전한 성덕을 지니게 된 그 정화된 영혼은 이제 자기의 뜻을 하느님 성의와

부합시키고자 갈망한다. 그리고 이제 나의 성심의 다섯째 심방에 도달한 고귀한 영혼들은, 하느님

성의와 일치되어 산다. 하느님이 그들 안에서 살며, 또한 그들은 하느님 안에서 산다. 우리의 일치된

성심의 다섯째 심방에 들어오는 이들의 마음 안에 나의 아버지가 그의 왕국을 세우신다."

"이 기도를 바쳐라:

(오 지극히) 사랑하올 예수와 마리아의 일치된 성심이여, 저는 매 순간 어떠한 상황이나 일에

있어서도 거룩한 신적 사랑에 (저를) 내맡기고자 하오니,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소서. (그리고) 저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어, 제 마음 안에 당신의 왕국을 세우소서. 아멘."

이 소책자에 담겨있는 메시지들은 (Visionary) 모린 스위니 카일(Maureen Sweeney-Kyle)이 받았으며,

그녀의 영적신부는 그는 미국 가톨릭 대학교에서 마리아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프랭크 케니

신부님(Reverend Frank Kenny, S.M., S.T.D.)이시다. 이 신부님께 연락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거룩한 사랑의 선교를 위한 종들 ( Missionary Servants of Holy Love)”의 주소로 연락하세요.

그리고 이 책자를 주문하고자 하시는 분도 다음 주소로 연락주세요.

Missionary Servants of Holy Love

37137 Butternut Ridge Road

Elyria, OH 44035

전화 440-327-8006

팩스 440-327-8017

mamshl@earthlink.net

http://www.holylove.org



49

"거룩한 사랑의 선교를 위한 종들 ( Missionary Servants of Holy Love)"은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를

살아가고 전파하기 위한 초교파적인 평신도 사도직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두 대계명에 대한 이 메시지들은 우리 성모님의 전령을 통한 사적 계시의

형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번역) 글을 티없이 깨끗하신 성모성심을 통하여 예수성심께 바쳐 드립니다.

2003 년 예수성심 대축일을 맞이하여

마리아 스테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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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 ... 영성체의 필요성

2003-08-05

+ 비천한 피조물인 저희에게 고귀한 하느님의 몸과 피를 성체를 통해 주시니 무한한 감사드리옵니다.

성체 성사를 제정하시고 매일 생명의 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영원히 감사 찬미 받으소서! 아멘.

아직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아서, 간략히 개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1)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계명을 지킴으로써 (혹은 다르게 말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실 수 있으며, 바오로 사도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죠. 또한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성령의 보물을 담아 주셨으니, 성전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그 다음,

전례를 행하고 경신례를 행하는 장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당이 왜 성전이 될까요? (이상한 질문 같지만) 성당이나 성전은 비슷한 의미지만, 이 곳이

거룩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성체가 모셔져 있기 때문이죠. 참으로 하느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성체를

모시고 있는 감실이 있기 때문에 성당 또는 성전이라고 하겠죠. 예배당에서는 무릎을 꿇거나 절을

하지 않지만, 우리 성당에서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께서 참으로 감실의 성체 안에

현존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 성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선 요한 복음 6 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요한 6:53) 또한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 성목요일 저녁에 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전례예식 중

가장 중요한 성체 성사 (즉 영성체의 예식)를 제정하셨을까요? “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올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 (루가 22:19) 하느님이신 예수께서 직접 이 성체 성사의 전례를 집전하신 후

너희들은 이 “예식”을 행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식이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특히 성체 속에는 예수님과 함께 분리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느님이

계시며, 이 생명의 빵인 성체를 영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으며 어느 성인들은 우리가 신격화

된다고 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올 교황님의 최근 회칙도 바로 이 성체성사와 성체의 신비에

대한 것입니다. 간략한 답변이지만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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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성인, 김철홍 소방장이여!

2003-08-13

김철홍 소방장님,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위해 몸을 바친 위대한 성인이여!

뜨거운 화염 연기를 뚫고 들어가신 그 불붙는 사랑이여, 우리도 당신을 따라 주님과 이웃 사랑에

불붙게 하소서!

당신 같은 분들을 위해 하느님께서 영원으로부터 마련하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소서!

어두움 속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위해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당신 가족을 위해 빌어 드리오리다. 아멘.

히틀러 시절 감방에서 다른 죄수를 위해 자진하여 아사감옥에서 (약물주입에 의해) 돌아가신

멕시밀라안 골베 신부 성인 축일을 경축하며.

> ----------------------------------------------------------

> "뚱뎅이" 님의 글

> "함께 기도해요 - 당신의 삶 앞에 부끄럽습니다."

> ----------------------------------------------------------

> 소방관의 기도

>

>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신이시여!

>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

> 너무 늦기 전에

> 어린아이를 감싸안을 수 있게 하시고

>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

> 당신의 귀를 주시어

> 가냘픈 구조의 외침까지도

> 들을 수 있게 하시고

> 그들의 고통까지도 나의 품안에 안을 수 있게 하소서.

>

>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 신의 은총으로

>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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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년 3 월 4 일. 서울 홍제동 연립주택화재현장에서

> 순직한 김철홍 소방장의 일기에서-

> ( 생활성서부록 소금항아리 2003 년 4 월 9 일자 옹달샘에서 옮김 )

>

> 당신의 삶 앞에 부끄럽습니다.

> . . . . . . .

>

> 주님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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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과 현대의 이단

2003-08-23

+ 아버지 하느님, 저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오류에 빠져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

하오니, 오 하느님 그들에게 당신 성령의 빛을 비추어주시어 하루 빨리 그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상의 모후 축일을 경축하며 티없으신 성모성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

엘리사벳 자매님, 저도 서울역이나 지하도에서, 또한 이 곳 미국에 살 때에도 말끔히 차리고 인상 좋

은 젊은 미국인 두사람이 간혹 우리 집에 함께 성경책을 들고 오곤 하였답니다. 특히 성서 지식이 약

한 우리 가톨릭 형제 자매들이 그 오류에 쉽게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안타까와서, 레지오 단원 주순집

요셉 형제님이 지도신부님의 특별 허가를 얻고 직접 ‘여호와의 증인 왕국 회관’에 들어가 진지하게 교

리를 연구한 후 ‘천주교 신자와 여호와의 증인과의 대화’란 책자를 간행하였습니다. (가톨릭 출판사)

집단 살인을 야기시킨 여러 사이비 종교 교주들도 '성서'를 들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잘못된 주장을 하

였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단식을 하셨을 때도 사탄이 '성서' 구절을 인용하였죠. (사

탄-Satan-은 루치펠-Lucifer 즉 빛을 입은 자란 뜻-이란 이름을 가진 높은 천사였으나, 자신의 교만

에 의해 하느님의 계획에 반대 즉 불순종하여 타락하였으며, 그를 따르는 다른 모든 타락한 천사 즉

마귀들의 우두머리임.)

우리 교회사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이단이 있었으며, 특히 4세기경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유한성 주장) 아리우스 파의 이단이 널리 퍼졌으며, 이를 알렉산드리아의 성 아타나시오 주교

학자의 큰 역할에 의해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판결하고 배척하였죠.

특히 중요한 것은 요한 1서 4장의 다음 말씀, 즉 ‘하느님의 성령을 알아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께로부터 성령을 받

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적대자로부터 악령을 받은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

을 인정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Anti-Christ)가 된다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구약의 여호와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으며, 예수님을 (피조물인) 미카

엘 대천사라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적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카엘

대천사를 공경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으며, 요한 묵시록 12장에도 나와 있듯이 사탄과 그를 추종

하는 마귀들을 천국에서 몰아낸 대천사 미카엘(Michael, 'Who is like unto God?' 즉 누가 감히 하느님

과 같아지려고 하느냐는 뜻임)도 창조주 예수님을 그렇게 비하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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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령들이 반겨하겠죠.

여하튼 그 요한 묵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하늘에서는 천사와 악령들이 싸우고 있답

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선악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으며, 현대는 사탄의 시대이기도 하며 또한 20세

기의 많은 성모님 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리아의 시대이기도 하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초적

복음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느님께서는 눈 한번 깜짝하시면 모든 악령들을 물리칠 수 있으시겠지만

직접 그러지 않으시고) 겸손 중 겸손이신 성모 동정 마리아를 통하여 교만 중 교만인 사탄과 그 무리

들을 물리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이겠죠.

우리 모두 태양을 입은 여인 동정 마리아님께 로사리오 기도로 간구하며, 하느님께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 현대의 여러 이단적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신학자 박도식 신부님께서 직접 지으신 '천주교와 개신

교' (가톨릭출판사) 책자를 (아직 접하지 않으신 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 ----------------------------------------------------------

> "엘리사벳" 님의 글

> "난감합니다."

> ----------------------------------------------------------

> 찬미예수님! 얼마전에 설문조사 한다며 두명의 여자분이 저의 집에 왔습니

다.

> 지금도 영세받은지 얼마안됏지만 성서를 끄내며 조금만 알려준다고 해서 들었습니다. 약간의 혼란

이 왔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종교이기전에 단지 설문조사로 인해 부족한것을 채워주는 목적이라고 했

습니다.

>

> 그후로는 너무 자주 와서 계속 핑계대고 피했습니다.

> 오늘도 어김없이 와서 냉정하게 피할 길이 없어 전 개종할 여지가 조금도 없고 제가 알고 있는 카

톨릭교리만 믿을것이고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 너무 말도 안되는 혼동을 주기에 저는 그들을 바삐 보내고 구마를 하면서 성수를 뿌렸습니다.

>

>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들이 잘못된 상식을 한것이지만 주님은 한분이기에 그분들도 주님으

로 인해서 오신분들인데 성수까지 뿌린것은 죄가 되지 않나해서 질문 합니다.

> 항상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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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아우구스티노와 어머니 성녀 모니카

2003-08-28

33 년이란 긴 세월 동안 눈물을 흘리며 어둠의 길을 헤메던 방탕아 아우구스띠노의 뒤를 따라

타국까지 따라 다녔던 (아들은 피하려 하고) 어머니 성녀 모니카는 뒤늦게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아들아, 내게 있어선 세상 낙이라곤 인제 아무것도 없다. 현세의 희망이 다 채워졌는데 다시 더 할

것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 세상에서 좀더 살고 싶어했던 것은 한 가지

일 때문이었다. 내가 죽기 전에 네가 가톨릭 신자가 되는 것을 보겠다고… 그랬더니 천주께서

과람하게 나한테 베풀어 주셨다. 네가 세속의 행복을 끊고 그분의 종이 된 것을 보게 되니, 그럼 내

할 일이 또 무엇이겠느냐."

그리고 타국에서 임종할 무렵 두 아들이 차라리 고향에서 돌아가셔야 마음이 편하지, 남의 땅에서는

안된다는 말을 듣고는 나무란 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답니다. “내 몸뚱이사 어디다 묻든지 그 일로

해서 조금도 걱정들 말거라. 한 가지만 너희한테 부탁한다. 너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의 제단에서 날

기억해 다오.”

카르타고 대학과 밀라노에서 수사학 교수를 하던 아우구스티노는 밀라노의 주교로 있던 암브로시오

성인 (그가 회개하기 전 성녀 모니카에게, “안심하십시오, 그러한 눈물의 아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고 하였다고 함) 에게서 33 살 때 세례를 받고, 뒤이어 사제 및 주교가 되어 교회사에 가장

뛰어난 성인 중의 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고백록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옥 같은 글로

하느님께 고백합니다.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삽나이다. 내 안에 님이 계시거늘 나는 밖에서, 나는 밖에서 님을 찾아 당신의 아리따운 피조물

속으로 더러운 몸을 쑤셔 넣었사오니! 님은 나와 같이 계시건만 나는 님과 같이 아니 있었나이다.

당신 안에 있잖으면 존재조차 없을 것들이 이 몸을 붙들고 님에게서 멀리했나이다. 부르시고

지르시는 소리로 절벽이던 내 귀를 트이시고, 비추시고 밣히시사 눈 멀음을 쫓으시니, 향 내음 풍기실

제 나는 맡고 님 그리며, 님 한번 맛본 뒤로 기갈 더욱 느끼옵고, 님이 한 번 만지시매 위 없는

기쁨에 마음이 살라지나이다."

PS. 하느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느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 만일 성녀 모니카의 기도가 더 일찍 이루어졌다면, 아들이 33 년간의

눈물의 은총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며 또한 그로 인해 그렇게도 위대한 성인이 되지 못하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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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성경 - 가톨릭과 개신교

2003-09-12

저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죠. 박도식 신부님께서 지으신 "천주교와 개신교 - 하나의 교회"란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천주교에서는 신구약 다 합하여 73 권 (46 + 27)의 성경을 가지고 있고,

개신교에서는 그 중의 일부인 66 권만을 가지고 나갔죠. 그러니까, 어떤 말로 되었든 가톨릭과

개신교의 성경이 다르겠죠. 즉 마르틴 루터가 버려 두고 나간 7 권이 한글성경이든 영어성경이든간에

개신교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겠죠. 66 권은 양쪽 모두 같고요. 왜냐하면 그 원본이 적혀졌을

때엔 천주교와 개신교가 구분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선 공동번역한 성경이 있지만, 이곳 미국에서는 그런 성경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성경에도 우리나라의 옛 (개신교) 성경처럼 '가라사대'와 같은 구어로 된 것이 있죠. 여러가지

가톨릭 영어성경이 있지만, 아마 가장 전통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성경은 권위있는 TAN Books

출판사에서 발간한 Douay Rheims Bible 인것 같군요. (www.allcatholicbooks.com 를 통해 우송료를

부담하시면 아마도 구입 가능)

저가 알기로는 국내에선 한글과 영어로 된 (신약)성서를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동 성당

앞의 가톨릭책방 등에서). 특히 어떤 천상 메시지에 의하면, 현대에 발간되는 성경 중 그 내용이 잘못

된 경우도 있다니 조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창세기 3 장 15 절을 확인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 후 하느님께서 뱀과 여자 (마리아 또는 교회)에 관하여 예언하신 원초적인 복음 말씀이

종종 변경되어 있는 성경을 주위에서 많이 접할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 (가톨릭) 성경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영어성경엔 그 부분이 오히려 뱀이 승리하는 것으로 변경되거나 여자 (즉 she or her)

대신에 남자 (즉 he or his)로 바꾸어 놓아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거나, 오역하겠금 해

놓았답니다.

영원한 사랑과 진리의 성경을 통하여 많은 은총을 받으시길 .....

> ----------------------------------------------------------

> "MY,·´″°³оΟ♡ " 님의 글

> "영어성경에 관하여"

> ----------------------------------------------------------

>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영어성경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가톨릭과 개신교가 공동번역을 하여 사용하기로 했는데, 현재 천주교에서만

공동번역 성경을 사용한다고 들었거든요. 외국에서 출판된 영어성경의 경우에도 가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다른 것을 사용하나요? 아니면 구분이 없어서 아무 거나 봐도 상관 없는 건가요. ^^



57

묵주기도의 요일 배분

2003-09-14

+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 하느님, 이 땅위의 모든 이가 교황성하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

2002년 10월16일 교황성하께서는 "동정 마리아의 로사리오 (Rosarium Virginis Mariae)란 사목서한에

서 빛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하시며, 요일 분배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권장하셨습니다.

가능한 매일 묵주기도의 완전한 신비(즉 4가지의 모든 신비)를 바치는 것이 좋겠지만, 하루에 한가지

신비만 바치는 경우엔:

월 - 환희 (예전과 동일)

화 - 고통 (예전과 동일)

수 - 영광 (예전과 동일)

목 - 빛 (새로 변경)

금 - 고통 (예전과 동일)

토 - 환희 (새로 변경)

일 - 영광 (예전과 동일)

예전엔 토요일과 일요일에 영광의 신비를 바쳤으며, 또한 토요일엔 전통적으로 성교회에서 특히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날(본인의 추가 설명: 성토요일에 예수님 없이 지내신 고통을 묵상하며; 또한 다섯

번의 첫토요일의 성모님께 대한 보속 등)이기도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토요일에 성모님의 현존을 특

히 느낄 수 있는 "환희의 신비"를 하도록 권장하셨습니다.

목요일에 새로운 "빛의 신비"를 하도록 권장하셨는데, 저의 개인적 생각으로도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

다. 왜냐하면, 빛의 신비의 핵심이 아마도 마지막 5단의 성체성사 제정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를

수난 당하기 위해 잡혀가시기 직전인 성목요일 (밤)에 행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금요일과 일요일엔 예전대로 고통의 신비와 영광의 신비를 각각 하는데, 성금요일의 예수님의

수난 및 죽으심과, 일요일 (오전 3시) 이른 새벽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이것 또한 아주 적적한 것

같군요.

마지막으로 교황성하께서는 2002.10.16일 부터 2003.10.15일 까지를 묵주기도의 해로 제정하셨는데,

이제 얼마 남지않은 이 은총의 해에 동정마리아의 로사리오를 통해 천상축복을 듬뿍 받으시도록 기원

드립니다. 함께 매미 태풍에 의해 희생된 영혼들과 유가족 및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또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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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땅위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 ----------------------------------------------------------

> "마리" 님의 글

> "묵주기도"

> ----------------------------------------------------------

> 묵주기도를 할때 환희의 신비. 빛의신비. 고통. 영광의 신비를 매일 요일로 나누어 할때

> 월요일...환희의 신비 화요일...고통의 신비

> 수요일...빛의 신비 목요일...영광의 신비

> 금요일...고통의 신비 토요일...영광의 신비

> 순으로 하는 기도가 올바른지요?

> 그리고 교황님께서 고통의 신비를 금요일에

> 하라고 권고 하셨다는데

>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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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의 신비 제 4 단(성모승천)의 묵상

2003-09-17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의 진리는 참으로 심오하며, 또한 성모 마리아의 신비 또한 아주 오묘한 것

같군요.

때가 찼을 때 하느님의 자비에 의해 17 세기경 아그레다의 마리아 수녀님 (가경자)를 통해 성모

마리아의 일생 (그중에 예수님의 일생 포함) 에 대한 계시를 주셨는데, 이 모든 계시가 '하느님의

신비의 도성 (The Mystical City of God)'이란 책자로 교회인가를 받고 발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신비 등 몇가지에 대해서는 삶의 성찰란에 번역 소개하였으니 참조하세요.

성모님이 예수님을 15 세에 나으시고, 예수님이 33 년 3 개월간 이 땅에 사신 후 21 년 동안 더

사셨는데 즉 70 세에 임종 및 승천하셨습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첫 그리스도인이며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이 이 땅에서 70 년 가량 계시게 하셨는데 (그러나 늙진 않고 33 세의 젊음을 그대로 유지한채),

이는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승천후 초기교회의 설립에 큰 역할을 하시도록 하신 것 같군요.

성모님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에 의해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므로 질병도 없고 노쇠하지도

않으셨으며, 또한 죽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성모님이 영광된 변모(즉 영혼의 승천)를 하도록 되어

있는 날의 정확히 3 년전의 날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어 성모께서 어떻게 언제

영광을 입게 될 것인지를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3 일전엔 사방에 흩어져 있던 모든 사도들이 천사들에 의해 또는 영감을 통해 성모님의 임종

소식을 듣고, 성모님이 그때 계시던 예루살렘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과 성령강림이 있던 곳)으로 모여

왔습니다. (제 1 대 교황이신) 성베드로는 천사에 의해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장 먼저 왔고요.

겸손하신 성모께서는 땅에 부복한 후 성베드로와 성요한에게 차례로 강복을 요청하시고, 또 사도들의

요청에 의해 어머니로서 격려를 하여 주셨으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내려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모가 죽음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오를 수 있다고 하셨으나, 겸손의 성모님은 당신도 죽음을 거쳤으니 그렇게 따르고 싶다고

하셨죠.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성모님으로부터 여태껏 생명을 지탱해 주던 신적 도움을 잠시

앗아가자, 성모님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하느님의 성전이었던 그 정결한 몸에서는 빛이 나며

향기가 발산되었습니다. 생전에 그녀를 보호해주던 수천명의 천사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며, 사도들과

제자들은 눈물과 기쁨으로 이를 바라보고 찬미가를 불렀습니다. 성모님이 70 세가 된 해의 8 월 13 일

금요일 오후 3 시 예수님께서 직접 성모님의 지극히 순수한 영혼을 승천하시게 하셨죠. 이 날 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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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들이 구원되고, 예루살렘의 많은 이가 치유되고 회개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요사팟 계곡의 어느 장소에 성모님의 몸을 안장하였는데, 3 일 후 즉 8 월 15 일 일요일

예수님께서 다시 성모님의 영혼과 함께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 성조들과 옛 예언자들을 대동하여

내려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모님의 몸과 영혼이 함께 다시 승천(즉 몽소승천)하게 하시어 모든 이를

그와 함께 심판하실 하늘과 땅의 모후로서 주님의 오른 편에 앉는 영광을 베풀어주셨습니다.

이리하여 겸손 중의 겸손이신 성모님을 높은 자리로 올려주신 하느님께 감사 찬미 드립시다. '나의

귀여운 이여, 나의 비둘기여, 어서 일어나오. 자, 겨울은 지나갔으니 이리 나와요'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에서)

PS. 참고로 영어로는 예수님의 승천은 Ascension, 그리고 성모님의 (몽소)승천은 Assumption 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자는 주님 자신의 권능에 의해 후자는 성모님이 주님의 권능을 힘입고 승천하심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 ----------------------------------------------------------

> "피트" 님의 글

> "성모 마리아에 대한 궁금증"

> ----------------------------------------------------------

> 성모 마리아의 승천 대축일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교육을 받을 때마다 틀린 내용이 나옵니다.

> 성모 마리아님이 승천은 마리아님이 돌아가신 후 승천하신 것인지 혹은 살아계신 상태에서

승천하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몽소승천이라고 하여 살아계신 상태에서 하늘에 들어올려지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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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안에서 우리모두 하나!

2003-09-25

가람 자매님,

반갑습니다. 늦은 밤인데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이곳 마리아사랑넷을 방문하니 마침 자녀님의 글이

올라와 있군요. 우리의 주님께서 직접 자매님의 길을 밝혀 드릴 터인데, 저가 이렇게 중간에

가로채어서(?) 미안합니다.

불과 몇달전 갑자기 뇌졸증으로 돌아간 개신교신자였던 저의 작은 형님이 생각나는군요. 국내에서

종종 만날 기회가 있었다면, 같은 천주교신자로서 영적으로 참된 형제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의

소원이었는데...

이 9 월은 우리 천주교회에서 (순교자들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통고와 함께 순교자들을 기리고, 또한

거룩한 천사들을 공경하는 달이랍니다. 아마도 이 천사공경의 달에 가람 자매님의 수호천사가

자매님을 진정 하느님의 참된 교회, 예수님께서 직접 설립하신 교회, 하나이며 사도로부터 내려오는

공번된 교회인 천주교회로 인도하고 있는 것 같군요.

또한 '너희가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 가람 자매님을 부르시고 계심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안의 사랑하는 자매님, 지금은

혼란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이곳을 통하여 물어보세요. 혹은 명동성당

앞의 가톨릭서점에서 신학자 박도식 신부님께서 직접 쓰신 '천주교와 개신교 - 하나인 교회'

(가톨릭출판사)란 책자를 구입해 보세요.

- 가톨릭은 마리아 교회인가

- 가톨릭은 우상을 숭배하는가

- 사람이 어찌 죄를 사하는가

- 소위 면죄부 사건의 진상

- 베드로(교황)의 수위권 행사

- 성경 해석 문제

- 가톨릭의 독신 제도

- 미사성제와 성체성사

- 연옥에 대해서

등등의 여러가지 의문점이 명료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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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프로테스탄트에서 가톨릭에로' 란 부록에는 18 인의 개종실기에서 발췌한 두분(이중 한분은

장로교 목사)의 개종실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럼 가람 자매님이 우리와 함께 성체안에서 그리스도 신비체의 한 지체가 되시길 티없으신

성모성심을 통하여 성삼위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 주님, 당신안에서 저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주소서. 아멘.

> ----------------------------------------------------------

> "가람" 님의 글

> "저의 길을 밝혀주세요 .. "

> ----------------------------------------------------------

> 저는 성당을 다니지 않습니다.

>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 하지만 ..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 주님 .. 가르쳐 주세요 .. 저의 길을 밝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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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시대의 천사들" - 성모님 말씀

2003-10-01

오늘 너희는 대천사 가브리엘, 라파엘, 미카엘 축일을 지낸다.

그들은 너희 시대의 천사들이다. (즉) 마지막 시대인 정화와 대환난기의 천사들이다.

그들은 너희 시대의 천사들이다. 시련과 큰 징벌의 시기에 걸쳐 특수한 임무가 그들에게 맡겨져

있으니, 하느님의 백성을 구원할 임무, (참 신앙에) 충실히 남아 있는 소수를 이루도록 불린 사람들을

지상 모든 곳에서 내 티없는 성심의 안전한 피난처로 모아들일 임무이다.

그들은 너희 시대의 천사들이다. 무엇보다도, 봉인된 책(요한 묵시록)에 적혀 있는 종말 사건들을

너희에게 밝혀 주는 천사들이다.

미카엘 대천사에게는 천사들과 내 충실한 자녀들의 군대를 이끌어, 훈련이 잘된 사탄 군대, 악의 군대

및 악마적인 프리메이슨 군대와 싸워야 할 임무가 맡겨져 있다. 이 군대는 이미 세계적 차원에서

조직된 하나의 막강한 세력인데, 하느님과 그리스도께 대적하여 스스로를 들어 높이고자 한다.

성 미카엘은 특히,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의 온갖 어둠의 권세와 더불어 나타날, 아주 오래된 원수

루치펠과 싸우기 위해 개입할 것이다. 그의 임무는 루치펠과 싸워 이김으로써 그를 암흑과 불의 제

왕국으로 쳐넣는 것이요, 너희 천상 엄마에게 그를 묶을 사슬 및 다시는 세상을 해치러 나올 수

없도록 나락의 문을 잠글 열쇠를 주는 것이다. (묵시록 20, 1-3 참조)

라파엘 대천사에게는 이 대전에 천상 의사로 참여해야 할 사명이 맡겨져 있다. 너희를 도와, 공격받고

상처입은 이들을 고쳐 주기 위함이다. 그는 토비트의 잃어버린 시력을 회복시켜 주었듯이 (토비트

11,13 참조) 죄와 오류와 이 시대의 깊은 어둠으로 말미암아 눈이 먼 수많은 내 가련한 자녀들에게도

시력을 되찾아 줄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회복하여 진리의 거룩한 광채를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가브리엘 대천사에게는 예수께서 세상에 당신 왕국을 세우시고자 영광에 싸여 다시 오심을 예고해야

할, 중대한 사명이 맡겨져 있다. 내 성자의 첫번째 오심에 대한 천상 예고가 그를 통해 왔듯이, 그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빛나는 사자가 될 것이다. 이 재림은 권능과 빛 속에

일어나리니, 예수께서 당신 신성의 광채에 싸여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어 (마태 24,30 참조)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키실 것이다. 그리하여 내 성자 예수님의 신적 권능이 우주의 모든 피조물에게

드러날 것이다. 하느님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대천사에게, 힘과 신적 권능을 갖추고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만민에게 알릴 임무가 맡겨져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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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 당부하는 것이니, 너희는 대환난의 이 결정적인 시대에 그토록 큰 사명을 수행하도록

불린 그 세 대천사들을 공경하고 그들의 보호를 간청하며 기도하여라. 또한, 종말 사건들의 중심에

들어서서 신뢰와 큰 희망을 지니고 그것을 살아 내는 것이 지금 너희의 소명임을 명심해야 한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제들에게" (마리아 사제운동) (가톨릭 출판사 간행) 에서 발췌함.

1994 년 9 월 29 일 미국 네브라스카 오마하 순례중 곱비 신부님을 통해 주신 말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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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회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

2003-10-06

마리아 자매님,

아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으나, 불초한 제가 몇가지 관점에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1) 교리적 관점

우선 세례의 필요성에 대해 가톨릭교리서(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1992, 교황청 발간)의

1257항에 의하면 (전 여기 영역본만 가지고 있어 영어로 인용하오니 양해바랍니다):

"God has bound salvation to the sacrament of Baptism, but He Himself is not bound by His

sacrament."

즉 하느님께서 세례성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지만, 하느님 자신께서는 그의 성사

에 의해 구속을 받지 않으신다. 다른 말로 세례성사가 우리의 구원의 기본조건이지만, 모든 것을 주관

하시는 하느님께서는 비록 세례성사를 받지 않은 이라고 하더라도 당신의 뜻대로 그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군요.

그리고 이와 관련, 존경하올 박도식 신부님께서 쓰신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가톨릭출판사)란 책자의

성세성사에 관한 269쪽을 보시면, 예외적인 구원인 혈세와 화세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혈세: 비록 물로써 세례를 받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느님을 위해 순교하면, 세례의 은혜를 받아 구

원받게 됨.

화세: 하느님을 위한 극도의 사랑으로 인해 자기가 지은 죄를 극도로 뉘우치고 영세할 뜻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음.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오른 쪽에 있던 우도임.

(2) 다른 관점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겠죠. 우리가 죽

어서 하느님께 가면 (사심판),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답니다. 가톨

릭신자라도 그러한 사랑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비가톨릭신자라도 그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구원되겠죠. 후자의 경우는 아마도 마치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경우와 같은 경우로서, 하느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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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한 책자의 '가톨릭 교회와 구원'에 관한 361쪽을 보시면, 박도식 신부님께서 교회를 영적인

교회와 육적인 교회로 분리하십니다. 그리고, 가톨릭 신자라도 은총지위에 있지 못하고 대죄 중에 있

다면, 교회 육신에는 속하더라도 교회의 영혼에는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설

명하십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비록 어떤 연유로 인하여 (예: 복음이나 그리스도에 관해 못들은 경우)

육적인 교회엔 속하지 않았으나 영적인 교회에 속하였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또 다른 얘기로서, 어느 천상계시에 의하면 하늘나라에는 7층천이 있으며, 가장 높은 7번째 하늘에는

가톨릭신자에게만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성 바오로의 어느 서한에 의하면 3층천에 올라 간 이에

대한 언급이 나온는데 아마 그 자신의 생전 경험을 의미한다는 해설이 있더군요.) 노스트라무스(전 그

의 1998년에 대한 예언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소수의 열심한 영혼들과 성모님의 간구에 의해 자

비의 하느님께서 인류가 회개할 시간을 더 주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중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러나,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오시더라고 항상 매일매

일 깨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군요.)의 책에서도 참된 종교는 가톨릭이며 때가 되면 모든 이가

가톨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였답니다.

교황청에서 발간한 가톨릭교리서(1257항)에서도 '세례성사가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가장 확실한 길이

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자매님이 인용하신 구절에 대하여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내 아버지께로 갈수없다' --

타종교를 믿던 사람이 구원된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가 구원된다면, (비록 그가 생전에 복음을 못들어

예수님을 몰랐었다 하더라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느님께 가게 되겠죠. 창조

주 예수님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통해.

'구원의 보편성'이란 구절이 아주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 같은데 위에서 언급한 관점에서 이를 해석하

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천국이나 연옥에 가게 되면 일단은 구원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연옥의 어떤 영혼은 지상의 어떤 고통보다도 더 심한 고통의 정화속에 세상 끝날 때까지

있어야 하겠지만) 티없이 깨끗한 영혼만이 임종시 바로 천국으로 올라 갈 수 있지만, 대다수의 영혼들

은 연옥에서 정화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설

립하신 참된 가톨릭 교회안에서만 세례성사를 받은 자에 한해서 죄를 사해주는 고해 성사와 잠벌을

면해 주는 대사 등 여러 은총을 베풀고 있으니,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참된 구원이란 것이 얼

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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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는 하느님께서 은총의 통로로 지정하신 성모 마리아님을 비롯하여, 하느님의 어머니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로사리오 기도 등, 그리고 특히 하느님의 몸과 피를 직접 모실 수 있는 성체성사 등

너무도 많은 은총이 부여되어 있죠. 그래서 전교를 하여 이 그리스도의 신비체로 다른 이들을 끌어

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교리교사의 중임을 맡고 계시는 마리아 자매님과 학생들, 그리고 가족분들께 주님께서 충만한

사랑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하느님 성령이시여, 저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영원히 영적교회의 지체로 남아 있게

하여 주소서. 아멘.

> ----------------------------------------------------------

> "리아" 님의 글

> "구원의 보편성에 관한 궁금증"

> ----------------------------------------------------------

>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교리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난번 교사 교육때 구원의 보편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 물론 그 전에도 공의회에서 구원의 보편성을 인정했다는 말을 들었었지만

> 이번에 다시 배우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 하느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 위에 계시며

> 타 종교 안에서도 또는 영세 받지 않은 무종교인 가운데서도 구원은 이루어질 수 있다 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 전 이 내용을 배우며 많은 것들이 혼란스러워짐을 느꼈습니다.

> 제가 알고 있는 가톨릭 교리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 우선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전교는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까?

>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내 아버지께로 갈수없다'하신

>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 많은 궁금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 산의 정상에 이르는 길은 많이 있다.

> 그 여러가지 길이 여러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고 산의 정상이 진리라고...

> 그러면 저 역시 가톨릭이라는 여러가지 길 중의 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요?

> 그렇다면 우린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 정말 마음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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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진리의 변화?

2003-10-13

마리아 자매님,

외국에 잠시 출장다녀 오니, 자녀님의 글이 다시 올라와 있군요. 답장이 늦어 죄송합니다. 어려운 문

제인 것 같은데 함께 생각해 보죠.

> 제 마음 중심에 자리하고 계신 예수님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 전 그분께서 저와 함께하심을 느낍니다.

> 그러나 저는 교리교사이기에 좀더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아이들에게

>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제 무조건 믿는 믿음이 가치있다고 하는 시대는

>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갈증이 자꾸 생기네요.

저도 무조건적인 믿음의 강요보다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교리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그

러나 하느님과 우리의 가톨릭 종교가 워낙 심오하고 때로는 우리 이성의 능력을 초월하는지라, 우리

의 믿음 모두를 항상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학생들에게 명료하게 설명해 줄 수는 없을 것이란 생각

이 드는군요. 예를 들면, 동정 마리아께서 성령의 힘으로 인하여 동정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으심,

예수님께서 죽은 라자로를 살리심,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속성 등을 소위 객관적이고 논리적

으로 설명한다는 것이 인간의 단순한 힘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군요. (특히 삼위일체의 신비는 어느

인간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또한, "너희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요한 6,

53) 란 예수님의 말씀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인간의 사고능력'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 때부터 많

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다고 성서는 밝히고 있죠.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인데,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를 못하였던 것 같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으로는 우선 성서나 성교회의 모든 교리를 겸허한 마음 자세로 그리고 영

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군요. 영적인 것이므로 영적으로 (즉 이성으로 따지지만 말고, 진리의 성

령께 깊은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도록 기도하며) 받아 들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

니다. 그러므로 교리시간은 모든 이들의 마음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하겠죠.

다음 기도가 교리시간에 앞서 바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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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의 힘있는 전구를 통하여 오소서. 아멘"

그리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교리교육을 위해서는, 성서 전반에 나타나 있는 하느님의 계획 (예: 창세

기 3장의 구원계획 및 원초적 복음), 예언들 (예: 이사야 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느님의

완전한 진리와 사랑 등등을 연관시키며, 영적인 말씀과 자료 안에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교황청의 가톨릭교리서(25항)에 명백히 나타나 있듯이, "모든 교리와 교리교육은 영원한 사랑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완벽한 그리스도적 성덕의 모든 일들은 사랑으로부터 솟아나와야 하고,

사랑에 도달한다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항상 명심합시다. 따라서 교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마도, 십자가의 신비 (즉, 지극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수직적 사랑과, 이웃에 대한 수평적 사랑)를 마음 속 깊이 새겨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교회 역사를 통하여 교회는 여러차례 공의회라는 절차를 통해

> 교리상의 변화가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구원의 보편성포함)

> 그렇다면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라면

> 진리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 좀 더 세월이 흐른 후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믿고 있는 교리중

> 얼만큼이나 제가 믿는 것과 일치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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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보기에는 공의회를 통한 교리상의 변화 보다는, 오히려 성교회에서 그 시대에 신앙상 어떤 중요

한 문제(예: 이단)가 있거나 성교회의 입장이나 방향을 밝힐 필요가 있을 때 주로 공의회를 소집하였

던 것 같군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있는 예루살렘 회의가 아마 최초의 공의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326년의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성 아타나시오 주교학자의 공덕에 의해) 예수님은 성부께 의해

창조된 유한한 자라고 주장하던 아리우스의 설을 이단으로 판결하였죠.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위격적 결합을 부인한 네스토리오파의 이단을 파문한 동시에, 마리아

의 아기가 하느님의 외아들이므로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즉 천주의 성모)임을 천하에 공포하였

죠.

또한 1962-1965년에 열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이단 파문보다는 새로운 교회상을 제시하였죠.

특히 여기서는 공의회 이전의 지배적인 교회관에 비하여, 평신도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한 새로운 평

신도 상을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자매님께서 '보편적 구원관'과 연관하여 교리의 변화를 언급하신 것 같은데, 위에서 언급한 교리서 어

딘가에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구원은 우리 교회안에서만 존재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또한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모순되는 견해(즉 교리의 변화)

가 아니라고 생각드는군요. 박도식 신부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전에 함께 살펴 보았듯이 아우구스티

노 성인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영적 교회'로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서의 어떤 구절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 나중에 다시 곰곰히 생각해 보면 육적인 마음으로만 생각

해서 그랬으며 그 구절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던 적이 간혹 있더군요. "육적인 것은 아무 쓸

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준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것이고 생명이다." (요한 6,63)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밝히는 평신도 사도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

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항상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므로 진리도 영원함을

우리 모두 함께 믿읍시다. 아멘.

> ----------------------------------------------------------

> "리아" 님의 글

>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그러나..."

> ----------------------------------------------------------

> 답변 감사합니다.

> 제가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교회 역사를 통하여 교회는 여러차례 공의회라는 절차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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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리상의 변화가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구원의 보편성포함)

> 그렇다면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라면

> 진리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 좀 더 세월이 흐른 후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믿고 있는 교리중

> 얼만큼이나 제가 믿는 것과 일치할지 의문입니다.

> 벌써 여러 서적들을 통해 성서학자라는 분들이(개신교포함) 성서의 문자해석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

면서 제가 믿고 있는 여러가지 것들에 상반된 내용-성모님은 동정이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셨

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이것은 이미 유럽에서는 보편적으로 인정된 사실이다. 우

리나라에서만 유난히 성서구절에 집착하는 해석을 하고있다...-등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이런 해석

들은 어떻게 이해해야합니까?

> 제 마음 중심에 자리하고 계신 예수님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 전 그분께서 저와 함께하심을 느낍니다.

> 그러나 저는 교리교사이기에 좀더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아이들에게

>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제 무조건 믿는 믿음이 가치있다고 하는 시대는

>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갈증이 자꾸 생기네요.

> 도움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 > ----------------------------------------------------------

> > "마리아 스테파노" 님의 글

> > "성교회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

> > ----------------------------------------------------------

> > 마리아 자매님,

> >

> > 아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으나, 불초한 제가 몇가지 관점에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 >

> > (1) 교리적 관점

> >

> > 우선 세례의 필요성에 대해 가톨릭교리서(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1992, 교황청 발간)

의 1257항에 의하면 (전 여기 영역본만 가지고 있어 영어로 인용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 "God has bound salvation to the sacrament of Baptism, but He Himself is not bound by His

sacrament."

> > 즉 하느님께서 세례성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지만, 하느님 자신께서는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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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에 의해 구속을 받지 않으신다. 다른 말로 세례성사가 우리의 구원의 기본조건이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느님께서는 비록 세례성사를 받지 않은 이라고 하더라도 당신의 뜻대로 그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군요.

> >

> > 그리고 이와 관련, 존경하올 박도식 신부님께서 쓰신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가톨릭출판사)란 책

자의 성세성사에 관한 269쪽을 보시면, 예외적인 구원인 혈세와 화세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

다.

> >

> > 혈세: 비록 물로써 세례를 받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느님을 위해 순교하면, 세례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게 됨.

> >

> > 화세: 하느님을 위한 극도의 사랑으로 인해 자기가 지은 죄를 극도로 뉘우치고 영세할 뜻을 가지

고 있다면, 이것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음.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오른 쪽에 있던 우도임.

> >

> > (2) 다른 관점

> >

> >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겠죠. 우리가

죽어서 하느님께 가면 (사심판),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답니다. 가

톨릭신자라도 그러한 사랑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비가톨릭신자라도 그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

면 구원되겠죠. 후자의 경우는 아마도 마치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경우와 같은 경우로서, 하느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겠죠.

> >

> > 위에 언급한 책자의 '가톨릭 교회와 구원'에 관한 361쪽을 보시면, 박도식 신부님께서 교회를 영

적인 교회와 육적인 교회로 분리하십니다. 그리고, 가톨릭 신자라도 은총지위에 있지 못하고 대죄 중

에 있다면, 교회 육신에는 속하더라도 교회의 영혼에는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고 설명하십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비록 어떤 연유로 인하여 (예: 복음이나 그리스도에 관해 못들은

경우) 육적인 교회엔 속하지 않았으나 영적인 교회에 속하였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 >

> > 또 다른 얘기로서, 어느 천상계시에 의하면 하늘나라에는 7층천이 있으며, 가장 높은 7번째 하늘

에는 가톨릭신자에게만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성 바오로의 어느 서한에 의하면 3층천에 올라 간

이에 대한 언급이 나온는데 아마 그 자신의 생전 경험을 의미한다는 해설이 있더군요.) 노스트라무스

(전 그의 1998년에 대한 예언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소수의 열심한 영혼들과 성모님의 간구에 의

해 자비의 하느님께서 인류가 회개할 시간을 더 주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중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러나,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오시더라고 항상

매일매일 깨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군요.)의 책에서도 참된 종교는 가톨릭이며 때가 되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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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이가 가톨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였답니다.

> >

> > 교황청에서 발간한 가톨릭교리서(1257항)에서도 '세례성사가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

> > (3) 자매님이 인용하신 구절에 대하여

> >

> >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내 아버지께로 갈수없다' --

> > 타종교를 믿던 사람이 구원된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가 구원된다면, (비록 그가 생전에 복음을 못

들어 예수님을 몰랐었다 하더라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느님께 가게 되겠죠.

창조주 예수님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통해.

> >

> > '구원의 보편성'이란 구절이 아주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 같은데 위에서 언급한 관점에서 이를 해

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

> > 마지막으로 '구원'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천국이나 연옥에 가게 되면 일단은 구원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연옥의 어떤 영혼은 지상의 어떤 고통보다도 더 심한 고통의 정화속에 세상 끝날 때

까지 있어야 하겠지만) 티없이 깨끗한 영혼만이 임종시 바로 천국으로 올라 갈 수 있지만, 대다수의

영혼들은 연옥에서 정화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

접 설립하신 참된 가톨릭 교회안에서만 세례성사를 받은 자에 한해서 죄를 사해주는 고해 성사와 잠

벌을 면해 주는 대사 등 여러 은총을 베풀고 있으니,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참된 구원이란 것

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 또한 우리는 하느님께서 은총의 통로로 지정하신 성모 마리아님을 비롯하여, 하느님의 어머니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로사리오 기도 등, 그리고 특히 하느님의 몸과 피를 직접 모실 수 있는 성체성

사 등 너무도 많은 은총이 부여되어 있죠. 그래서 전교를 하여 이 그리스도의 신비체로 다른 이들을

끌어 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 >

> > 끝으로 교리교사의 중임을 맡고 계시는 마리아 자매님과 학생들, 그리고 가족분들께 주님께서 충

만한 사랑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

> > + 하느님 성령이시여, 저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영원히 영적교회의 지체로 남아

있게 하여 주소서. 아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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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리아" 님의 글

> > > "구원의 보편성에 관한 궁금증"

> > > ----------------------------------------------------------

> > >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교리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 > > 그런데 지난번 교사 교육때 구원의 보편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 > > 물론 그 전에도 공의회에서 구원의 보편성을 인정했다는 말을 들었었지만

> > > 이번에 다시 배우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 > > 하느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 위에 계시며

> > > 타 종교 안에서도 또는 영세 받지 않은 무종교인 가운데서도 구원은 이루어질 수 있다 는 내용

인것 같습니다.

> > > 전 이 내용을 배우며 많은 것들이 혼란스러워짐을 느꼈습니다.

> > > 제가 알고 있는 가톨릭 교리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 > > 우선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 > 전교는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까?

> > >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내 아버지께로 갈수없다'하신

> > >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 > > 많은 궁금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 > >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 > > 산의 정상에 이르는 길은 많이 있다.

> > > 그 여러가지 길이 여러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고 산의 정상이 진리라고...

> > > 그러면 저 역시 가톨릭이라는 여러가지 길 중의 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요?

> > > 그렇다면 우린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 > > 정말 마음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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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님의 즉위 25 주년을 기념하며

2003-10-16

사랑의 교황님, 당신은 1981년 5월 13일 성베드로 광장에서 총격을 받고도 그 저격범을 위해 기도하

며 용서하는 깊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미소의 교황님, 당신은 온 세상을 순례하며 특히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환한 미소로 반겨주셨습니다.

관상의 교황님, 하루 7시간을 기도한다지만 아마 당신의 매순간은 하느님께 대한 기도와 관상의 연속

임에 틀림없을 것이옵니다.

생명의 교황님, 당신은 UN과 여러나라의 인구조절안을 비롯한 인공피임과 낙태 등의 모든 생명경시

풍조에 극렬히 대항하며 생명의 신성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봉헌의 교황님, 당신은 Totus Toos를 외치며 성모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께 우리 자신의 봉헌의 필

요성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비밀속의 교황님, 당신은 파티마 비밀 속에 언급된 교황이시며 성모 마리아의 사랑과 고통의 교황이

십니다.

성모 마리아의 교황님, 당신은 성모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십옵니다.

+ 주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의 종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저희에게 주시어 당

신의 지상 대리자로서 이 큰 암흑의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영원히 영광 찬미 받

으소서. 저희가 그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를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PS1. 교황님께서 젊은 시절에 성모 마리아께 대한 신심이 지나치면 하느님께 대한 신앙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는데, 몽포르의 성 루드비꼬가 지은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란 책자를 보시고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께 완전한 봉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강제

노동장에서도 이 책을 뒤 호주머니에 항상 넣어 다니며 열독하셨답니다. 올바른 성모 신심을 위해 위

책을 권해드리며, 명동성당 앞의 가톨릭회관에 있는 푸른군대(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사무실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PS2. 교황님이 저격당했을 당시 고통중에 의식을 잃기 직전, " 오 나의 어머니, 마리아여 ....." 하시며

화살기도를 하셨다는데 성모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신 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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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3. 저격후 그 터어키인을 찾아가서 따뜻하게 용서해주셨으며, 총격시 두 개의 손을 느꼈답니다. 하

나는 악마의 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모 마리아의 손을... 저격 1주년 되는 날, 즉 1982년 5월 13

일 ( 또한 파티마 발현 기념일)에 파티마를 방문하시어 파티마 성모님께 님의 생명을 구해주셨음에

감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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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요일의 신비부터...

2003-10-19

루시아 자매님,

저도 이전엔 자매님처럼 그렇게 묵주기도를 바치다 보니 오늘은 어느 신비를 할 차례던가 하고 종종

헷갈리던 기억이 있습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는 자체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주 중요하겠지만, 꼭 어

느 날에 어떤 신비의 기도를 바쳐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성교회나 교황

님께서 최근에 권장하신 신비의 요일배분('알고 싶어요'의 556번 참조)에 따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

군요.

저는 각 요일에 그 요일배분에 해당하는 신비부터 우선 시작을 한답니다. 예를 들면, 목요일엔 교황님

께서 권장하신 대로 빛의 신비 5단을 바친 후, 고통, 영광, 및 환희의 신비를 계속 바치도록 노력합니

다. (월요일엔, 환희, 빛, 고통, 영광의 순서에 따라.)

만일 하루에 4가지의 모든 신비를 정상적으로 바칠 수 없는 경우엔, 그 나머지의 신비는 하나씩 간략

히 묵상만 하고 지나가죠. (예: 어떤 날에 빛과 고통의 신비는 정상적으로 바치고 더 이상 시간을 낼

수 없을 경우, 나머지 영광 및 환희의 신비는 그 신비만 하나씩 간략히 묵상)

아마도 이렇게 하면서, 가능한 모든 신비들을 정상적으로 바치거나, 그럴 수 없을 경우엔 그 나머지의

신비들은 묵상이라도 간단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묵상은 길 가면서 또는 전철이나

버스에 서 있으면서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묵주기도를 통해 많은 사랑과 은총을 받으시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길 기원드립니다.

> ----------------------------------------------------------

> "빨간머리앤" 님의 글

> "묵주기도의 대한 질문임다."

> ----------------------------------------------------------

> 전부터 궁금했던것이라 드리는 질문입니다. 요일마다 해당하는 묵주기도를 드리는데

> 낮에 환희의 신비를 바치고 나서 끝나고 나면 저녁쯤에 또 묵주를 바치고 싶을경우 어떤 신비를 바

쳐야 할지 궁금해서요.

> 고통의 신비를 바쳐야하는지 아니면 또 환희의 신비를 바쳐야 하는지요?

> 혹시 고통의 신비를 바친다면 그 다음 날은 어떤 신비인지 계속 고통의 신비를 바치면 되는지요?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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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유황과 몰약 -- 세 동방박사

2004-01-04

성교회는 예수께서 다음 세가지의 형태로 공현하셨다고 합니다: (1)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후 동방의

세왕들로부터 경배받으심, (2) 30 세 가량되었을 때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

(공생활의 시작), 그리고 (3)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며 처음으로 (공적인)

기적을 행하심으로서 자신이 하느님이심을 공적으로 나타내심.

주님의 공현축일을 맞이하여 위의 첫번째 공현을 묵상해 봅니다. ('하느님의 신비의 도성' 천상계시

참조)

2000 여년전 페르샤 동부의 작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세 왕들은 경건한 삶을 살며 믿음의 우정을

누리고 있던 사이였다.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의 동굴 마굿간에서 태어난 그 때, 이 세 왕들은 각각

꿈속에서 그들의 수호천사들로부터 동시에 '만왕의 왕'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듣고 경배하러 길을

나섰다. 천사들이 대기의 공기를 이용하여 만든 찬란히 빛나는 별을 따라 각자가 길을 나섰는데, 어느

한 곳에서 모두 만나게 되었으며 이야기를 서로 나눈 후 환희속에 모두 함께 길을 다시 재촉했다. 그

별은 우주의 별과는 다른, 단지 그들의 길을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낮은 창공에서 아주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창공의 별은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세 동방박사들은 유다의 왕으로 나신 분이 유다의

수도였던 이곳 예루살렘에서 났다고 생각하고 헤로데왕에게 그 분이 나신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았다.

(마태 2,2)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그 별은 다시 나타나 세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의 동굴

마굿간으로 인도하였다. 그속에는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서 있었으며, 이방인을 대표하는

세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하느님의 섭리와 자비에 의하여, 아기로

육화하신 이분이 참 하느님이시며 사람,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또한 이 아기의 어머니는 동정녀이며

성 요셉의 아들이 아니란 것을 동방의 세왕들은 경배할 때 알고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후 그들은 영원하신 성부의 아드님의 어머니가 되신 여왕을 축하하며 존경을 드리기

위해 무릎을 꿇고 (관습에 따라) 그녀의 손에 친구하려고 하자, 신중하신 어머니는 '내 영이 주안에서

기뻐하며 나의 영혼이 주를 찬미하나이다 ...' 의 찬미가와 함께 그녀의 손 대신 구세주의 손을

그들에게 내어주었다. 세왕들은 또한 하느님의 어머니의 배우자로 간택된 성요셉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지극한 가난에 놀라움을 나타내고 동정심을 느꼈다. 세시간에 걸친 이러한 대화가 끝난 후,

그들은 그 동굴 마굿간에 묵을 곳이 없음을 알고 읍내로 들어가서 거처를 마련하였다. 그 다음날

다시 그들이 준비해 왔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성가족에게 선사하고, 성모 마리아로부터 신앙

이야기와 또한 아기 예수를 샀던 포대기의 일부를 선물로 받은 후 그 신비스런 별의 인도에 의하여

예루살렘의 헤로데왕을 거치지 않고 곧장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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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며, 황금(하느님)이시며 몰약(인간)이시며 또한 유황(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이시며 영원한 사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따르기를

결심해 봅니다. 또한 황금(사랑), 유황(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몰약(고통의 감수)을 주님께 선물로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4 년 주님의 공현축일을 기념하며

PS. 이 이야기는 어쩌면 현 시대에 대한 예표로도 볼 수 있겠죠. 예수그리스도께서는 현재

유다인들에게서는 배척을 받고 이방인들로부터 찬양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성모님의 최근

메시지에 의하면, 하느님의 섭리에 의하여 이스라엘인들도 하느님께 돌아온다는군요. 일치를 이루시는

하느님 영원히 찬미 영광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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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원어에 가까운 영어성서

2004-01-10

박도식 신부님께서 지으신 "천주교와 개신교 - 하나의 교회"란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천주교에서는 신구약 다 합하여 73 권 (46 + 27)의 성경을 가지고 있고, 개신교에서는 그 중의 일부인

66 권만을 가지고 나갔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공동번역은 하였지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군요. 따라서 어떤 언어로 되었든 가톨릭과 개신교의 성경이

다르겠죠. 즉 마르틴 루터가 버려 두고 나간 7 권이 한글성경이든 영어성경이든간에 개신교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겠죠. 66 권은 양쪽 모두 같고요. 왜냐하면 그 원본이 적혀졌을 때엔 천주교와

개신교가 구분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선 공동번역한 성경이 있지만, 이곳 미국에서는 그런 성경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성경에도 우리나라의 옛 (개신교) 성경처럼 '가라사대'와 같은 구어로 된 것이 있죠. 여러가지

가톨릭 영어성경이 있지만, 가장 전통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성경은 권위있는 TAN Books 출판사에서

발간한 Douay Rheims Bible 인것 같군요. 이 성경은 성경학자로 유명한 예로니모(즉 Jerome)성인이

원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Latin Vulgate Bible 을 바로 영어로 번역한 것이라서 영어판 성서중에 가장

원어에 가깝답니다. (www.allcatholicbooks.com 를 통해 우송료를 부담하시면 아마도 구입 가능하며,

우선 신약성서 즉 Douay-Rheims New Testament 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

> "카피돌이" 님의 글

> "영어성서를 읽고 싶은데요~"

> ----------------------------------------------------------

> 영어로 성서를 읽고 싶어서 영어성서를 검색해 봤는데요, 너무도 많은 버전의 영어 성서가

있더라구요...

> 가톨릭 성서의 경우에는 Good News Bibile, African Bible, 예루살렘 성서, 아메리칸 성서 등등...

> 그리고 개신교 성서를 찾아봤더니 역시 마찬가지더라구요...

> NLT(New Living Translation), NIV, KJV, NASB 등등...

> 어떤 버전의 성서가 제일 적합할까요?

> 참고로 제가 찾는 영어성서는 의역보다는 직역에 가까운 성서를 원합니다.

> (한글 직역이 아니라요, 히브리어를 영어로 직역한 것을 의미합니다.)

> 가톨릭 영어성서는 어떤 것이 좋고, 개신교 영어성경은 어떤 것이 좋은가요?

> 그리고 가톨릭과 개신교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 적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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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피정을 위해

2004-01-10

이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국 (와싱턴수도근교)인데 마리아사랑넷에 며칠전부터 여러번 시도했었는데, 오늘에야 접속이

잘 되는군요. 아마도 성모님께서 도우신 것 같군요.

청년레지오 단원들의 피정을 위해 '마리아'로 주제를 잡으셨다니 정말 잘 하신 것 같군요. 저가

생각하기에는 몽포르의 루도비꼬 성인이 지은'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이란 책자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거란 생각이 드는군요. 성모성심을 확실히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책자로서 현 교황님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명동성당 아래 가톨릭회관안에 있는 '푸른군대(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사무실에서 구입 가능)

교황께서도 옛날 젊었을 때 이 책을 통해 참된 성모성심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으며, 심지어

자신의 모토 'Totus Tuus (온전히 당신의 것)'를 이 성인의 책에서 발췌하셨다고 하더군요.

1. 마리아께 대한 신심의 필요성

2. 성모마리아께 대한 신심의 기초적 진리

3. 성모마리아 신심의 올바른 선택 방법

4. 성모님께 대한 완전한 신심의 본질

5. 완전한 봉헌 ...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피정이 끝날 무렵에 모두 함께 성모성심께 단체봉헌을 하면 성모님과

하느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쪼록 피정에 참여하는 청년레지오 단원들과 봉사자들의 마음과 영혼을 천상어머니께서

다듬어 주시어 당신 성심을 더욱 더 잘 알고 사랑하며, 또한 예수 성심의 깊숙한 심방으로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그토록 아름다우신 성모마리아를 저희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성삼위 하느님, 영원히 찬미 영광

받으소서!

> ----------------------------------------------------------

> "이정복" 님의 글

> "도움이 필요해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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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오류동에서 레지오를 하고 있는 이정복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합니다.

>

> 이번 2 월에 저희 꼬미시움 산하의 청년레지오 단원들을 대상으로 피정을 하게 되었는데 무리가

있는듯 하지만 자체피정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 주제는 '마리아'이고 이걸로 정한 취지는 교회의 교리에 있는 우리의 어머님이라는 것에 대해

알고는 있는데 마음에 와닿질 않는다는 것과 개신교분들이 가끔가다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물어볼때가 있는데 막상 대하고 보면 할말이 없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

> 근데 막상 정하고 나니 어떻게 방향을 정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방법이 생각이 안나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

> 생각하시기에 필요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고요.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

> 무리한 부탁인줄 알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럼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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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의 저자에 대해서

2004-03-01

이 어거스틴 형제님,

각 복음서 (즉 마태오, 마르크, 루가, 요한 복음)마다 저자가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은 아마 잘못

들으신 것 같군요. 성서에서 특히 이사야서와 시편의 작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위의 4 대 복음서는 각각 한분씩의 복음사가가 작성하신 것이락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마태오 복음은 성 마태오가, 등등)

또한 다른 대부분의 성서에 대해서도 지은이가 한명인가 다수인가를 따지는 것 보다는 성서의 모든

책들이 하느님의 영감 또는 성령의 감도에 의해 쓰여진 책이므로, 어느 인간을 통해서 지어졌는지에

신경 쓰시는 것 보다는 성서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군요.

또한 요한복음서의 저자에 대해 여러 설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는 12 제자중의 한분이며, 예수님께서

특히 사랑하시던 사랑의 사도 요한이 직접 썼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께서는 또한 세 서간(즉 첫째, 둘째, 셋째 편지)을 쓰셨으며, 그리고 신약의 예언서인 요한

묵시록을 쓰신 분이죠.

마지막으로 복음서의 핵심저자가 누구냐고 질문하셨는데, 사방곡곡에 살고 있는 인류을 위해

하느님께서는 4 분의 복음사가(위에서 언급한)를 선택하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럼, 성서의 깊은 내용에 따라 살아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이 사순절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형제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 ----------------------------------------------------------

> "오뚜기" 님의 글

> "요한복음 저자는 누구인지요?"

> ----------------------------------------------------------

> 성서에 읽다보면 너무도 궁금한것이 많습니다.

> 각 복음서마다 저자가 한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요한복음서의

> 저자는 여러 설 들이 더욱 많습니다.

> 복음서의 핵심저자는 과연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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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맞는 중요한 질문이군요

2004-03-01

예수님께서 29년간의 사생활을 마치시고, 30세 되는 해에 때가 되어 나자렛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작

별하고 홀로 세례자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고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던 요르단 강으로 가십니다. 요르

단강가에서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창생 (즉 피조물)인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죄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물론 죄는 전혀 없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말입니다. 깊은 뜻으로 그렇게 하셨

으나, 주님의 엄청난 겸손을 여기서 살펴 볼 수 있죠.)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니신 예수님의 강생 목적은 두가지, 즉 인류의 구원과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이

시기 위해서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모범이신 예수님은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직접 세

례를 받으심으로서 세례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세례성사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탄의 유혹을 어

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몸소 보여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인성만으로 광야에서 40일간 단식을 하시고

하느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탄을 물리칩니다. 그러므로, 형제님의 질문에 답변하자면, 예수님이 세례

자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 곧장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후의 예수님 행적은 마태오 4장 12절 이

하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군요.

그런데, 형제님의 질문에서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운동에 가담하셨다고 하는데 이는 성서와 어긋나는

내용인 것 같군요. 세례자 요한은 단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주님의 길을 미리 닦기 위한 예수

님의 선구자 역할만 했을뿐이죠. 그러니 다른 말로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운동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

라, 그 세례운동의 유일한 목적은 백성들이 주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그때부터 하느님의 깊은 체험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참 하느님

이시며 참 사람 즉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고 계신 분이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느님이죠. 삼

위일체이신 하느님 중 제2위 (Second Person)이시고요.

복된 사순절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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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따기" 님의 글

>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어디로 가셨나요?"

> ----------------------------------------------------------

> 예수님이 한 때 요한의 세례운동에 가담하셨고, 그 때 부터 하느님의 대한 깊은 체험을 하기 시작

하셨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 예루살렘으로 갔나요? 아니면 갈렐리아로 가셨나요?

> 정확한 답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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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미국성당에서 하는 주의 기도문은...

2004-03-01

이냐시오 형제님이 답변하신대로 하셔도 되겠지만, 여기 미국 성당에서 전통적으로 미사중이나

묵주기도중에 하는 주의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Lord's Prayer (또는 간혹 Our Father 이라고도 함)

Our Father who are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Amen.

위에 나오는 Thy 란 용어는 Your 의 구어이며, You 에 대한 구어는 Thou 이죠.

그러니 아직 전통적으로 이 구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조로 우리나라 어느 신부님이 어느 고해자에게 보속으로 1 시간 동안 주의 기도를 꼭 한번만

해라고 했다더군요. 참으로 이 주의 기도는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단순하면서도 기도중 가장 완전한 기도이며, 이 기도안에는 무궁무진한 깊은 뜻이 담겨있다고도

합니다. 1 시간 동안 이 기도에 대해 묵상은 못하더라도 단 몇분간이라도 그 뜻을 조용히 묵상하면

좋을 것 같군요.

예를 들면,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여기엔 예수님을 머리로하는 우리

성교회의 일치된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한 성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기도중 가장 긴 기도문이 담겨 있는 요한복음 17 장을 보시면, 이는 또한

일치의 기도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고 사랑속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것이

하느님의 성의인 것 같군요.

복된 사순절을 맞이하기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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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절 첫 금요일 새벽에

2004-03-05

저의 마음은 당신이 고통 받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 당신께서는 참 하느님이시며 또한 때가 찼을 때 한 여인의 몸(즉

창조전부터 선택한, 거룩한 당신의 도성이신 마리아)을 빌어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여, 당신은 어제 저녁 최후의 만찬에서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성체를 저희에게 모조리 주셨사오니

찬미 찬양 받으소서. 제자 유다에게 배반 당하신 후 당신은 여기에 끌려 와 모욕을 당하고 머리엔

가시관을, 당신 창조주의 몸은 인류에 의해 여지없이 부스지고 맙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훌리시던, 잠든 라자로를 보며 슬퍼하시던 당신의 거룩한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필멸할 운명에 있던 인류에게 진복팔단(즉 산상수훈)을

외치며 사랑의 아버지 하느님께 기도하는 법을 친히 가르쳐 주시며 하늘나라로 초대하여 주시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당신의 감미로운 입에서도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 육화되신 하느님의 말씀이시여, 어찌 저희가 당신께 합당히 감사드릴 수 있사오리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당신의 거룩하신 손을 이제 저희 인류는 잠시후 못을 박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소서. 배은망덕한 이 인류를 용서하소서.

여우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당신께서는 공생활 중 머리를 둘 곳도 없이 산에서 기도로 밤을 지새곤

하셨습니다. 왕 중의 왕이시며 군주 중의 군주이신 당신의 그 거룩하신 머리 위에 이제 인류가

빛나는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워 놓았습니다. 당신의 신성이 작용 못하게 하시고 당신의 인성 만으로

이 모든 고통을 참고 계시는 예수님, 당신은 그 육적 고통 보다도 인류의 모욕과 멸시가 당신의 깊은

마음에 더욱 큰 상처가 되었나이다. 당신의 거룩한 머리에서는 큰 가시들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사옵니다. 오 주님, 저희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피 한방울로도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지언정, 아니 당신의 말씀 만으로도 이 세상을 건질

수 있을지언정, 왜 당신께서 이러한 혹독한 고통을 당하고 계시옵니까?

오 이제 알겠나이다. 그것은 바로 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

인류를 새로이 창조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은 진정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의 천상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님, 아버지

하느님과 성령과 함께 영원히 영예와 영광 감사와 찬미 받으소서. 아멘.



88

전 세계적 신앙 관련 사이트

2004-03-30

안셀모 형제님,

"전 세계적 신앙 관련 사이트"에 관하여 문의하셨는데, 본인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www.johnleary.com (미국의 독실한 신자 John Leary 란 분이 메주고리 다녀온 후 예수님으로부터

매일 메시지를 받으시는데, 몇주에 한번씩 이를 종합하여 올려놓는 곳이죠)

www.sign.org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여러가지 예언을 받고 있는데 이들 시대의

징조를 수록)

www.marian.org (자비의 하느님 비서로 알려진 성 파우스티나와 관련된 사이트)

www.smwa.org (성 미카엘 세계사도직으로 알려져 있는 아주 중요한 사이트)

www.holylove.org (예수성심과 성모성심의 일치된 성심에 관한 메시지)

위 사이트들을 우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총의 사순시기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PS. 위의 여러가지 메시지를 접하실 때, 우선 성서를 매일 봉독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하느님, 영원히 찬미 영광

받으소서. 아멘.

> ----------------------------------------------------------

> "매괴모후아들" 님의 글

> "알고계신 님들 좀 갈켜 주세여"

> ----------------------------------------------------------

> 전 세계적으로 체험이나 신앙과 관련된 사이트 주소 좀.....

>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메주고리예와 같은 일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 나고 있나 싶기도 하고 , 또

좋은 성화나 이콘과 관련된 주소도 아시면 좀 갈켜 주세여...



89

예수님의 이름" 함께 생각해 봅시다

2004-04-11

로사 자매님,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루가 1,31)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대천사를 통해 나자렛의 동정녀 마리아께 하신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Jesus)"란 이름을 하느님께서 우리 구세주께 주셨죠.

참조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과 같이 성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들이자

동정마리아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우리 구세주의 이름은 바로 이 "예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군요.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이 거룩한 이름 "예수"의 의미를 살펴보니, 에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인들을 요르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인도하였던 "여호수아 (Joshua)"와 같은 어원을

가진 것 같더군요. 즉 "예수"의 이름속에 구세주란 의미가 들어 있답니다.

그리고, 참조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 (Christ)"는 성이 아니라 기름을 부어받은 이란 뜻이죠.

구약에 의하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성별(예, 사무엘이 다윗에게: 사무엘상 16,3)하였으니,

그리스도란 왕중의 왕이며 군주중의 군주이신 예수께 아주 합당한 명칭인 것 같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오 26 장 63 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사제에게 끌려 갔을 때, 대사제가 "그대가과연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하고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메시아(구원자 또은 구세주)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부활대축일 아침에 예수의 이름에 관련된 사도 바오로의 다음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필립비 2,6-11)

"그리스도 예수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 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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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 찬미하며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시기를 축하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총과 평화가 로사 자매님과 교리반

학생들에게 듬뿍 내리도록 기도드립니다.

부활대축일 아침

마리아 스테파노 드림.

> ----------------------------------------------------------

> "장금아" 님의 글

> "예수님의 이름은??"

> ----------------------------------------------------------

> 십계명 중 제 2 계명인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라는 부분을

> 알아 가는 과정에서 그럼 예수님의 본명은 무엇이었을까?

> 우리들의 성 이름 처럼 가지고 계신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 (참고로 저는 주일학교 교리 교사입니다. 혹여 어린이들의 질문 일지도 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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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수난” 영화와 파스카 신비

(”The Passion of Christ” Movie and Paschal Mystery)

2004-04-19

Mel Gibson 감독은 이름의 첫글자가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와 같이 J. C.이며 예수께서 수난과

십자가형을 당했을 때의 실제 나이인 33 세인 배우를 물색하였다고 하는데, Jim Caviezel 이 바로 그

조건들을 만족하였다. 그리고 그는 기도, 단식과 매일 미사에 참여하는 아주 독실한 신자이며,

“그리스도의 수난”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을 연출할 수 있은 것은 그의 이러한 영적생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한다. 여하튼 이 영화는 세기의 걸작이라고 생각한다.

성목요일 게세마니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내적고통으로부터 시작하여 성금요일 (Good Friday) 골고타

언덕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질 때까지의 약 20 시간을 묘사하고 있는 이 영화를 통하여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Paschal Mystery; 탄생, 수난, 죽음 및 부활)를 묵상하고자 한다.

1. 예수는 누구인가?

이 영화의 핵심은 나자렛의 예수다. 세례자 요한이 요르단 강변에서 외친 것처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즉 파스카 양)”이시다.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맞아 주지 않았다.” (요한 1 장) 이 복음 말씀은 “육화된 말씀

(Word Made Flesh 즉 Incarnate Word)"이신 예수의 수난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 하느님의 말씀이 성령의 힘으로 나자렛의 동정 마리아 몸에 잉태되어 나셨는데 이 분이 바로

예수다. 즉 그는 참 하느님(True God;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 중 성자이신 제 2 위 하느님)이며

참 사람(True Man)이시다. 예수님의 이 이중성(dual nature)을 잘 인식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영화의 여러 장면에서 어떤 때는 하느님의 아들(Son of God)로서 어떤 때는 사람의 아들(Son of

Man)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느님 아버지 즉 성부의 독생성자이시기에 하느님의

아들이며, 성령의 힘에 의해 동정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인성을 취하셨기에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예를 들면, 손발에 못박힐 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실 때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성부께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My God,

my God why hast Thou forsaken Me?)”라고 하실 때는 사람의 아들로서 하느님께 통원하신다. 이

후자는 시편 22 장에 실려 있는 다윗의 예언이 실현됨을 알리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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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는 그리스도(즉 기름부은 받은 자란 뜻)이며, 바로 왕중의 왕이며 군주중의 군주임을 우리 모두

선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분이 인간이 되시어 몸소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최후의 만찬에서 유다에게 빵을 적셔주며 “자 어서 가서 너가 할 일(즉 예수님을 배반하여

밀고)을 하여라”고 하셨으며, 게세마니 동산에서 곧 닥아올 일들을 훤히 아시면서 몸을 피하시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계신 것을 보더라도 예수께서 직접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자 하셨음을 알 수 있다.

2.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

그 영화에서 너무나도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본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신 (즉

하느님과 본질이 같으신: 필립비서 2,6) 예수께서 죽으셔야 하였는가?

영화 속의 유다 대사제가 예언한 것 같이 한사람이 모든 이를 위해 죽어야 한다는 이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 죽음의 운명에 처하여 있던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큰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예수께서 사멸의 인성을 취하시어 이 인성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죽음을 멸하셨다.

이리하여 하느님의 정의가 충족되어 죄에 물들었던 인간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둘째,

예수님의 인성(Humanity)은 죽음을 당하였지만, 예수님의 이중성으로 인하여 예수님 안에 계신

신성(Divinity)을 통하여 죽음을 물리치시고 다시 생명을 부활시키셨다. 그러므로, 이중성을 지닌

예수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 파스카 신비를 이룰 수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파스카 신비를 이루심으로써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가장 확실히 나타났다. 복음에도

나타나 있듯이 남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였는데, 성부께서

독생성자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그 자신(인성)의 생명을 온 인류를 위해 몸소

바치셨으니. 이렇게 함으로써,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모범이 되셨다.

따라서, 이 영화의 주된 핵심은 “사랑” 즉 하느님께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고통과 수난이 크고 클수록 그것은 바로 인류의 죄악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 죄를 기워 갚기 위해서였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 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었구나.” 이사야 53:5)

3. 다른 장면들

이 영화는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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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목요일 잡히시기 전날 밤 예루살렘 이층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시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여야 한다고 모범을 보이신다. 이때 빵과 포도주를 자신의 몸과 피로

성변화 시키며 그리스도교의 핵심 성사(Sacrament)인 성체성사(Eucharist)를 설정하신다. 영원한

사제인 예수가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 또한 직접 제물이 되신다. 이를 위해 얼마나 벼루어 왔는지

모른다고 하셨으며, 그리고 이를 잡히시기 직전에 행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왜

수난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최후의 만찬과 이 파스카 축제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에

첨부한 빛의 신비 5 단 묵상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나) 두 제자 즉 베드로와 유다의 배반, 그러나 전자는 회개하여 으뜸 제자가 되고, 후자는 자살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인가. 성 베드로는 하늘 높이 올라가고, 유다는 땅 속

깊이 떨어지고. 영원한 천상 행복과 끝임 없이 타오르는 불속의 고통. 특히 세례를 받고도 성사와

교리, 구세주의 수난과 죽음, 또한 그의 거룩한 어머니의 중개(intercession)를 무시하여 자신을

파멸시킨 이에게는 더욱 큰 고통과 세차게 타오르는 화염의 지옥굴(cavern)로 떨어진다고 하니,

유다의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지 알 수 있다.

다) 영화에서는 예수님의 성시를 안고 있는 피에타(Pieta) 장면을 예술적으로 잘 나타냈으며, 통고의

성모 마리아의 성심이 예수님의 수난으로 인하여 칼에 찔리듯 아파하심(루가 2,35)을 느낄 수 있다.

특히 피에타에서는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제자 중 가장 충실하였던 성 요한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중 가장 열심이었던 성 마리아 막달레나가 함께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도 성 요한과 성

마리아 막달레나의 본을 받아야 할 것 같다. 사랑의 사도 성 요한(요한 즉 John 이란 이름 속에

하느님은 사랑이란 의미가 담겨 있음)은 그의 서한에서 “하느님은 사랑(요한 1 서, 4:9)이다”고

선언하였으며, 훗날 그의 제자들에게도 사랑만을 강조하며 가르쳤다고 한다. 그리고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께서 일찍이 그녀 안에 들어있던 일곱 마귀를 쫓아내 주신 후 회개하여 줄곧 주님을

따라 다님으로써 우리 죄인들의 모범이 되었다.

라) 예수께서 매질당하는 장면이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었으며, 이 때 흘리신 성혈을 성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함께 수건으로 닦아 모으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장면은 마지막 골고타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후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흘러나온 예수의 피와 물이다. 교회의 핵심인 죄를 씻겨주는 물 즉 세례성사와 생명을

주는 (요한 6 장 참조) 성체성사가 바로 여기서 흘러나왔으니 이 때 바로 성교회가 탄생(또한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을 통하여)하였다. 즉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교회가 영적으로 결합하였다.

마) 예수 그리스도는 2000 여년전에 인성(이 인성 속에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 있음)을 취하시어 이

땅위에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성서 어디선가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그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Body, Blood, Soul and Divinity)이 특히 축성된 빵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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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Eucharist)속에서 우리와 함께 실존하신다. 이 성체를 받아 모시는 사람 안에는 예수가 계시고

또 그 사람은 예수 안에 계심으로써 하나가 된다. 즉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공덕으로 인하여

하느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참조로 예수님이 수난을 당할 때엔 그의 신성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의 인성만으로 모든 고통을 인내하며 감수하였음) 다른 말로 이제 인간이 하느님의

신성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즉 예수를 통하여 하느님이 인간화가 된 것처럼, 이제 성체를 받아

모시며 영광의 성령이 머무르는 인간이 하느님화 되는 것이다. 아 이 오묘한 신비여!

바) 첫 장면인 게세마니 동산에서 예수께서 피 땀을 흘리며 고뇌에 빠져 성부께 기도드릴 때, 그리고

다른 여러 장면에서 사탄(Satan)이 나타난다. 처음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 까하고 의심하며

주의 깊게 살피고,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처형될 때 그 십자가에 의해 파멸되어

지옥의 심연으로 떨어짐을 보여준다. 인류의 원조인 아담(Adam)과 하와(Eve)를 유혹하여 창조주

하느님께 불순종하게 함으로써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 온 이 사탄(Satan)을 잘 알 필요가 있다. 태초에

인류 창조에 앞서 하느님께서는 천사들을 창조하였다. 이 천사들에게 이제 곧 천사들과 같이

자유의지(Free Will)를 가진 인간을 창조하는데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인한 인간의 타락을 예견하시며,

이에 제 2 위 하느님이신 예수를 인간이 되게 하여 그가 인간들을 구원한 후 다시 하늘로 올라오면

모든 천사들이 그를 흠숭하여야 한다고 하셨다. 인간들보다 더욱 월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부

교만한 천사들은 인간이 되어 하늘로 올라오는 그리스도를 영원히 흠숭하여야 한다는 성부의 말씀에

반감을 나타냈으며, 특히 그의 어머니인 순수한 인간 마리아에게까지도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하느님의 말씀에는 더욱 극심히 반대하였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마귀(Devils)이며, 이들의

우두머리가 루치펠(Lucifer: 원래는 빛을 지고 간다는 아주 좋은 의미의 높은 천사였음) 즉

사탄(Satan)이다. 따라서 이 사탄은 인류 창조 이후 줄곧 그리스도를 찾아 헤매어 왔으며 (그를

하느님의 뜻에 거역하여 멸망시키기 위하여) 에덴동산에서 인류의 원조를 타락시키는데 성공하고,

이제는 게세마니 동산에서 그리스도라고 의심되는 예수를 유혹하고 타락시키려고 엿보고 있었다.

(예수의 공생활 시작 당시 광야에서 단식할 때, 유혹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였지만.) 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마귀들은 우리 현세대에서는 권력욕, 물질욕, 육욕(특히 성욕), 명예욕 등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많은 인간들을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하였다. 심지어, 이 거짓말쟁이의 아버지(father of all

liars)는 자살 폭탄테러 및 국내에서는 자살 유행병, 혼전 동거, 혼외 관계, 극심한 교만과 일류병 및

사치병 등을 유도하여 많은 이들을 지옥으로 빠뜨리고 있다. 부정 부패, 성 개방, 매스 미디어를 통한

음란 조장, 이로 인한 수많은 결백한 아기들의 낙태로 인한 죽음, 신용 카드를 통해 물질욕을

부추김으로써 여러 가지 죄악에로의 유도 등이 현재 국내에서의 사탄과 마귀들의 수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너무나 빨리 도덕이 타락하고 있으며, 수많은 이들이 삶의 목적을 잃고

살고 있는 것 같다.

사) 그리스도의 수난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왜 사는가 그 목적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다른 말로 왜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정통 그리스도교리에 의하면, “To

know Him, to love Him, and to serve Him, and to be happy with Him forever in heaven" 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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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서)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며 하느님께 봉사함으로써 천국에서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하느님을 알아야 한다. 한분의 하느님이지만

삼위이신 하느님 중 제 2 위 하느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신 이유는 아마 다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모든 인류를 위해 당신이 직접 우리의 파스카(즉 희생양)가 됨으로서 죄를

사함; (2) 그리하여 당신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죽음을 멸하고 당신의 부활로써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어 부활할 수 있게 함; (3) 당신 인성의 삶으로서 우리에게 완전한 모범을 보이시기 위함. 이

영화에서 보여준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하느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를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본을 보여 준 것이다. (요한 13:15)

아)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에 대해 묵상하고자 한다. 성 마리아는

많은 장면에서 등장하고 있다. 나자렛에서 예수께서 성 마리아와 함께 사생활을 하실 때와 예수의

성시(돌아간 몸)를 안고 계신 피에타(Pieta)의 모습에 까지. 마리아(유럽의 많은 국가들의 언어로는

Maria 라고 하며, 영어로는 Mary 라고 함)라는 이름 또한 예수의 이름처럼 하느님께서 직접 주신

이름이다. Webster 백과사전에 의하면 이 이름 속에는 무엇에 대적한다(rebellion)는 의미가 담겨 있다.

창세기 3 장 15 절에 의하면 야훼 하느님이 인류의 원조를 유혹하여 하느님께 불순종하게 함으로써

원죄를 범하게 한 뱀(즉 사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이 말씀은 (사탄의 멸망을 예고한) 원초적인 복음(Gospel)이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께서

사탄을 물리침을 예언하고 있다. 높은 천사였던 루치펠(Lucifer)은 그의 교만 때문에 사탄이 되었으며,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눈만 깜빡하여도 (즉 뜻만 있으시면) 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으시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겸손 중의 겸손이며 하느님의 뜻을 완전히 따르는 마리아를 통하여 (예: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가 1:38)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인 것이다. 옛날 뱀(사탄)을 천국에서 쫓아내었던 대천사 미카엘(Michael: “누가 감히

하느님과 같아지려고 하느냐”란 의미)이 이끄는 천상군대가 동정마리아와 함께 늙은 뱀 (큰 용)

사탄과 그 부하들과 대적하여 물리치는 장면이 신약의 예언서인 요한묵시록 12 장에 실려 있다.

마지막으로 감독 Mel Gibson 과 주연배우 Jim Caviezel 에게 두손 모아 박수를 보내며, 이들과 모든

배우들 및 제작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 은총과 평화와 사랑을 듬뿍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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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신비 (Luminous Mysteries)

“그리스도의 수난” 영화에 나타나 있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하여

5 가지 빛의 신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빛의 신비 제 1 단: 예수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마태오 3,13-17)

나자렛에서 예수의 나이가 이미 만 30 에 접어 들은 어느 날, 성부께서는 마리아에게 예수를 희생으로

바치라고 하시자, 마치 아브라함이 이사악을 바치듯 독생 성자 예수를 기꺼이 바치셨다. 예수는

나자렛에서 성모 마리아와 이별한 후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던 요르단 강변으로

향했다.

무에서 물을 창조하시고, 바위에서 물이 쏟게 하신 창조주 예수는 인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우선

자신이 직접 요한 세례자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 성부와 성령께서도 이때 물론 함께 하셨다. 모든

면에서 인류를 가르치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스승 예수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를 따르는 우리 모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를 원하신다. (마태오 28,19)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을 홍해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 건너 가게 하신 참 모세이시며, 요르단

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참 여호수아이신 예수께서 직접 인간 세상에

나타나시어 당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하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범을

보이신다.

(2) 빛의 신비 제 2 단: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요한 2,1-11)

물(성령)의 세례를 통해 죄를 벗어남을 보여 주신 예수는 그후 곧바로 광야에 가셔서 40 일간

단식하며 사탄의 유혹을 받으신다. (마태오 4,1-11) 성서의 하느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는, 그 후 유다 지방에서 얻은 첫번째 제자 5 명(요한, 안드레아, 베드로, 필립보, 나타니엘: 요한

복음 1,35-51)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참석하신다.

구원의 역사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성모 마리아는 주님이 그리스도의 권능을 언제 어떻게

공적으로 드러내실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요한 복음 2 장 1-11 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모 마리아의 간구에 의해 예수께서 공적으로 첫 기적을 행하신다. 후에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당신의 피로 변화시키실 예수께서는 이곳 결혼식 만찬에서는 우선 물을 축성하시어 그 만찬에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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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에게 기쁨을 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다.

(3) 빛의 신비 제 3 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며 우리를 회개로 부르심을 묵상합시다.

주님의 선구자인 세례자 요한이 자신의 역할을 다한 후 잡혔다는 말을 들으신 다음, 예수께서는

“회개하라. 하늘 나라가 다가 왔다”하고 말씀하시며 전도를 시작하셨다. 그리하여 우리의 스승 예수는

공생활 3 년간 이스라엘의 여러 곳을 다니시며 진복팔단,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보물과 진주와 그물의 비유 등의 말씀을 통하여 하느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병들고 마귀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겸손하고 가난하게 사시며, 밤에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등 행동으로써 모범을 보여주셨다. 특히 가장 완전한 기도인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형제에 대한 끝없는 용서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다.

(4) 빛의 신비 제 1 단: 예수님께서 타보르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마태오 17, 1-8;

마르코 9, 2-8; 루가 9,28-36)

하느님 나라를 선포한지 2 년 반 이상이 지난 후 어느 날 예수께서는 3 제자(베드로, 야고보, 요한)를

(갈릴래아의 중앙에 있는) 타보르산 정상까지 데리고 가셨다.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곧 얼마 후 십자가에서 수난을 당하실 자신의 몸의 참된 영광된 모습을 그들에게 미리

보여 주셨다. 비록 이 세사람 모두는 후에 게쎄마니 동산에서 주님이 고뇌에 빠져 있을 때 잠을 자고

있을 것이지만, 성령 강림후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되고, 야고보는 첫 사도 순교자가 되며, 요한은

미래의 영광을 꿰뚫어 보는 묵시록의 환시자가 된다.

하느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구약의 율법의 공표자인 모세와 예언자의 대표자인 엘리야의 영혼을

불러 오시어 타보르산 위에서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의 희생죽음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게 함으로써

신약의 예수께서 구약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임을 보여주셨다. 아그레다의 가경자 마리아가 천상

계시를 받아 저술한 <하느님의 신비의 도성> (Mystical City of God; 교회인가)에 의하면,

하느님께서는 다른 천사들을 통해 성모 마리아를 이 산위에 데려오게 하시어 직접 그녀의 신적

아들의 영광된 변모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세 사도들은 영광스럽게 변모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보았으나, 성모 마리아는 그뿐 아니라 신성 그 자체를 직관적으로 보는 은총을 받았다.

이러한 모습을 처음 보고 두려워 한 제자들과는 달리, 성모 마리아는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거나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미 익숙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과는 달리 주님의 신성 속에 숨겨진

여러 가지 경이로움을 더욱 명백하게 볼 수 있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러한 특전은 그녀의

신앙은 이미 확고하였으므로 제자들과는 달리 그녀의 신앙을 돋구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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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에까지 구원의 역사에 동참자가 될 여왕이며 어머니에 대한 일종의 의무이기도 하였다.

(5) 빛의 신비 제 5 단: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루가 22,14-

20; 마태오 26,17-29)

수난과 죽음을 당하기 하루전인 성목요일 저녁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우리의 영원한 사제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식탁에서 첫 미사를 거행하신다. 우선 자신을 배반할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후, 이러한 사랑으로써 새 교회와 은총의 법을

설정하신다.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여 성변화하게 하심으로써, 마치 주님의

영혼이 주님의 몸과 피와 분리할 수 없게 일치되어 있는 것처럼 그 성체와 성혈 속에 살아 계신 참된

그리스도가 존재하시게 되었다. 또한 말씀의 위(the Person of the Word)와 함께 성부와 성령께서도

그 성체와 성혈 안에 계시게 되었다.

아그레다의 가경자 마리아가 천상 계시를 받아 저술한 <하느님의 신비의 도성> (Mystical City of

God; 교회인가)에 의하면, 이 다락방의 옆방에 예수님의 거의 모든 설교 행적을 따라온 성모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있었으며, 성모는 여느 때와 같이 그들의 신심을 돋구어 주었다. 사도들

중에는 성 요한이 그 신비들을 가장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주신 심오한 지혜에 의하여 그녀의 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의 의미를 사도들과 육적인 형태로 그들의

참 주님, 창조주이며 왕이신 분을 흠숭하는 천사들보다도 더욱 더 명백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이

첫 미사에는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 천사들이 성조 에녹과 구약의 예언자 엘리야의 영혼을 고성소에서

데리고 와서 참여하게 하였다.

우리의 하느님 예수께서는 그 지극히 거룩한 성사(the most Holy Sacrament)를 이 첫 미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경배할 수 있도록 올리셨다. 이 거양성체 동안 곧 받아 모실 자신의 축성된 몸과 피에

들어 계신 신성보다 열등한 인성으로서의 자신을 인식하시고, 겸손되이 이 신성 앞에서 몸을 떠셨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성체를 경건하게 모셔야 함을 가르쳐 주셨을 뿐아니라 (훗날) 많은

이들이 이 지극히 고양된 성사를 무례하게 모심에 대한 그의 슬픔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체 속의 자신을 직접 모셨는데, 이 때 영광의 은사가 마치 타보르 산에서의 영광된

변모 때처럼 잠시 동안 그의 몸에 흘러내렸다. 이것이 주님이 지상 생활 동안 그의 인성에 허용한

마지막 위안이었으며, 이 순간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그러한 일이 없었다. 동정 어머니는 그녀의 신적

아들이 복된 성사 속의 그 자신을 어떻게 받아 모셨는지를 특별한 환시에 의해 알게 되었으며, 그

성사가 그의 신적 성심 안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도 이해하였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여왕이며

여인에게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야기시키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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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신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면서 우리 주 그리스도는 영원한 성부께 찬미가를 읊어드렸으며 복된

성사 안의 자신을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로 봉헌하였다. 주님이 축성된 빵의 다른 부분을 집어

대천사 가브리엘에게 건네주자, 이를 대천사 가브리엘은 지극히 거룩한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다.

그들의 주님이며 참된 하느님의 축성된 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 천사들에게 새롭고 무한한 기쁨을

안겨주었다. 위안의 눈물로 가득 찬 위대한 여왕은 거룩한 성체를 기다리고 있었다. 성 가브리엘이

무수한 천사들과 함께 다가왔을 때, 아드님의 겸손, 존경심과 경외를 본받으며 그리스도 다음으로 그

성체를 처음 모셨다. 그리하여 마치 지고하신 분의 아주 합당한 성전이며 감실과 같이,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 어머니의 가슴 속에 지극히 거룩한 성체가 모셔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때부터 베드로

성인이 첫미사를 봉헌하고 새로 축성을 할 때까지, 그 거룩한 성체의 형언할 수 없는 효력이

마리아의 성심에 남아 있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 구세주께서 천국의 공주에게 특혜를 베푸신 후, 그 성사의 빵을 사도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모시도록 하셨다. (루가 22,17) 이 명령에 따라 많은 눈물과 함께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찬양하며 각자 성체를 받아 모셨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이들보다 우위의 특권을 누리며

사제직의 권능을 받게 되었다. 그 다음, 성 베드로가 주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 에녹과 엘리야의

두 성조에게 거룩한 성체 두 부분을 나누어주었다. 이 거룩한 성체가 그들이 그렇게도 오랫동안

손꼽아 기다려오던 하느님을 보게 되리라는 희망을 새롭게 하며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이와 함께 이

축복이 모든 인류에게 확장되었다. 에녹과 엘리야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며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곳으로 돌아갔으며, 이 신비로운 축복에 대하여 그들과 우리의 구세주께 감사를 드렸다.



100

가상 칠언 (The Seven Words on the Cross)

“그리스도의 수난” 영화에서는 골고타 즉 해골산(아담의 해골이 여기에 묻혀 있다고 함)에서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당할 때 마지막 남기신 일곱 말씀을 영상과 함께 잘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는

이 가상칠언의 깊은 의미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나이다.”

(루가 23:34)

사형집행인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형틀에 못박힐 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거라고 생각했다.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날과 사형집행인들과 어머니를 저주했으며 심지어는

자기들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침을 뱉었다고 세네카는 기록하였다.

그러나 지금 예수께서는 그들의 하느님이며 구세주를 모독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손발에 못까지

박으며 끔찍하게 처형시키고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탄원하고 계신다. 이로써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대사제, 하느님의 어린 양의 위대한 사랑이 명백히 드러난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어지며 너희 죄가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 1:18)

이 말씀에 의해 어둠의 왕자 사탄은 예수가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의 신성과 일치하여 지극히

거룩하고 완전한 그의 인성의 죽음을 허용하였다는 것과, 또한 아담의 모든 자녀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 무한히 값진 보물을 성부께 드렸다는 것을 깨닫고 마리아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전율하며 지옥의

밑바닥으로 도망가고 싶어한다.

2.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루가 23:43)

최후의 심판이 이 갈바리아 산에서 예시되고 있다. 주님의 양편에서 십자가에 못박힌 두 도둑들은

처음에는 불경스런 말을 하고 저주하였으나, 이들 중 오른편에 있던 디스마스라고 불리던 도둑은

마리아의 중재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첫 번째 말씀에 의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예수님,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하고 간청한다. 이제 인류가 양과 염소,

즉 구원받은 자와 멸망받은 자의 두 편으로 갈라진다.

마귀들은 이 때부터 의인들이 구원의 열매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될 것과, 원죄에 의해 닫긴 천국의

문이 그리스도의 공덕에 의해 새로운 힘으로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고 극심한 혼동과 고통을

겪으며 심지어 동정 마리아에게 지옥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청했지만, 성모님은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허용하지 않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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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이시다” (요한 19:27)

좋은 도둑을 구원해 주신 주님은 이제 성부님께로 가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지상에서 어머니와

함께 계실 수 없으므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신다. 가나에서 물로부터 변화된

포도주가 십자가위에서 예수의 피가 되었다.

이제 예수가 구세주가 되심으로써 마리아는 예수께서 구원한 모든 이의 어머니가 되며, 그리스도의

신비체 즉 교회의 어머니가 된다. 신비체의 머리를 나으신 분이 이제 그 지체까지 낳아 구원의

성교회를 이루게 하심으로써, 새 아담이신 예수와 함께 새 하와가 된다.

이 세 번째 말씀에 의해 그 용들은 마리아가 그 신인(神人)의 참된 어머니라는 것과 그들이

창조되었을 당시 하느님이 자기들의 머리를 밟아 부술 여인으로 하늘에서 예언하며 보여주신 바로 그

여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창세 3:15) 그리고 사도직의 권한을 받은 성 요한이 마리아의 수호천사로

그리스도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이 복음사가의 위력뿐 아니라 주님의 모든 사도들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과 다른 의인들에게까지 지옥에 대한 강력한 힘이 주어진 것을 알고 그들의 힘이 마비됨을

느꼈다.

4.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태 27:46, 시편 22:1)

낮 열 두 시부터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이제 고통은 육체에서 정신과

영혼으로 옮아가면서 예수께서는 세 시쯤 되어 자신의 히브리어로 큰 소리로 외쳤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온 인류를 위해 바친 그의 엄청난 구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행복을 얻지 못하고 멸망의

운명에 처하게 될 인간들을 신비스럽게 미리 보신 예수께서는 성부님께 애정스럽게 슬퍼하며

탄식하신다.

이 말씀에서 악령들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예수께서 이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신비스럽게 그의 신성이 거룩한 그의 인성에 작용을 하지 않도록 한 후,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그의 인성이 지극한 고통을 당하게 허용하였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성부께서 용인하면 예수께서 더욱 많은 고난도 받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루치펠과 그의 부하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이렇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인류에 대해 더욱 시기심을 품었다. 인간들 자신이 그

사랑을 받기를 거부하지 않는 한, 전능하신 하느님의 이 무한하고 끝없는 사랑에 대항할 수 없음을

알고 그들은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5. “목마르다” (요한 19:28, 시편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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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가 두들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고 하신 예수께서,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아담의 자녀들이 이제 그가

그들을 위해 획득하여 유산으로 남기는 자유를 만끽하고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열렬히

갈망하신다.

그러나 병사들은 성스러운 유다예식을 조롱하듯 신 포도주를 해면에 담뿍 적셔서 히솝 풀대에

꿰어가지고 조롱삼아 예수의 입에 대어드린다. (시편 69:21) 유다인들이 복수의 천사를 피하기 위해

히솝의 채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렸을 때의 상징을 통한 정화가 이제는 히솝이 그리스도의 피에

닿았을 때 완전하게 실현되었다.

죄를 완벽하게 속죄하기 위하여 구세주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의 갈증까지도 미리 느끼셔야 했다.

어떤 사람은 금전욕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 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영혼을 위한

열정뿐이다. “목이 마르다”는 말은 따라서 “영혼을 달라”는 뜻이었다. 복되신 마리아만이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모든 가난한 이와 고통받는 이, 겸손한 이 등을 영적으로 초대하여 주님의 갈증을

완전히는 해소해 드리지 못할지라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기 위하여 기도하였다.

악마와 그의 추종자들은 이 다섯 번째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인간들을 위해 받는 수난과 그들에 대한 나의 사랑이 커다는 것을 깨달았겠지만,

인간에 대한 나의 사랑은 아직도 만족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더욱 갈구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너희들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더욱 많은 고통을 받을 용의가 되어 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승리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악마와 그의 추종자들은 분노로 가득 찼다.

6. “이제 다 이루었다” (요한 19:30)

천국으로부터 띠고 온 예수의 사명이 완성되었으며 인류를 위해 수난 당하고 목숨을 바치도록

파견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다. 이제 성서 말씀과 구약의 예언들이 모두

이루어졌으며,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사들과 죄의 치료가 마련되었으며, 아담의 자녀들이

지은 죄의 빚에 대한 성부님의 의노를 누그러뜨리게 되었다. 이제 그리스도의 성교회는 인간의 죄에

대한 치유제로 풍성하게 되었으며 어떤 힘도 이 성교회를 전복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

하느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는 인간이 타락하는데 협조했던 세 가지 요소가 그대로 구원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순종하지 않은 인간 아담 대신에 순종하는 새 아담 그리스도가 계시며, 교만한 여인

하와 대신에 겸손한 새 하와 동정 마리아가 계시며, 에덴 동산의 나무 대신에 십자가 나무가 있다.

하느님은 역사를 통해 이와 똑같은 말씀을 세 번 사용하셨다. 첫 번째는 창세기에서 천지창조가

완성되었을 때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상에서 구원사업을 완성하셨을 때이고, 세 번째는 묵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될 때를 나타내면서 사용되고 있다.

이제 십자가상의 구세주께서는 휴식을 취하실 수 있게 되었으며, 진리의 성령께서는 성화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하늘 아래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다. 새 다윗이

악의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 일어서셨으며 다섯 개의 돌맹이가 아니라 다섯 상처(五傷)로 이기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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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리의 다섯 돌맹이 즉 묵주로 악과 계속 싸워야 한다.

이 여섯 번째 말씀에 루치펠과 그의 무리들은 이제 육화와 구원의 신비가 신적 지혜에 따라

완성되었으며,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순종하여 하느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었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으로 하늘에서의 자기들의 교만과 불복종을 보속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악마들은 그들이 업신여긴 바로 그 주님에 의해 패배를 당했다.

7.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루가 23:46, 시편 31:5)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필멸의 인성을 취하신 육화된 말씀께서는 이제 구원사업을 완성하시어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에 다시 동참하게 되었으므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순간 성부님으로부터 받은 천사들과 인간들에 대한

심판의 권한을 행사하시어 루치펠과 그의 모든 추종자들을 지옥의 가장 깊은 영원한 불로

쫓아버리셨다. 마리아도 아들 예수의 뜻과 일치하여 이들을 쫓으셨으며, 악령들은 천국에서 처음

추방당할 때 보다 더욱 격렬하고 비참하게 갈바리아로부터 지옥의 심연으로 빠졌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 카인의 족속에 의해 살해된 이 날 모든 예언은 성취되었고 구원 사업이

마무리되었으며,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름으로써 구원의 열매를 취할 수 있는 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참조 1: 위에서 살펴본 빛의 신비는 주님의 구속 사업과 관련된 4 가지 신비를 매일 묵상하며 바칠 수

있는 묵주기도(Rosary 즉 로사리오기도)의 일부이며 각 신비는 다음과 같다.

(1) 환희의 신비: 주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께서 12 살이 되었을 때 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린

예수를 찾기까지

(2) 빛의 신비: 예수께서 30 살 때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33 살 때

성목요일에 예루살렘 이층 다락방에서 12 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성체성사를 설정할

때까지의 공생활 3 년

(3) 고통의 신비: 성목요일 최후의 만찬후 게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고뇌할 때부터 다음날

성금요일 오후 3 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4) 영광의 신비: 십자가 죽음 후 사흘째 되는 날인 일요일 오전 3 시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부활 후

40 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승천, 오순절(즉 50 일째 되는 날)의 성령강림과 성모 마리아가 계속 이

땅에 남아 초기교회의 설립을 도우며 때가 되었을 때 천상의 아들 예수님에 의해 몽소승천(즉 몸과

영혼이 함께 천국으로 올라감)하여 하늘과 땅의 모후로서 월계관을 받을 때까지

참조 2: 영화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갈바리아(Calvary)에서 십자가를 받았을 때 이를 포옹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때 예수께서는 마치 신랑이 신부를 보듯이 십자가를 쳐다보시며 “오 십자가여, 이제 곧

나의 갈망을 풀어줄 내 영혼의 사랑이여! 내가 너의 제단위에서 인류를 위한 영원한 화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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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양으로서 성부께 바쳐질 수 있도록 나를 그대의 품안에 안아 다오." 등의 기도를 성부께

바치셨다고 “하느님의 신비의 도성 (Mystical City of God: 17 세기에 스페인 아그레다의 가경자

마리아 수녀에게 주신 하느님의 계시)” 책자(여러 교황과 신학자들로부터 격찬을 받았으며, 교회

인가)에 나타나 있다.

참조 3: 현대는 천상 계시의 시대임에 틀림없다. 천상 계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이 시대가 아주 중요한 때임을 나타낸다. 16 세기(1531 년)에 멕시코 과다루페(Guadalupe)의

아주 순박한 농부 관 디에고(Juan Diego)에게 성모 마리아가 발현하신 후 아즈텍의 나쁜 문명(예: 산

사람을 살해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 바치던)에 물들어 있던 이 나라를 가톨릭국가로 변모시켰다.

그 이후 19 세기 중엽 프랑스의 루르드에서 베나데뜨(Bernadette) 소녀에게 발현, 20 세기초(1917)

포르투갈의 파티마에서 어린 세 목동(루시아, 프란시스코, 자신타: Lucy, Francisco, Jacinta)에게 발현

(현재, 루시아는 포르투갈에서 수녀로 생존중)을 위시하여 이외에도 프랑스의 파리와 라사렛에서

그리고 벨기에의 바뇌에서, 일본의 아키타에서 등등 전 세계를 거쳐 수많은 발현이 있어 왔다. 이들

발현에서 주된 천상 메시지는 기도, 회개와 보속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죄를 죄인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죄를 깨우쳐주는 말씀과 예언도 주어지고 있으며, 이는 모두

공적계시(Public Revelation)에 의해 주어진 성서 말씀을 다시 깨우쳐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현대 계시를 통한 천상 메시지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길로 다시 돌아서고

영적 삶을 살고 있다.

참조 4: 성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빈번한 미사 참여, 성서의 매일 봉독과 기도 및 애긍시사를 권하며,

현대의 여러 천상 메시지는 다음 웹 사이트에서 접해 볼 수 있다

www.johnleary.com (Mr. John Leary 가 구 유고슬라비아의 메쥬고리의 발현지에 순례한 직후 주

예수님으로부터 매일 메시지를 받음)

www.holylove.org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에 대한 말씀)

www.sign.org (시대의 징조 즉 Signs of the Times 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천상 말씀들)

www.smwa.org (성 미카엘 세계 사도직을 통한 천상 메시지)

www.marian.org (성 파우스티나 수녀를 통한 하느님의 자비심에 대한 천상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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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의 샘

2004-05-25

사랑하올 천상 어머니 동정 마리아여, 이 아름다운 성모성월을 맞이하여 저의 뜻을 모조리 어머니의

손에 맡기자 하오니, 저의 뜻을 하느님의 뜻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느님의 뜻이 저의 마음과

영혼과 모든 존재에서 이루어지소서. 아멘.

참되고 무한한 행복을 원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성모님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나자렛의 작은 집은 이 엄마와 사랑스럽고 어지신 예수님과 성 요셉에게 하나의 낙원이었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내 소중한 아들 예수님은 영원하신 '말씀'이시므로 본성상 하느님 뜻의 나라를

내부에 소유하고 계셨다. 그 작은 인성 안에 빛과 거룩함과 기쁨과 끝없는 지복의 무한한 바다들이

있었다.

내가 하느님 뜻의 나라를 소유한 것은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나는 사랑하올 예수님처럼

무한성을 내포할 수는 없었다. 그분은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지만 나는 항상 그분의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하느님의 뜻이 내안에 충만하여 이 뜻이 빛과 성덕과 사랑과 아름다움과 행복의

바다들을 내 안에 형성하셨다. 그러니 빛과 사랑과 하느님 뜻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왔고, 그것도 얼마나 세차게 뿜어져 나왔는지, 성 요셉은 우리의 그 압도적인

빛의 반사광에 휩싸여 그것으로 살아갔다.

사랑하는 얘야, 이 나자렛 집에는 하느님 뜻의 나라가 완전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의 모든

행위, 곧 불을 피운다든가 식사 준비를 하는 따위 모든 일이 지고하신 뜻에 의해 온통 생기에 차

있었고, 순수한 사랑의 거룩함이라는 건실한 토대를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행위로부터 기쁨과 행복과 무한한 지복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니, 흡사

억수로 쏟아지는 새로운 기쁨과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의 소나기를 맞고 있는 느낌이었다.

얘야, 네가 알아야 할 것은 하느님의 뜻은 본성상 기쁨의 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사람

안에 하느님의 뜻이 군림해 계실 때면, 이 뜻이 그 사람의 모든 행위에 새롭고 계속적인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을 낙으로 삼으신다는 것이다. 오,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두가 평화로웠고, 더

할 수 없도록 하나로 일치해 있었다. 이 점에서 내 소중한 아들마저 지지 않을세라 사랑하는 성

요셉과 내게서 이런저런 작은 일들을 하라는 명령을 받기를 원하셨다. 당신 양부를 도와 목수일을

하거나 식사하시는 그분을 보는 것은 얼마나 기묘한 일이었는지! 그분께서는 그러한 행위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선익을 위한 은총의 바다들을 얼마나 풍부하게 쏟아 주셨는지!>

작은 희생: 오늘 나를 공경하려면, 나자렛 집을 세 번 찾아와서 이 성가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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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와 '성모송'과 '영광송'을 세 번 바치고 우리와 함께 살도록 너를 이 가정에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청하여라.

환호: 예수님과 마리아님과 성 요셉, 저도 하느님의 뜻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해 주소서!

'하느님 뜻의 나라 - 동정 마리아'에서 발췌, 가톨릭 출판사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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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절 성령강림: 40+10=50

2004-05-30

+ 오소서 성령이여,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의 힘있는 전구를 들으시어

오소서! 아멘.

성령강림 대축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 부활 후 40 일간의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 승천 후

성모님과 사도들의 첫 9 일기도 및 성령강림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은 성금요일 오후 3 시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자 곧 저승(Limbo)에 내려가셨다. 이 감옥

속에 정복자로서, 영광과 행복의 선포자로 내려가셨는데, 거기에는 성조들과 예언자들, 원조 아담, 성

요셉, 성모님의 부모님 (성 요아킴과 성 안나) 외에도 장차 오실 구속주의 공로를 미리 입고 구원된

사람들이 있었다.

셋째날 (즉 부활절) 새벽녘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이들의 동반을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저승에서

나와서 무덤으로 가셨다. 이 때 예수께서는 그 수많은 이들에게, 그들에 대한 사랑과 만인에 대한

사랑으로 피를 흘리며 상처입고 흉하도록 망가졌던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인성을 그대로 보여 주셨다.

그들은 모두 깊이 감동하였고, 인류 구속의 놀라운 기적과 사랑에 대하여 경탄해 마지않았다.

이 때 장엄한 부활이 있었으니, 예수께서 당신의 죽은 인성에게 다시 영혼을 받아들여 당당하고

영광스럽게 불사의 생명으로 부활하라고 명하신 것이다. "죽음아, 너는 이제부터 죽음이 아니라 오직

생명이 될지어다!"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죽음을 쳐 이기신 것이다.

이 부활후의 몇 가지 사건들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당신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굳건히 해 주시며 사십 일 동안 지상에

머물려 계셨다.

엠마우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의심 많은 사도 토마스에게 당신의 상처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믿게 하시고, 사도 베드로에게 당신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시키시고 천상 열쇠를

주시고, 어느 이른 아침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고기를 한마리도 못잡던

그들에게 많은 고기(153=1+2+...+17)를 잡게 해 주시며 또한 그들에게 아침(생선과 빵)을 마련해

주시는 등… 부활후 40 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면 사순시기 동안의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부활 후 40 일이 끝나 갈 때,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당신 어머니를 그들의

지도자와 스승으로 남기신다고 하셨고,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 후 모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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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복하시고, 저승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출발하시어 하늘로 오르셨다.

그 후, 성모께서는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사도들과 함께 계속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머물러

있었다. 이 때 성모님을 중심으로 사도들이 함께 교회의 최초의 9 일 기도를 바쳤다.

이 9 일 기도(Novena)가 끝난 후, 즉 부활 후 50 일(오순절)이 되는 날 성령께서 강림하시어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성금요일에 십자가상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성혈이 쏟아져 나올 때 교회가

사실상 태동하였지만) 겁에 질려 스승을 버리고 도망가던 사도들이 이제는 위로부터의 힘을 받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사도들은 모두 세상 방방곡곡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가고, 줄곧

갈바리아의 십자가에 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 사도들은 순교를 통하여

주님의 증거자가 되었다.

성령의 힘은 참으로 놀랍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하는 성령, 하느님의 영.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 우리의 위로자.

성령은 창조자이시니, 우리 모두 이분의 힘에 의해 지음을 받았을 뿐아니라, 성서에도 적혀 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의 힘에 의해 동정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셨다.

성령은 하느님이시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신성에 참여하게 되며, 그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죽을

몸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살리신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모시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심지어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리하다”고 하심으로써, 성령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 것인지를 알려주셨다. 그리고, 모든 죄는 용서 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은 용서 받을 수 없다고 하셨고. 사실상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또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이 없으며, 하느님을 아버지라고도 감히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성모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은 바로 다락방 시기이다. 악령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류 – 쾌락과

교만, 죄와 음행, 이기심과 비참의 길로 휘몰리고 있는 인류는 이제 티없으신 성모 성심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하여, “두 번째 성령 강림”을 통해 이 세상과 땅의 모습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 가톨릭출판사 간행 “하느님의 뜻의 나라 동정 마리아” 및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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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문맥을 통한 하느님의 뜻

2004-06-01

성서를 봉독하시는 루실라 자매님께 성령의 은총을 기원드립니다.

이냐시오 형제님 (까치) 께서 답변을 잘 하셨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첨부합니다.

창세기 6 장의 이 구절은 인류 원조(아담과 하와, 그리고 카인 등)들이 하느님께 죄를 지은 후 인류가

하느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뜻”(6 장 2 절의 “마음에 드는 대로”란 구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군요.

6 장 5 절을 보시면,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마다 못된 생각만 하는 것을

보시고”에서 특히 “못된 생각만”을 잘 생각해 보시면 위의 자기 마음 대로란 구절과 연관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6 장에 이어 7 장에서는 하느님께서 의인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홍수로 벌하셨다고 나와 있죠.

하와도 사탄(뱀)의 꾐에 빠져,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여 하느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죠.

특히 “하느님의 뜻의 나라 동정 마리아” (가톨릭 출판사) 책자를 구해 보시면, 자신의 인간적인 뜻을

완전히 버리시고 하느님의 뜻만으로 온전히 살아가신 성모님께서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소서. 아멘.

루실라 자매님, 성서를 통해 많은 은총의 보물을 발견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PS. 아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에 대해서:

하느님의 아들들(sons of God)이라고 하여, 여기서 예수님과 연관하시면 안될 것 같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피조물인 인간들 모두가 하느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이겠죠. 그러나,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하느님의 완전한 본성을 지니고 계신 예수님만이 참으로 본성적으로 하느님의 아들(Son of God)이죠.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하느님의 자녀들(즉 하느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었는데, 이는 본성적으로가

아니라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조금이라도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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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바다" 님의 글

> "하느님의 아들들?"

> ----------------------------------------------------------

> 요즘 간만에 창세기를 새로 읽고 있어요...

> 그런데 예전엔 그냥 넘겼던 것들이 새로이 읽으면서 와닿는것도 궁금한 것도 많으네요..

> 창세기 6 장 1 절부터 보면 하느님의 아들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 '하느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대로 아리따운 여자를 골라 아내로

삼았다'창세기 6 장 2 절에 나와있는데요..

> 보통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예수님인데....

> 암튼 이 귀절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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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아기들의 영혼을 위하여

2004-06-06

+ 저희에게 고귀한 생명을 주신 하느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성령님께서는 영원히

영예와 영광, 감사와 찬미 받으소서. 아멘.

수년전 어느 통계에 의하면, 국내에서 1 년에 140 만명 이상의 어린 아기들이 낙태되고 있다고 한다.

성도덕이 날이 갈수록 더욱 문란해지고 있으니, 더 많은 아기들이 낙태되고 있으리라고 추측 된다. 즉

이는, 국내에서만 해도 일개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해마다 모두 참사당하고 있는 것과

같다.

즉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매일 4000 명 가량의 무고한 아이들이 그 부모에 의해 살해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일반인들(즉 이미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런 큰 일이 일어나면 신문에서는 대서특필할

것이나 태중의 방어력 없고 힘없는 아기들의 대량 학살이라서 그런지 일반 사람들의 주의를 채 끌지

못하고 있다.

이 곳 미국(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은)에서도 낙태아들의 수효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낙태율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아마도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낙태율이 세계

최고는 아닐지 심히 걱정된다.

낙태(Abortion)란 무엇인가? 부모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들의 아기를 무참하게 죽이는

살인행위가 아닌가? 캘커타의 성 마더 데레사도 이 시대의 가장 잔인한 폭력은 바로 낙태라고

하였다.

인간이 생명을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창조주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인간의

(잔혹한) 뜻으로 인하여 하느님의 뜻을 어기고 그 생명을 앗아 가는 일임에 틀림없다. 낙태로 인하여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없어) 그냥 말없이 죽어가는 그 많은 아기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국내뿐 아니라 아마도 전 세계에서 낙태는 아주 큰 죄악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나 1971 년 1 월 21 일 미국 뉴욕주(주수도 알바니)에서 낙태가 처음으로 합법화되었다. 어느

천상 메시지에 의하면 이날 루치펠(Lucifer 즉 적그리스도 Antichrist)이 유아살해의 죄악을 조장하기

위하여 알바니에 육체를 띤 사람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한다.

1987 년의 예수님 메시지에 의하면, “의사들이 이제 낙태를 통해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데 몸을

바침으로써 자기들의 직업을 남용하고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낙태에 관련된 다른 천상 메시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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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성모님 1976 년: “태아들의 살인 행위는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성부께서는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오랫동안 참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늘(heaven)은 죄를 묵과할 수 없다. (낙태에 가담한 자들은)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여야만 한다.”

예수님 1979 년: “어린이들의 살인 행위인 낙태에 가담하거나 묵인하는 자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다.”

성모님 1987 년: “낙태된 아기들은 행복한 곳이지만 하느님을 볼 수 없는 림보(Limbo)에 들어가게

된다.”

성모님 1991 년: “(인간이) 잉태될 때 성령께서 아기를 만들고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써 그 아기에게 생명을 준다.”

성모님 1978 년: 슬프게도, 태아들의 살해에 대한 이 세상의 보속으로 인류는 과거에 경험하거나

미래에 있을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징벌(또는 정화, chastisement)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1986 년: “참된 신앙을 이 세상에서 회복하고 그의 아들 교회를 구원하도록 성부께서(이 땅에)

보내주신 어린 아이들이 (그 어미들의) 태중에서 살해되어 버렸다.”

이곳 미국에서는 매년 1 월 21 일 (미국에서 낙태가 처음 합법화된 날) 수도 와싱턴에 있는 국회

의사당 앞의 광장에 미국 전역으로부터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모여 아침 미사를 함께 봉헌한 후 생명

수호를 위한 행진을 한다. 여러 주로부터 주교님들, 신부님들, 수사님들, 수녀님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로 또는 단체 고속버스를 타고 와서 이 생명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운동은

낙태가 다시 불법화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너무나 많은 생명이 낙태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대규모 생명운동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입법자들을 포함한 정치지도자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할

것 같다.

아래에, 낙태된 아기를 위한 기도를 수록하였으니 참조바랍니다. 오 하느님, 오늘 낙태의 위험 중에

있는 태아들과 그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 부모들에게 당신 지혜의 빛을 비추시어 그들이

생명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태아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소서. 아멘.

2004 년 6 월 (예수성심성월) 첫토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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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위험 중에 있는 아기를 영적 입양하기 위한 기도

(미국의 거룩한 고 Fulton Sheen 주교님께서 권장)

예수, 마리아, 요셉이여, 사랑하나이다.

저가 낙태의 위험 중에 있는 아기 ( )를 영적으로 입양하고자 하오니,

( )의 생명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보통, 9 개월간 그 아기에게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름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PS1. 위에서 인용한 천상메시지는 성미카엘 세계사도직의 웹사이트 www.smwa.org 에서 발췌

번역하였음.

PS2. 낙태된 아기를 위한 세례기도와 낙태의 위험 중에 있는 아기를 위한 입양기도는 원할 때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기도를 위해 입양기도를 매일 오후 3 시 하느님 자비의

기도를 바칠 때 함께 하는 것도 한 방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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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강단에서 심오한 말씀...

2004-06-21

이 베드로 형제님, 뒤늦은 감이 있지만 형제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간략히

첨부합니다.

구약의 200 여군데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다고 어느 신학자가 말했다고

하더군요. 아마 시편 22 절의 이 구절도 시편 작가가 성령의 감도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실 말씀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하였다고 할 수 있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부활 후 엠마우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에서 당신께 대한 예언 말씀은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이 상기되기도 하군요.)

성경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군요. 그리고 예수님의

양위성(신성과 인성)을 인식하고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더욱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십자가 가상칠언 중 어떤 부분은 하느님의 독생 성자로서 아버지께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또 다른 부분은 하느님의 완전한 본질을 지니시고 하느님과 일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느님으로서 말씀하시기도 하죠 (예: 너가 정녕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게 될

것이다).

가상칠언 중 네번째 말씀인 이 말씀은 하느님을 원망하는 말씀은 아니겠죠.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즉, 도망간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고발한 원로와 율법학자들 또는 다른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하느님이 예수를 버리신 것 같이 보이겠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자원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즉 일반인들의 눈에 마치

하느님께 버림 받은 것 처럼) 십자가 상에서 비참하게 처형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참으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심오한

말씀인 것 같군요. (자신의 인성으로 자신의 신성에게 그리고 성부님께 사랑스럽게 하소연하는 것

같은...)

"삶의 성찰" 코너에 221 번에 "그리스도의 수난 영화와 파스카 신비" 글 중에 가상 칠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네번째 말씀과 관련된 글을 아래에 기술하였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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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태 27:46, 시편 22:1)

낮 열 두 시부터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이제 고통은 육체에서 정신과

영혼으로 옮아가면서 예수께서는 세 시쯤 되어 자신의 히브리어로 큰 소리로 외쳤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온 인류를 위해 바친 그의 엄청난 구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행복을 얻지 못하고 멸망의

운명에 처하게 될 인간들을 신비스럽게 미리 보신 예수께서는 성부님께 애정스럽게 슬퍼하며

탄식하신다.

이 말씀에서 악령들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예수께서 이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신비스럽게 그의 신성이 거룩한 그의 인성에 작용을 하지 않도록 한 후,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그의 인성이 지극한 고통을 당하게 허용하였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성부께서 용인하면 예수께서 더욱 많은 고난도 받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루치펠과 그의 부하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이렇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인류에 대해 더욱 시기심을 품었다. 인간들 자신이 그

사랑을 받기를 거부하지 않는 한, 전능하신 하느님의 이 무한하고 끝없는 사랑에 대항할 수 없음을

알고 그들은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 ----------------------------------------------------------

> "peter" 님의 글

>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한마디"

> ----------------------------------------------------------

>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실때 "엘리 엘리 레마 사막타니"

>

> ("나의하느님 나의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누구를

>

> 원망하는 소리인지, 십자가에 고통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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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령과 성령을 구분하는 방법 – 아주 조심

2004-07-01

테러, 미움, 도덕성의 타락, 거짓 예언자, 적그리스도의 출현, 죄악 등이 가득찬 우리 시대를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악령(Devils, 마귀, 즉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 위의 인간들을 유혹하여 영원한 불의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발광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태오

28:19)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마에 성령의 인호(십자가)가 영원히 박혀 있으므로, 만일 이 인호를 지닌

채 지옥에 떨어지면 그러한 은총을 받지 않았던 이들보다 더욱 비참해진다는 말씀도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공생활 시작할 때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도 삼위일체 하느님이 잘 나타나

있죠. 마태오 3 장 13-17 참조)

그러면, 악령과 성령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으며, 또한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잘 꿰뚫어 보았던 (마치 독수리의 눈으로) 사도 성 요한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아마도 성서 전체에서 이에 대해 가장 명백히 나와 있는 곳은 요한 1 서 4 장 (1-3 절)

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참된 하느님이자, 육화 하신 참된 인간(즉 신성과 인성의 양위성)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아주 ‘성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은 불행히도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잘 파악하여야 할 것 같군요.

예수님이 단지 천사장 미카엘이라고 믿고 있죠.

여기서 참조로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성서 지식이 약한 탓에

‘여호와의 증인’ 들이 주장하는 오류에 쉽게 빠져 들어가므로 그들의 집요한 표적이 되고 있죠. 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우리 천주교신자 한분(주요셉 형제님, 레지오 단원)이 지도신부의 특별 허가를 얻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격언에 따라 직접 ‘여호와의 증인 왕국 회관’에 들어가 진지하게 그 교리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증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오류와 모순점을 파헤쳐 대화의 형식으로

책자를 냈으니,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신자와 여호와의 증인과의 대화”, 가톨릭 출판사)

형제님의 질문으로 돌아가면, ‘여호와의 증인’ 에서 성삼위를 부정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 우선 더

중요한 것은 성삼위 하느님 중 제 2 위 하느님(The Second Divine Person)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는 것이죠. 사실, 성서의 구약과 신약을 잘 살펴보시면 성서의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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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창세기(22 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명에 따라 사랑하는 외아들 이사악을 장작위에 번제물로

바치려고 한 것은 성부께서 독생성자를 십자가위에 모든 인류를 위한 제물로 내어주신 것의 예표이며,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청동뱀을 들고 있을 때 뱀(사탄 혹은 마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뱀을

보았을 때 나았다는 것은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력을 예시하고 있죠. 또한, 미사 성제에서

신부님이 축성된 성체를 들고 거양성체를 할 때 우리가 무릎 꿇고 (요즘 국내 교회에서 장궤틀을

없애버려 서서 미사 드리는 것은 아주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여러 나라에 가도 그렇게

장궤틀을 일부러 치워버린 곳이 없더군요. 어느 천상발현에서도 장궤틀을 복구하라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쳐다보는 것도 이와 연관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를 떠나오기

전날 밤, 과월절 음식을 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집은 진멸의 천사가 그냥 지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제사인 미사성제와 성혈의 위력을 나타내는 등….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군요.

또한, 이사야서에서의 야훼의 종에 대한 예언 말씀들은 바로 예수님의 수난을 나타내고 있죠.

성서학자에 의하면 구약에 예수님께 대한 예언이 200 여군데나 있다고 하더군요. 즉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성 바오로의 필립비서 2 장 6 절)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서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탄도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성서 말씀을 인용하였죠. 마찬가지로, 악령이 숨어있는 사이비 종파나 교주(예: 수년전 미국에서 내가

재림예수라고 외치던 자도 한손에 성서를 들고 있었음)들도 성서를 인용하고 악용한다는 점을

주시하여야겠죠.

그리고, 형제님이 여러가지 백과사전을 인용하셨는데, 사악한 우리 시대에는 심지어 성서까지 바뀌고,

“사탄의 연기가 거룩한 집(가톨릭교회)의 틈새로 들어왔다”고 (1960 년대의) 바오로 6 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어느 곳에나 악의 세력이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성서가 바뀌었다는 것은 어느 천상발현을 통해 성모님이 알려주신 것인데, 예를 들면 King James

Version 과 같은 영어 성경에서 창세기 3 장 15 절(“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 사탄의 멸망을 예언한 원초적 복음 말씀)을 보면, 특히 이 구절을 오히려 여자(성모

마리아 또는 성교회)가 패망하던지 여자를 He, It 또는 They 라고 하면서 그 뜻을 애매모호하게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백과사전도 함부로 믿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서를 영적으로 묵상하며 읽어야 하며, 특히 어느 성서 구절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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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교황이신 (수제자) 성베드로의 말씀에 따라, 모호한 곳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성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한 하느님의 신비(즉히 삼위일체의

초자연적 신비)를 도무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겸손 중의 겸손이신 성모 마리아님의

표양을 따라, 우리 자신을 아주 낮추어 겸손함 마음으로 성서를 읽고 기도하여야 할 것

같군요.

마지막으로 삼위일체(The Most Holy Trinity)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면, 성교회에서는 성부도 하느님,

성자도 하느님, 성령도 하느님 – 그러나 세분의 하느님이 아니라 한분의 하느님(One God in Three

Divine Persons)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때가 차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인성을 취하여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께서는 형제님도 몇 군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서 여러 곳에서 본인이 성부님보다 못한

분인 것처럼 자신을 낮추어 말씀하셨죠. 이는 겸손하신 예수께서 자신의 인성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여야 할 것 같군요. 십자가 7 언중에서도 어떤 때는 인성으로 (예: 하느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또 다른 때에는 신성으로 (예: 오늘 정녕 너가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 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자기들의 주장 (예: 예수는 성부 아래에 계신 분으로서 하느님이 아니다)을

펼 때 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이용(악용)하죠.

그러나, 성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성삼위는 모두 한 분의 하느님이시므로 각 위(즉 성부, 성자, 성령

각각)께서 전지전능 하시고 영원하시고 만유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 안에는 완전한

신성이 계시며, 또한 삼위일체 하느님은 분리할 수 없으시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봤으면 성부님도 본

것이라고 필립보 사도에게 말씀하셨죠. (요한 14:10)

여기서 끝을 맺으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면 “예수성탄”도 의미가 없으며 동정 성모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성 엘리사벳이 성령을 가득히 받고 방문한 마리아께 외친: 루가 1:43)라는 것도

거짓말이 되어버리겠죠. 박 프란치스코 형제님께, 천상어머니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하여

성부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총과 성령님의 위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PS. 참조로 4 세기초 에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제 2 위이신 예수는 성부께 창조된 유한한 자”라고

주장한 아리우스 이단이 생겼는데, 이 곳의 주교 비서로 일하고 있던 성 아타나시오가 앞장서 326 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 이단을 단멸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뛰어난 군사인 이 성인은 그후 이

지방의 주교가 되었으며, 아주 훌륭한 교회학자로 존경을 받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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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프란치스코" 님의 글

> "여호와의 증인의 성 삼위 부정 이유"

> ----------------------------------------------------------

> 삼위일체교리가 성서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입니다.

>

> 물론 성서에서는 현재 이러한 문제로 우리가 혼동을 겪을정도로 양측의 발언이("아버지는

나보다크다".or"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등으로 혼동할수도 있을 정도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혼동의 하느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며,성서는 우리에게 주신 지침서이므로 분명

그중에서 하나만을 의미할것입니다.

>

> ***************하나의 예를 들면******************************

>

> 흔히 이러한 경우에는 전후 문맥을 통해보면 이해할수있습니다.

> 예를들어 하나만 언급하면요,요한복음 10:30 에 나오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문구는

요한복음 17:21,22 에서,그분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것 같이"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안에 있게 하사...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하느님께

기도하였습니다.예수께서는 제자들 모두가 하나의 개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예수께서는 자신과 하느님처럼,제자들도 생각과 목적에 있어서 연합되기를 기도하고

계셨음이 분명합니다.-또한 고린도첫째 1:10 참조.

>

> 그외에도 삼위일체처럼 느껴지는 성구는 여러군데 더 있어요. 고린도 첫 3:6,8 과 요한복음 8:58 과

요한복음 5:18 과 요한복음 1:1 골로새 1:15,16 등이 있지요..... 설명하자면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필요하시면 멜주세요) 이것역시 문맥을 혹은 히브리어등을 살펴보면 삼위일체가

아니라는것을 알수있습니다.

>

> 하지만 여호와하느님과 예수께서 다른분이라는 성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마태 26:39. 요한

8:17,18.마가 13:32. 마태 20:20-23. 마태 12:31,32.요한 14:28.고린도첫 15:27,28 등.......많죠.

>

> ******************백과 사전을 토대로 그기원은 ...*******************************

>

> 또한 삼위일체의 기원을 보면 1 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알수있죠.

>

> [아메리카나 백과사전]은 "유대교에서 나온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는 엄격히 (하느님은 한 분의

인격체라고 믿는)유일신파였다. 예루살렘에서 니케아에 이른 길은 거의 곧은길이 아니었다. 4 세기의

삼위일체론은 하느님의 본성에 관한 초기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다.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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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그 가르침에서 이탈한것이다"-1956 년판,제 27 권,294 면 좌단.

>

> [아메리카 백과사전]에서는 삼위일체가 초기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서 이탈했다고 합니다.또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 그 외에도 같은 내용이 [신브리태니카 백과사전]-1976 년판 제 10 권 126 면.

> [신 카톨릭 백과사전]1967 년판 제 14 권 299 면.

> [신 백과사전]-파리,1865-1870 년 제 2 권 1467 면.

> [성서 사전]- 존 L.매켄지저.-뉴욕,1965 년판,899 면.

> 등 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것이 -삼위일체론은 4 세기에 주장되 왔으며, 그이전의

그리스도교의 가르침과 하느님의 본성의 가르침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이론이며,오히려 철학에서

유입한 사상이고,많은 논쟁으로 이어져 왔다"-라고 알려줍니다.

>

> ******************* 고대 역사를 통해 삼위일체는 ...*********************************

>

> 바벨론으로 소급하는 고대 세계전반에 걸쳐서,셋-곧 삼신으로 무리지어진 이교 신들을 숭배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그런 영향력은 그리스도와 이전,이후 여러세기 동안 ,이집트,그리스,및

로마에서도 만연하였습니다. 4 세기에는 이집트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아타나시오스와 같은 교직자들은

삼위일체로 인도한 사상을 공식화할때 영향력을 반영하였습니다.(위에 백과사전.....참조)

> [종교지식 사전]은 삼위일체가 "이교에서 빌려온 타락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인 믿음에 접목"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합니다.그리고 [현대 그리스도교내의 이교사상]은 "삼위일체가

전적으로 이교에서 기원한것"이라고 단언합니다.

>

> 그런이유로 제임스 헤이스팅스는 [종교 및 윤리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기술하였는데요..

> "예를 들면,우리는 인도의 종교에서 브라마,시바,비슈누의 삼위일체군을 접하게 되며,이집트의

종교에서는 오시리스,이시스,호루스의 삼위일체군을 접하게 된다.....하느님을 삼위일체로 생각한 것은

역사상의 종교들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다.특히 생각나는 것은 최고의 실재 혹은 궁극적 실재에 대한

신플라톤주의의 견해다" 라고 적혀있네요......

>

> *결론-삼위일체는 성서적이지 않으며,그 기원은 이교숭배에서 들어온것으로서 철학적 사상이

많다는 것입니다.

>

> 이렇게 주장하는데 뭐라고 반론해야 되죠?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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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망으로 이끄는 허황된 이론

2004-07-04

프란치스코 형제님,

김 지따 (종지기) 자매님이 ‘여호와의 증인’의 기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으며, 우리 신자들의

성서와 교리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시 생각해

보고자 제 나름대로 첨가하고자 합니다.

저도 국내에 있을 때 서울역이나 그곳 전철역 등지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전파하러 다니는 두

자녀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도 하였는데, 저는 오류에 빠져 있는 이들이 안타까워 함께 대화를

나누어 보곤 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훈련받은 성서의 몇군데 구절들 (특히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하기 쉬운 부분들: 아래 845 번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세요)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더군요. 전

나름대로 그들에게 반박하기 위하여 기억나는대로 성서의 다른 부분을 언급하며 성서 전체에 담겨

있는 진리를 알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군요. 이런 몇 마디만 하니 내가 혹시

신부님이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만큼 우리 일반 신자들은 성서를 들먹이며 누가 어떤 잘못된 주장을

해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모양이니, 우리 모두 반성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성인도 성서를 모르면 하느님을 모른다고 하셨죠. 우리가 매일 몇 시간씩 육신을 위해 음식을

먹으면서도, 영혼의 성장을 위한 성서 봉독에 하루에 적어도 15 분씩은 할애하는게 어떨까요? (어느

천상발현 말씀에 의하면, 매일 15 분씩이라도 성서봉독을 하면 많은 천상 은총을 주신다고 하더군요.)

우리 천주교 성경은 가라사대 등의 구어가 아닌 일상 언어로 되어 있으므로 아주 이해하기가

쉬우므로, 특히 4 대복음과 신약의 여러가지 서한집(바오로, 베드로와 요한서 등)을 한번만 읽어보셔도

십자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아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을 것 같군요. 우리는 영세를 받을 때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십자 성호를 통하여 (즉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공로에 의하여) 축성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마에는 이 십자성호가 그어져 있으며, 이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일 지옥으로 떨어지면 이로 인해 더욱 고통을 받게 된다니까 우린 특히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군요.)

그러면, 형제님이 올린 글을 직접 인용하면서 답변하겠습니다.

(1) <<질문중의 구절: 또, 우리자신 조차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사용되었던 도구(권총이나

단두대 칼, 전기올가미 같은 것)를 몸서리치게 기억하기 싫어할텐데.... 지금의 십자가 사용은 이에

비춰 볼 때 윤리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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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인 것 같군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이 경우에는 그것이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은 자기들이 아주

성서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성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고 기념하여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대사도인 성

바오로도 (마침 오늘 7/4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대축일 제 2 독서에서)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아주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6:14)” 고 하였죠.

천사적 박사라고도 불리는 그리스도교 최대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도 십자가를 가장 좋은

서적이라고 칭하며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느님의 비추심과 은총을 받고 종교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성서의 어딘 가에도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는 십자가가 한낱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이들에게는 자랑이 된다고 하였죠.

어떻게 생각하면 성금요일(영어로는 Good Friday 라고 함) 갈바리아 동산에 3 개의 십자가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왼쪽에 있던 도둑의 십자가의 경우에는 형제님께서 인용한 내용이 맞는다고 할 수 있겠군요.

이 회개하지 않은 도둑에게는 그의 십자가가 아주 수치스러운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의

오른쪽에 있던 디스마스라는 도둑은 마침 회개를 하여 하느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받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므로, 그의 십자가는 그가 지은 죄값으로 받은 것이므로 부끄러운

것이었지만 회개로 인하여 바로 옆에 계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덕을 입고 구원되었으므로 결국은

아주 운 좋은 십자가였다고 할까요.

그러나, 그 중앙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절대로 수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만일

예수께서 왼쪽의 도둑처럼 고래고래 소리 치면서 그 십자가 형에 처하셨다면 수치가 되겠지만,

죄라곤 티끌만큼도 없으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형을 오히려 자원하셨으니까요. 즉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은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이를 그에게로 이끌 수 있는 도구가 되었죠. 이것은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밤 하신 마지막 기도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어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요한 17:1)”

우리는 십자가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수 있으며, 그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죄가 전혀 없으신 분 특히 하느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신 참 하느님(제 2 위 하느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어 비참하게 돌아가셨는지… 이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되새겨 주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십자가.

그렇게 까지 당신의 아버지(성부님)께 순종하는 그 지극한 겸손과 인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짓게 만든 그 선악의 나무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되찾게 해주는 생명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상처로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시고,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되찾게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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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목요일 저녁 최후의 만찬에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며 너희는 모두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은

당신의 죽음을 계속 기억하라는 뜻이 아닌가요? 즉 우리의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신비를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성당에 비치하고 몸에도 지니고 다니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마태오 16:24) ” 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십자가를 매일 기억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겠죠.

그래서 성당마다 14 처의 십자가의 길을 비치하고 있죠. (이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묵주기도의 경우에도 만일 우리가 고통의 신비를 빼고 다른 신비만 기도하면, 마치 양념 없는 김치

또는 고기가 빠진 햄버거가 되고 말 것입니다. 혹자는 인지 상정상 주님의 고통에의 동참은 회피하고

그리스도의 영광만 같이 누리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이는 하느님의 뜻이 아님을 위에서 인용한 성서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려울 때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진정 사랑하면 영광을 받고

계실 때의 주님보다는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의 주님을 더욱 사랑하여야 할 것 같군요.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그분의 신성에 까지 참여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고마운 십자가인가요?

(2) <<질문중의 구절: 물론 혹자는 이렇게 말하겠지요. 십자가는 단지 상징일 뿐이라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숭배자들의 숭배를 받는 당사자인 하느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닐까요? 성서엔 사람이

하느님을 닮았다고(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 되었다던데... 숭배장소에서 일괄적으로 십자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통념은 성서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전통 내지는 습관적인 종교적

권위자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양식이 아닐까요? >>

하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즉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위에서 성서의 여러 말씀을

인용하였으므로, 이제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3) <<질문중의 구절: 십자가의 기원이 이교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절대로 멀리해야 합니다. 우주의 최고 주권자를 숭배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이교도의 숭배방식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리요]?” (고린도 후

6:14) >>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싫어 하는 자는 아마도 사탄일겁니다. 사탄은 모든 거짓말장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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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라고도 하죠. 인간을 시기하여 멸망을 원하는 사탄의 견지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인류에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짐),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그 크신 사랑이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시기하는거죠.

형제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였나요? 악령 들린 어느 처녀가 넋을 잃고 앉아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축성된 십자가를 뒤에서 몰래 가져갔는데 그 처녀(사실은 그녀 안에 있던 악령)가 벌쩍

놀라더라는군요. 실제로 있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멀리하라는 말은 성서의 하느님 뜻이 아닌 사탄의 은밀한 음모임에 틀림없다고 확신합니다.

하느님께 마음을 열고 성서를 잘 음미해 보면 이 말이 과언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증인’ 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므로 (성 요한의 말씀에 의하면)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신약에 의하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 요한, 성 베드로,

성 바오로 등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의 출현 등 많은 경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 말씀들을

주의깊게 살펴 보십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러한 거짓 교설에 접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시간을 아껴 진리와 생명의 성서 말씀을 조금이라고 더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과

우리 천주교회의 열매를 비교해 보십시오. 마더 데레사 같은 성인과 우리의 자랑스런 무수한 순교

성인들과 다른 뛰어난 성인들,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암살기도하였던 이를 감옥에 까지 찾아가

용서해 주신 현 교황님 등을 보세요.

이 이외에도 여러 할 말이 많으나 이만 그치겠습니다. 불행히도 ‘여호와의 증인’ 의 함정에 빠진

우리의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창조주 하느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당신의 성령을 통해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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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천사 이야기 첨가합니다

2004-07-09

하느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 저 하늘로 올라가면 우리도 천사와 같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티없는 천사들. 구약 성서를 보면 천사들이 종종 나타났으며, 천사들을 본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천사를 세속에 살고 있는 육신의 눈으로 봤으니) 이제 곧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천상 환시를 경험하였던 성녀 브리짓도, 우리가 천사를 온전히 아름다운

상태 그대로 본다면 너무나 기쁨에 넘쳐 사랑 때문에 죽게 될거라고 하였습니다.

천사들의 수효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합한 수보다 더 많으며, 그러나 사람들은

(쌍둥이까지도) 모두 제각기 특징이 있듯이 모든 천사들은 이보다 더욱 개성이 뛰어나다고 하는군요.

영이신 하느님을 생각하면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반영하는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고 또한 이제 천상나라에서 지고의 선이신 하느님의 얼굴을 보며 기뻐하고 있을

우리 성교회의 많은 성조, 교부 그리고 성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천상교회 즉 천국에 계시는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라고 암송하듯이 지상교회에 있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그들이 즐기고 있는 끝없는 사랑과

행복의 바다를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와 함께 나누기 위해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천사들에 대한 인준한 자료들을 모아서 작성한 “성 미카엘과 천사들 (St. Michael and the

Angels)”이란 영문 책자에 의하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완전한 조물인 천사들은 그 직분과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에 따라 9 가지 찬양대(choirs)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9 찬양대들은 3

계급(hierarchy)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으로 돌아가면, 천사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임무를 받고 지상에 파견될 때만 미카엘 (“누가 감히

하느님과 같이 되려고 하느냐?”의 뜻), 가브리엘 (“하느님의 권능”), 라파엘 (“하느님의 약”)

3 대천사들처럼 이름을 갖는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생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아주 많은 천상 발현과 계시가 있어온 현대의 어떤 분에 의하면, 천사들은 모두

각자 이름이 있으며 환시를 본 어떤 이는 그의 수호천사의 이름을 알고 그와 계속 친교를 나누기도

하더군요. (옛날 위대한 성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죠)

우리들은 천사들을 볼 수 없지만, 그대신 땅위의 천사들인 사제들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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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에 의하면 사제들은 천사들보다 더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계시죠. 길어져서 이만 그치고, 9

찬양대의 이름 등에 대한 상세한 천사 이야기를 다음에 별도로 하기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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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마리아를 더욱 사랑하고 싶어하는 형제 자매들께

2004-07-12

성모 마리아를 더욱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하는 형제 자매님들이여, 천상 어머니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함으로써 오로지 어머니 안에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33 일간의 준비 기간(개인적으로 하는 일종의 피정)을 통해 마지막 날 새로운 마음으로

성모님께 완전 봉헌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 봉헌을 하지 않으셨거나 새로운 마음으로 봉헌하고자

하시면, 7 월 13 일부터 시작하여 매일 준비하여 8 월 15 일 (봉헌일) 성모승천 대축일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께서는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신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

(마리아론의 박사라고도 함)이 지은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란 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으로 인해 내 삶의 방향이 결정지어졌습니다. 그것은 길고 긴 내적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표지가 다 낡을 정도로 오랜 동안 이 책을 제 바지 뒷주머니에 꽂고 다니며

읽었습니다. 석회공장(참조: 히틀러 치하에서 강제 노동)에서 일을 할 때에도,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이 책은 저와 함께 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저의 어린 시절과 소년 시절의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변화시켜 주었고 새로운 관점의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즉 깊은 신앙이 바탕이 된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적인 신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은 그리스도의 신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알고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갈바리아 산에서 사도 요한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책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에 바치려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구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면 할수록 루도비코 성인이 가르치는

성모님께 대한 봉헌이 제일 좋은 길이며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에 참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레지오 마리애의 설립자인 프랭크 더프도 이 책을 여러 번 읽은 후 비로소 이 책이 진리란 것을

깨닫고 레지오 마리애(즉 마리아의 군단)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극히 고귀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성모님 발현 말씀에 의하면, 하느님의 숫자는 333 이라고 함) 중

제 2 위이신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33 년을 지내셨는데, 아마도 이

33 일간의 봉헌은 성모 마리아를 통해 우리의 최고 목적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33 년 대신

33 일 동안 예수님의 탄생, 고통, 부활과 승천의 파스카 신비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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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3 일간의 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시기 (12 일간): 세속 정신을 끊기 위한 단계

둘째 시기 (3 주간):

제 1 주 – 자기 인식과 자기 죄에 대한 통회

제 2 주 – 마리아를 알고 사랑하기 위한 단계

제 3 주 –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기 위한 단계

7 월 13 일부터 매일 시간을 조금씩 할애하여 이 피정에 함께 참여합시다.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푸른군대) 사무실에서 “봉헌을 위한 33 일간의 준비” 란 책자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명동 가톨릭회관 푸른군대 사무실에서, 부산에서는 우암동 한국 푸른군대

본부에서)

+ 성모 마리아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 밑에 앉아 있는 저희 주위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당신의

티없으신 성심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PS. 교황님께서 많이 편찮으시다고 하시군요. 우리 모두 교황님의 건강과 지향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

드립시다. 성모님의 발현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이 교황님은 성모님이 하느님께로부터 특별히 선물로

받으신 분이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느님의 뜻을 따라 성교회를 잘 이끌어 가신 살아계신 성인

교황님의 고통에 우리의 작은 고통을 함께 합하여 하느님께 바쳐드립시다. 그리고 묵주기도후에

교황님의 지향을 위해 주의 기도, 성모송과 영광송 한번씩을 꼭 바칩시다. (묵주기도의 완전한 은총을

얻기 위해서도 주모경 한번을 끝에 전통적으로 바치겠금 되어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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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할 때 자세의 중요성

2004-07-20

삼종기도는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의 강생신비를 묵상하며 매일 바쳐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이며,

성교회에 의해 많은 은총이 부여되어 있죠.

대건인쇄출판사에서 교회인가를 받고 발행한 "생활교리"에 의하면, 삼종기도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죠. 그러나, 성교회 전례력에서 부활시기(즉 예수부활 대축일부터 성령강림

대축일까지의 50 일간),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저녁 및 주일은 서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일은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토요일 저녁은 주일이 가까이 다가 왔으므로 주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즉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매주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아침, 점심, 저녁 때 그리고

부활시기 동안은 선 채로 기도하는거죠. (밀레가 그린 그림중 밭에서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부부의

모습이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들도 삼종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기도 자세에 관해 부언하면, (하느님의 신비의 도성 책자에 의한 천상계시에 의하면) 성모님은 성체를

모시기 전에 땅에 세번 부복을 하셨답니다. 또한 예수님의 승천후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교황 및

주교의 역할을 하셨던 성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만났을 때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강복을

받았으며, 또한 그후 성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성모님께 어머니로서의 축복을 빌었었다고 하더군요.

위에서 언급한 가톨릭 신자생활 안내서인 "생활교리"란 책자를 모든 가정에 비치하셔서 보시면

신앙생활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베드로 형제님, 삼종기도를 통해 많은 은총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

> "peter" 님의 글

> "삼종기도를 바르게 하는 자세"

> ----------------------------------------------------------

> 하루에 세번 삼종기도를 바치는데, 누가 말하기를 삼종기도를 할때 무뤂을 꿇고

>

> 해야되고, 부활삼종기도는 일어나서 바쳐야 된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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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결에 대한 사탄의 공격

2004-07-20

박찬선 형제님,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시류가 참으로 멸망의 길로 흘러가고 있군요.

간혹 TV 를 보면, 노란 손수건 등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현 시태를 반영하듯 혼전 관계로 인한 임신,

이혼 등등 이런 이야기가 빠진 드라마가 거의 없더군요.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해도 간음한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루체펠 사탄(666)과 그 초종자들인 마귀들이 특히 현대인들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하느님의

제 6 계명을 범하도록 발악하고 있는 것 같군요.

최근의 어느 천상 메시지에 의하면, TV 는 사탄의 창조물이랍니다. 집집마다 가장 중심자리에

십자고상은 없더라도 바로 이 TV 가 자리잡고 있죠. 어떤 집은 방마다...

그러나 이 TV 를 통해 그들이 무엇을 보고 느낄까요? 하느님을 생각하도록 도와주기는 커녕, 오히려

그 반대로 성욕, 물욕, 권력욕 등을 일으키는 것 같군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혼들을

잠식한다고나 할까요. 특히 무방비 상태에 있으며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적어도 그 어른들이 자기 자식들이 무엇을 보는지는 감시를 하여야겠죠. (어떤 경우에는 애들이

여기서 살인도 배우죠.)

1917 년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의 예언 말씀 중 하나는 20 세기에 하느님의 마음을

아주 상하게 하는 패션이 생길 것이라고 하더군요. 연예지와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한 아주 야하고

음란한 장면들... 그리고 일반 여자들의 노출성 옷차림 등... (아주 정결하신 수녀님들과 이글을 보시는

자매님들께 아주 죄송하지만) 성모님의 예언이 벌써 우리 주위에 만연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악의 유혹에 우리 인간들이 그냥 넘어간 것이겠죠.

복음에서 지향하는 복음삼덕 (정결, 청빈, 순종) 중에서도 정결이 포함될만큼 아주 중요한

성덕이거늘... 우리 가톨릭 역사를 봐도 아그네스, 루시아, 세실리아 성녀들처럼 정결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성인들이 아주 많이 있죠.

박찬선 형제님, 좀 길어진 것 같군요. 혼전순결에 관한 운동이나 모임이 아직 없다면 우리라도 모두

함께 힘을 합해 봅시다. 적어도 같은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릴 수는 있을테니까요.

모든 분들 무더위에 영육간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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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마리아의 종 중의 종

마리아 스테파노 드림

PS. 천상 말씀에 의하면, 모든 면에서 성모님을 본받으라고 하시더군요.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적어도 성당에 오실 때는 소매없는 옷이나 반바지 차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을

것 같아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성모님이 어떻게 하실지 짐작이 잘 가지 않으시는 분은, 성모님을 아주

닮으신 우리의 사랑하는 수녀님들의 옷차림을 본받으시면 될 것 같군요. (참조로, 저가 듣기에는

바티칸에서는 소매없는 옷차림으로는 미사에 참여 못하게 한다고 하더군요.)

> ----------------------------------------------------------

> "moogeuk" 님의 글

> "혼전순결에 관하여~~"

> ----------------------------------------------------------

>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 하나님 말씀의 형태 중에 가장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 그것은 바로 순리입니다.

>

> 시류는 순리가 아닙니다.

> 올바른 시류는 순리 안에 있지만 잘못된 시류는 순리에 역행합니다.

>

> 현재 세상의 시류, 그 중에서 성적인 시류는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 분명 잘못되어 왔고 올바르지 못한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

> 이런 잘못된 시류 속에서 혼전순결은 인류사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 인류사에 있어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바램입니다.

> 때문에 소중한 가치는 지켜져야 합니다.

>

>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노력!!

>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뜻을 따르는 행위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것입니다.

> 만약 그 소중한 것을 부각시키고 확장시킬 수만 있다면

>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충만할 겁니다.

>

> 현 시류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의 외침이었습니다.

> 혼전순결 등에 관한 모임이나 운동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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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체와 고해성사에 관하여

2004-07-20

저도 또한 조 소화데레사 자매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신비체에 동참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

성령님께서 함께 참으로 실제로 계시는 성체를 조심껏 모시기 위해 배려하고 계시는 모습에 성모님과

소화데레사 성녀도 기뻐하고 계실 것 같군요.

우리의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는 아주 복이 많은 시대인 것 같군요. 천상에서 예수님, 성모님과 많은

성인들 및 천사들께서 여기저기 나타나셔서 직접 이 시대인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시니까요. 많이

알려져있는 메주고리 (구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성모님 발현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한달에 한번씩은

고해성사를 보라고 하시더군요. 또한 물론 성교회에서도 전통적으로 고해성사를 가능한 종종 보도록

권고하고 있죠. 큰죄(즉 대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면 성체를 모시지 말고 가능한 빨리 성사를 봐야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최근에 모령성체를 언급하시면서 영성체 하기 전에 항상 통회의 기도를 하라고

하시어 저도 항상 그러고 있습니다.

조 소화데레사 자매님, 수호성인이신 성녀 소화데레사의 작은 길을 따라 매일 매일 신앙의 길로

정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분들 무더위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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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총지위에서만 사랑의 성체를...

2004-07-21

질문하신 소화데레사 자매님이 좀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성교회의 가르침 (교회법 916 조 참조)에 의하면, 대죄 중에 있는 사람은 먼저 고백 성사를 받지

않고서는 영성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죄란 하느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하느님을

배반하고 떠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소죄의 경우에는 비록 하느님과의 우정에 장애를 주는 상태이지, 그 관계를 완전히 단절함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아직 은총의 지위(State of Grace)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성교회는 또한 은총지위에 있는 신자들은 누구나 미사 참여 때마다 성체 속의 주님을 모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티칸 발행 가톨릭 교리서 1417 항) 교회의 인가를 받고

발행된"생활교리"(대건인쇄출판사)에 의하면, 소죄는 고백성사 없이도 참회나 영성체로 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죄 중에 있더라도 (안젤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 아마 완전히 깨끗하지

못하니까 주로 이러한 상태에 있겠죠)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주님을 받아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에 모든 필요한 은총을 주님께서 주실테니까요.

+ 성체 예수님, 영원히 감사와 찬미, 영예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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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Our Lady of All Nations)

2004-08-04

“성부의 아드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지금 이 세상에 당신의 성령을 보내어 주소서.

모든 민족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살게 하시어

그들을 타락과 재앙과 전쟁으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일찍이 마리아로 불리었던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시여,

저희의 보호자가 되어 주소서. 아멘."

성모님은 1945 년에서 1959 년 사이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이다 페르데만 (Ida Peerdeman)에게

발현하셨다. 그때 성모님은 “지금 이 시대에” 당신을 “공동 구속자, 중개자, 변호자”로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청하시고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셨다. 1951 년 2 월 11 월에는 당신 자신을 “나는 모든 민족들의 여인(창세 3:15, 요한 2:4,

19:26, 묵시록 12 장)이며 어머니인 마리아이다”라는 새로운 호칭으로 소개했다.

성모님은 이 발현에서 분리될 수 없이 고통스럽게 연결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서

당신의 펼쳐진 손으로부터 나오는 세 가지 빛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은총과 구원과 평화를

뜻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성모님은 위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기도문을 십자가 앞에서나 이 성화 앞에서 매일

바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 나오는 “은총과 구원과 평화”의 선물들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마리아로 알고 있었으나 이제 나는 새로이 시작되는 이 시대에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다.

1996 년 5 월 31 일, 암스테르담의 보메스(Bomers) 주교는 성모님을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라는

호칭으로 공경하는 것을 허락했다. 2002 년 3 월 31 일, 암스테르담의 푼트(Punt) 주교는 이 발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2000 년 7 월 21 일 부산교구장 인가)

참고: 양떼들로 가득 찬 지구 위에 십자가를 등에 지고 선 우아한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상이 든

위 기도문의 상본은 푸른군대 사무실—명동 가톨릭회관 또는 부산 우암동 한국 푸른군대 본부—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테러 및 전쟁 등으로 혼탁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성모님께 위 기도를

열심히 바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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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님이 돌아가실 때의 연세 (하느님 계시)

2004-09-14

모처럼 이곳에 들르니 아래 908 번에 성모님이 돌아가실 때의 연세에 관한 질문이 있었군요.

17 세기에 하느님께서 스페인 아그레다의 마리아 수녀님(가경자)께 주신 계시를 수록한 성교회에서

인준한 영문책자 "The Mystical City of God (하느님 신비의 도성)"에 상세한 내용이 있어서 간략히

적습니다.

첫 그리스도인이신 성모님께서 이 땅에서 사도들을 도와주시며 초대교회가 굳건히 자라도록 여러모로

도와 주시고 계시던 중, 가브리엘 천사가 아베마리아를 부르며 나타나 이날로부터 꼭 3 년후 하늘로

오르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쪽에 자리하시게 될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성모님 67 세)

그 예언된 날로부터 3 일전 (즉 성모님 70 세) 예루살렘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에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던 사도들이 (어떤 이는 천사에 의해, 또 어떤 이는 내적 충동에 의해)

모두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모님은 70 세이지만, 그 거룩한 몸은 33 세의 상태를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즉 우리와 같은 그러한

노화 현상은 없었습니다. 8 월 13 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시간 (즉 금요일 오후 3 시)에 거룩한

여왕께서는 영광스럽게 변모하였습니다.

그리스도 탄생 - 15 년 3 개월 (성모님 연세)

그리스도 지상 생애 - 33 년 3 개월

그 이후 성모님 생애 - 21 년 4 개월

성모님 영광스런 변모 - 69 년 11 개월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천상으로부터 미리 내려 오셔서 어머니는 원하시기만 하면 (죄가

없으므로) 죽음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하셨지만, 겸손하신 성모님은 내 아들이자 내 주님이신

당신께서도 죽으셨으므로 저도 죽음을 거치게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현양축일과 성모 통고 축일을 맞이하여, 모든 분들께 성십자가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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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귀 퇴치를 위한 일반적 방법

2004-09-17

+ 주님,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어서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소서. 아멘.

최근 질문들 중 특히 박 아그네스 자녀님의 악령에 대한 글과 박 미카엘라 자매님의 무속 신앙 등에

대한 글을 읽고, 마귀 퇴치를 위한 일반적 방법에 대해 간략히 적어 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길

바랍니다.

1. 마귀 존재 이유: 악의 세력이 존재하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자유를

사랑하시어 천사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타락한 천사(즉 사탄과 마귀)들이 이 자유를 남용하였기

때문임.

2. 삼구전쟁: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세가지, 즉 육신과 세속과 마귀.

3. 신앙: 티끌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느님과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악령을 물리칠 수 있음. (또한 자선을 통해 신앙을 실천함으로써 공덕을

쌓음.)

4. 성령: 성령께 드리는 기도를 종종 드리며 성령을 모시도록 노력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

성령으로 인하여 마귀를 쉽사리 물리칠 수 있음.

5. 성사: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세례성사를 꼭 받아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 성교회의 세례성사

중에 마귀를 끊어버리는 예식을 정식으로 함. ‘성신의 성사’인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의 특은을 받음.

7 성사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체성사(즉 미사)에 가능한 종종 참여하여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참으로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모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악령이

우리에게 오지 못할 뿐 아니라 악령이 든 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음.

6. 기도와 단식: 묵주기도 등의 기도와 단식을 통하여 영적 힘을 쌓음.

7. 성서: 예수님께서 공생활 시작하실 무렵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를 물리침. 따라서, 성서를 매일 15 분 이상 봉독하며 묵상하여, 하느님의 말씀으로 무장함.

8. 천사: 악령은 영적 존재이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아니라 설혹 보인다고 하더라도 원자폭탄

또는 수소폭탄으로도 물리칠 수 없음. 그러므로 착한 천사들의 도움을 청해야 함 (요한 묵시록 12 장

참조). 특히 대천사 성미카엘에게 종종 기도를 드림. 수호천사에게도 종종 기도를 드림. (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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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를 참조)

9. 준성사: 신부님을 통해 집을 축성하고, 본인이 종종 집에 성수를 뿌리며 기도함. (성미카엘 기도문

등 활용) 신부님으로부터 강복(즉 방사)을 받은 십자고상과, 예수성심 및 성모성심의 성화 등을

집안에 모심. 십자고상, 묵주와 성패(특히 기적의 메달과 성분도패)를 몸에 지님. (참조: 성분도패 즉

성 베네딕도 메달은 마귀를 물리치는 메달이라고 알려져 있음) 또한, 특히 스카풀라를 착용함.

(성모님께서 성 도미니꼬에게 발현하시어 “어느날 이 묵주와 스카풀라를 통해 내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음. 그리고, 파티마 발현에서도 성모님이 한손에 묵주 다른 손에 스카풀라를

들고 하늘에 나타나셨음.) 집 출입문에 작은 십자고상과 성패를 부착하고, 창문(외면)에 성패를

부착함.

10.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예수의 이름, 마리아의 이름(창세기 3:15 참조)과 가르멜의 갈색

스카풀라. (참조로, 하느님께서 주신 마리아란 이름은 대항 또는 물리친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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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귀들린 처녀 - 실제 이야기

2004-09-20

천사와 악마는 참으로 존재하는가?

김석문 형제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형제님의 닉네임 "불쌍한 영혼"이 제 마음에 들군요.

우리 모두는 결국은 불쌍한 영혼들이니까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영혼의 존재, 악마의 존재, 하느님의 존재 등을 완전히 믿지 않고 있는

상태에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무당 및 실제로 있은 마귀들린 처녀 이야기와 함께 이 글을

올립니다.

"세상 만물을 살펴 보십시오. 제일 아래 층에 있는 물건으로는 생명이 있는 광물이 있고, 그 위에는

생혼만 있는 식물이 있고, 그 위에는 생명과 동시에 감각이 있는 동물이 있고, 그 위에는 육체과

영혼을 함께 가진 사람이 있고, 그 위에는 육체가 없는 순수한 영체(즉 영의 존재)인 천사가 있고, 그

위에는 절대 완전한 하느님이 계십니다.

여기서 우선 우리는 사람에게는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죠. 인간에게 혼이

없다고 하는 자는 인간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사람입니다. 이 영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란 다름 아니라, 영혼이 육신에서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죽는 순간

세상에서 한 그대로 하느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아래에 언급된 박도식 신부님 저서에서 인용)"

그러면, 악마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악마, 마귀, 악신, 악령 또는 도깨비 – 이 용어들은 모두 같은

의미이며 하느님으로부터 아주 아름답고 순수한 영체로 지음을 받은 천사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하느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타락한 천사’ 또는

하느님으로부터 ‘벌받은 천사’를 지칭하는 용어들이죠. 그리고 사탄(Satan)은 원래는

루치펠(Lucifer)이란 이름의 아주 높은 천사였는데 하느님께 불복종함으로써 죄를 범한 후,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악마가 되었으며 그를 추종하는 모든 타락한 천사들 즉 악마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박도신 신부님이 지으신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가톨릭 출판사 간행)란 책자에, 무당과 악령 들린

처녀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 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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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은 굿을 할 때 반드시 신이 접해야 합니다. 무당에게 접한 마귀를 절대자 하느님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받드니 미신이죠. 그런데 굿하는 장소에 천주교 신자가 있든지, 천주교회에서 쓰는 성물,

예컨데, 십자고상이라든지 묵주 같은 것이 있으면 무당은 그것을 용하게 알아냅니다. 부정 타는 것이

있어서 신이 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당장에 물러나라고 하지요. 그리고, 무당은 땅에 십자를 그리고

거기에 칼을 꽂으면서 저주합니다. 이것은 마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마귀들이 오금을 쓰지 못하고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2) 악령들린 처녀:

신부님이 신학교에 다닐 때, 여름 방학 중 경북 영천에서 직접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그 때 아침마다

젊은 두 청년과 어떤 노파 한 분이 20 여세 되어보이는 미친 처녀를 성당에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미친 처녀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미친 것이 아니고 악신이 접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마귀를 떼려고 아침마다 성당에 오는데, 아침에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면, 그냥 성당 마룻바닥에

사지를 뻗고 죽는 시늉을 한답니다. 그러다가 미사가 끝나면 또 활개를 치고요.

이렇게 하기를 무려 다섯 달이 되던 어느 날, 미사가 끝나자 성당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혼자서

눈물을 죽죽 흘리면서 “허성옥아, 허성옥아, 내가 이제는 너를 떠나야 하는구나! 허성옥아, 허성옥아,

내가 이제는 너를 떠나야 하는구나…” 이렇게 마치 정다운 친구끼리 이별하는 식으로 자기 이름을

자기가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더니 얼마 후에는 완전히 본정신이 돌아 왔답니다. 옆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낯선 장소인 것을 보고 “엄마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왔어?”하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벗겨진 옷도 여미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올바른 사람이 된 것을 신부님이 직접 보셨답니다.

이 때 그 처녀의 어머니가 흥분하면서 한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세상에는 사람을

못 살게 하는 악마가 있구나! 그리고 성당에는 악마가 무서워하는 하느님이 계시는구나! 악마가

있으면 지옥이 있을 것이요, 하느님이 계시면 천국이 있지 않겠는가? 내 딸 봐라! 이제는 하느님

때문에 살게 되었다. 나는 하느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

그 다음부터는 그 처녀도 천주교 교리를 배워서 영세 입교하였고, 그 어머니와 온 가족이 모두

지금은 천주교 신자가 되어 열심히 살고 있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불쌍한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행실에 따라

악마가 있는 지옥 불바다로 떨어지느냐, 혹은 완전한 선이며 사랑이신 하느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올라가 영원히 행복히 사느냐가 달려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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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저희가 당신들의 불붙는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 ----------------------------------------------------------

> "불상한영혼" 님의 글

> "힘 많이들지요. 주님이 나라가 힘들어요."

> ----------------------------------------------------------

> 지금 당신은 마귀을 사랑하는꾼요. 마귀는요. 자신이 아니면 다른 모든 이는 몰라요. 절대 자신

만의 영혼이 알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만약 안다면 그 사람이 악의 힘을 가진 사람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행복을 위하여.. 하지만 다른 악마를 부를 길이라는 것을 몰라요. 악마와

천사는 함께 해요. 영혼히 천사가 행복할 때 악마가 오고, 악마가 행복할 때 천사가 오지요. 악마와

천사는 하나. 하지만 마귀는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닌 없는 존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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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순교사에 관한 두가지 의문점

2004-09-28

18 세기 말엽, 진리를 찾고 있던 우리나라 선각자들(이 벽, 이승훈, 권일신)이 중국에서 흘러 들어온

천주교에 관한 책자를 우연히 읽고 참된 영원한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자발적으로 탄생한 한국

천주교회. 14 세 소년 성인 유대철 베드로로부터, 79 세 성녀 유 세실리아에 이르기까지 이분들의

순교사를 보면, 하느님께서 얼마나 큰 성령의 은총을 이 성인들에게 베푸셨는지 오로지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순교사에 관해 다음 두가지 의문점이 떠오르는군요.

첫째, 1839 년 기해박해가 시작할 무렵, 양들의 더 많은 희생을 피하기 위하여 자수까지 하시어

군문효수(군문에 목을 매닮)란 극형을 당하신 존경하올 앵베르 주교님, 모방 신부님과 샤스탕

신부님을 비롯한 열 분의 프랑스 외방전교회 소속 성직자들은 93 위 한국 성인 성녀들과 함께

성인품에 오르셨는데, 교회 초기 1801 년(신유박해)에 군문효수를 당하시어 순교하신 주문모 야고보

중국인 신부님은 왜 함께 성인품에 오르지 않으셨는지 궁금하군요. 한국 땅을 최초로 밟으신 주

신부님과 함께, 또한 제 2 의 중국인 신부님이신 유방제 신부님도 순교를 당하셨는지 궁금하며, 만일

그러면 왜 유 신부님도 우리나라 순교 성인들과 함께 영광의 월계관을 받지 않으셨는가요? 이 두 분

신부님들은 중국 순교사에 포함되어 계신가요?

둘째, 세상 만물의 기원과 종말 등 철학적인 탐구 자세로 10 여년간 불교와 도교를 깊이 연구하며,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만권의 책과 동서고금의 학문이 가슴에 가득한 인물’이라는 칭찬을 받아

오던 소년 성인 유대철의 아버지 성 유진길 아우구스티노. 이 분은 내면 세계에서는 진리를 향한

정신적인 배회를 하던 중, 우연히 자기 집 세간에 발려 있는 헌 종이에 ‘영혼, 각혼, 생혼’이라는

글자를 보고 크게 놀라 앞뒤를 맞추어 보다가 ‘천주실의’ 책임을 알고, 사방에 수소문 한 끝에 한

교우를 만나게 되어 교리를 터득한 후 곧 입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도식 신부님이 간략히

정리하신 ‘순교자 성월 - 103 위 성인전’ (미루나무 간행) 등의 책자에 의하면, 이 ‘천주실의’란 책자의

영향이 우리나라의 신앙 선조들에게 미친 영향이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책자는 일종의

그 당시 교리책이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현대에서도 교리를 배우는 분들이나 기성

신자들에게도 아주 도움이 될 것 같군요. 혹시 이 ‘천주실의’ 책자(아마도 한자로 쓰여진)의 한글

번역판에 대해 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된 추석 명절, 기원드립니다.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를 비롯한 모든 한국 순교 성인 성녀들이여, 굶주림과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의 형제자매들과 세속의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남한의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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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교사 성인들과 수사님께 감사드리며...

2004-09-29

토토로 수사님, 한가위 휴가 중에도 이렇게 친절히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밟은 최초의 성직자이신 주문모 신부님과, 파리외방전교회 성직자분들과 유방제 신부님 -

박해의 시기에 이 땅에 오시어 피 땀을 흘리시며 성사를 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이분들의

노고가 어긋나지 않도록 하느님의 나무에서 더 크고 영글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 같군요. 수사님의 응답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마리아의 종 중의 종, 마리아 스테파노 드림

> ----------------------------------------------------------

> "토토로 수사" 님의 글

> "그것은요..."

> ----------------------------------------------------------

> +항상 기뻐하십시오...

>

>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 틀릴 수도 있지만

> 제가 아는대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

> 주문모 신부님이 아직까지 성인품에 오르지 못한 이유는

> 주문모 신부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성을 위해서는 그 분의 유해를 찾아야 하는데 그 분의 유해를 찾을 길이 없었죠.

> 그래서 시성을 미뤄 왔다가 최근에

> 주문모 신부님을 비롯한 128 위의 순교자에 대한 시성, 시복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 그리고 유방제 신부님은 중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본국으로 가신거죠~~

> 유방제 신부님에 대한 추측이 난무합니다. 아직까지 연구중입니다.

> 그리고 천주실의에 대한 한글 번역판은

> 가톨릭 서점 같은 곳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도움이 되셨는지요...

>

> 주님 안에서 일치하는 그대의 벗 토토로 수사 두 손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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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들의 세계

2004-09-30

우리 모두의 영원한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미사 경문에서도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하고

외치듯이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이 땅 위에만 두지 말고 위로 쳐다보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위에는 하늘나라가 있으며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 곧 온 우주 안에

있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느님께서 옥좌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지극히 순수하고 아름다운 천사들이

살아 계신 하느님께 영원 무궁토록 경배와 흠숭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 저 하늘로

올라가면 우리도 천사와 같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 옛날에 천사들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종종 나타났으며, 천사를 본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천사를 세속에 살고 있는 이 육신의 눈으로 봤으니) 이제 곧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천상 환시를 경험하였던 성녀 브리짓도, 우리가 천사를 온전히

아름다운 상태 그대로 본다면 너무나 기쁨에 넘쳐 사랑 때문에 죽게 될거라고 하였습니다.

천사들의 수효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합한 수보다 더 많으며, 그러나 사람들은

(쌍둥이까지도) 모두 제각기 특징이 있듯이 모든 천사들은 이보다 더욱 개성이 뛰어나다고 하는군요.

영이신 하느님을 생각하면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반영하는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고 또한 이제 천상나라에서 지고의 선이신 하느님의 얼굴을 보며 기뻐하고 있을

우리 성교회의 많은 성조, 교부 그리고 성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천상교회 즉 천국에 계시는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라고 암송하듯이 지상교회에 있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그들이 즐기고 있는 끝없는 사랑과

행복의 바다를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와 함께 나누기 위해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계절인 가을이 시작하는 9 월은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배하는 달이며 또한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는 천사들을 존경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평화의

사도인 성 프란치스코도 성 미카엘과 성 가브리엘 대축일 (9 월 30 일)을 준비하기 위해 베르나

산에서 40 일 기도를 하던 도중에 주님의 오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사들에 대한 성교회의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천사들에 대한 인준한 자료들을 모아서 작성한 "성 미카엘과 천사들 (St. Michael and the

Angels)"이란 영문 책자에 의하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완전한 조물인 천사들은 그 직분과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에 따라 3 계층(hierarchy)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계층 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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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choirs)의 다른 천사들이 있으므로 모두 9 품 또는 9 위의 천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1) 세라핌 (Seraphim)

세라핌이란 이름은 열정을 의미하며, 이 제 1 품 또는 제 1 위의 세라핌 천사들은 불타오르는 신적

사랑으로 인하여 하느님의 옥좌에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래 품에 속하는 천사들에게

사랑과 빛을 전해줌.

(2) 체루빔 (Cherubim)

체루빔이란 이름은 완전한 지식을 의미하며, 제 2 품에 속하는 체루빔 천사들은 하느님의 비밀과

천상나라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지니고 있음.

(3) 스로운 (Thrones)

스로운이란 이름은 왕좌 또는 옥좌를 의미하며, 제 1 계층의 마지막 품에 속함. 이 스로운 천사들의

특징은 순종과 평화임. 평화를 위해서 특히 스로운 천사들에게 기도하여야 함.

(4) 도미네이션 (Dominations)

제 2 계층(즉 제 4, 5 및 6 위)의 천사들은 특히 인류와 관련된 일을 관리함. 제 4 위 도미네이션

천사들은 위대한 주권자이신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천사에게 대한 명을 주관함. 이

천사들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뜻을 알려주며 하느님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음.

그러므로,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특히 도미네이션 천사들에게 기도하여야 함.

(5) 버츄 (Virtues)

제 4 위 버츄 천사들은 도미네이션 천사들이 발한 명령을 수행할 임무를 띠고 있으며, 성덕의 힘으로

무장되어 있음. 또한 하느님의 계절과 천상의 모든 것들을 이 천사들을 통해 관리하도록 함.

영육간이나 공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버츄 천사들에게 기도하여야 함.

(6) 파우어 (Powers)

파우어란 이름은 권능을 의미하여, 제 2 계층의 마지막 품에 속함. 이 파우어 천사들은 악령과 싸워서

그들의 악한 계략을 물리칠 임무를 띠고 있음.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주님의 성혈의 공덕으로 삼구

즉 마귀와 세속과 육신의 공격에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특히 파우어 천사들에게 기도하여야

함.

(7) 프린시펠리티 (Principalities)

제 3 계층을 이끄는 프린시펠리티 천사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들의 세계를 관장하며, 지상의 나라들을

수호함. 따라서 국가의 보호를 위해서 특히 프린시펠리티 천사들에게 기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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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키 엔젤 (Archangels)

아키 엔젤들 즉 대천사들은 인간에 대한 더욱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으며, 교황, 추기경, 주교 및

국가 원수들과 같이 지상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특별한 사명을 띠고 있는 주요 인사들을 수호함.

그러므로 성교회가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 미카엘의 지휘아래 교회를 지켜주는 이

아키 엘젤들에게 기도하여야 함.

(9) 엔젤 (Angels)

빛의 영적 존재들의 마지막 위에 속하는 이 엔젤들은 하느님의 일반 전령으로 인간들에게 보내지기도

하며, 또한 우리들의 수호천사들도 이들 엔젤들로부터 선택되어 짐. 이들 엔젤들은 의인과 악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에 대한 하느님의 선을 반영하며, 우리가 원하면 언제나 기꺼이 도와주는

우리들의 평생 동반자들임. 따라서 우리들의 안전과 구원을 위해 수호천사들에게 기도하여야 함.

이상에서 우리는 천사들의 일반적 구성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이제 우리의 지상 교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특별한 천사들, 즉 수호천사와 삼대천사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수호천사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공생활 중 직접 언급하셨으며,

또한 성서에서 이 삼대천사들의 이름만 명백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일부는 하느님의 계시인

“하느님 신비의 도성”이란 영문 책자를 참조하였음.)

A. 수호천사 (Guardian Angels)

인간이 엄마의 모태에서 잉태되는 순간 하느님께서는 숨결을 불어넣으시며 수호천사를 배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단 잉태된 태아를 죽이는 행위는 하느님의 뜻을 어기는 대죄임) 이

수호천사들의 임무는 자기가 맡은 그 인간이 지상에서 살 동안 그의 육신과 영혼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며 천국에 까지 이끌어 주는 것임.

“언제나 저를 지켜주시는 수호천사님

인자하신 주님께서 저를 당신께 맡기셨으니

오늘 저를 비추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소서. 아멘.

B. 성 미카엘 대천사

미카엘(Michael)이란 "누가 감히 하느님과 같이 되려고 하느냐"의 뜻이며, 성 미카엘 대천사는

사탄이라고도 하는 루치펠(Lucifer)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타락한 천사들을 하늘나라에서 쫓아낸

천상군대의 우두머리임. (요한 묵시록 12 장 참조) 성교회에서는 성 미카엘에게 천사들 중 가장 높은

자리를 주며, 하늘나라 천사들의 왕자(Prince of the heavenly hosts)라고 칭함. 성 미카엘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함: (1) 성교회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 (2) 모든 가톨릭 신자들의

참피온으로서 그들을 도와줌(예: 쟌 다르크 성녀를 도와 프랑스를 구해줌); (3) 미사성제 중 참여한

신자들의 수호천사들 및 수천명의 다른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흠숭함 (메히틸다 성녀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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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가 모셔져 있는 각 감실 주위에 3000 명의 스로운 천사들이 항상 주님께 경배드리고 있다고 함);

(4) 죽음의 자리에서 도와줌 (따라서 임종시 성 미카엘에게 도움을 청해야 함); (5) 지상에서 천국으로

드는 영혼들을 인도하여 줌; (6) 연옥의 수호천사임 (그러므로 미사성제 때 고인의 영복을 빌 때

전구를 구함); (7) 가톨릭 교회의 수호천사이며 보호자임 (레오 13 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사성제 후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드리는 기도를 바쳐야 함).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악의와 간계에 대한 저희의 보호자가 되소서

오! 하느님, 겸손되이 하느님께 청하오니 그를 감금하소서

그리고 천상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지옥으로 쫓아버리소서. 아멘.”

C. 성 가브리엘 대천사

가브리엘(Gabriel)이란 "하느님의 권능“을 뜻하며, 성 미카엘과 함께 인류 구원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함. 성혈을 처음 공경하고 감미로운 예수의 이름을 처음 말하였으며, 성 미카엘과 함께 인류

구원사에서 가장 중요한 천사임. 그리고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함: (1) 때가 차자 성모

마리아께 말씀(즉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를 예고 (성모 영보 축일, 3 월 25 일); (2) 동정녀 마리아의

임신을 걱정하고 있는 성요셉을 위로하며 결혼하라고 함; (3) 성모 영보 축일로부터 9 개월 후,

베들레헴 동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가 되었을 때, 성 미카엘과 함께 탈혼 상태에서 성부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동정 마리아로부터 성령의 힘으로 아기 예수님을 받아내고 어머니 마리아께

전해줌; (4) 예수님의 탄생 직후, 사람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언덕에서 목동들에게 나타나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하늘 높은 곳에서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며

하느님을 찬양; (5) 성가족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는 헤로데를 피해 에집트로 피난할 때

동반함; (6) 게쎄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위로함; (7) 성모 마리아가 이 땅에서

공동구속자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하늘나라에 들기 꼭 3 년 전 아베 마리아를 부르고 인사하며 영광된

변모의 죽음을 미리 예고함.

D.성 라파엘 대천사

라파엘(Raphael 이란 “하느님의 약”이란 의미이며, 성 라파엘 대천사는 구약의 토비트서에서 귀신을

퇴치하고 눈먼 토비트를 낫게 해준 천사로 나와 있음. 인간의 모습으로 지상에 내려와 토비트와 그

아들 토비아를 도와준 후 다시 천상에 올라갈 무렵, “나는 영광스런 주님을 시중드는 일곱 천사 중의

하나인 라파엘입니다.” (토비트 12:15) 라고 말하며 자신의 정체를 밝힘. 성 라파엘은 평화와 건강과

환희의 천사임.

이제, 타락한 천사들 즉 마귀들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고 이글을 끝내겠습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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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제 2 위)이신 주님께서 인성을 띠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주 예수께서도

우리의 참된 모범이 되시고자 자진하시어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죠. 우리의 원조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리고 또한 하느님의 깊은 섭리에 의하여) 이 지상에는 마귀들이 직접

또는 그들의 추종자 인간들을 통하여 인류를 멸망시켜 자기들의 본거지인 지옥으로 끌어들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귀들의 유혹을 이겨내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하늘나라에 들어 갈

수 있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격언도 있듯이 우선 마귀들에 대해 알아야

하겠죠.

성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또한 16 세기 아그레다의 마리아 수녀에게 하느님께서 직접 주신 계시에

의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천사들을 우선 창조하시고 그다음 인류를 창조하시기 직전에,

인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인류가 남용함으로 인하여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제 2 위 하느님 (즉

예수 그리스도)이 인간이 되시어 인류를 구원하신 후 천국에 돌아오면 모든 천사들이 그분을 그들의

왕으로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셨음. 이에 아주 높은 천사인 루치펠(Lucifer, 빛을 지고 간다는 뜻임)과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그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느님께 불순종하였음. 또한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여인(즉 성모 마리아)이 지상에서 그녀의 모든 임무를 마치고

하늘나라에 올라오면, 모든 천사들의 모후로 존경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교만한 그 천사들은 이

하느님의 명령에 더욱 반발하였음. 그리하여, 죄인이 죽음과 동시에 벌을 받듯이 이 타락한 천사들은

하느님의 뜻을 어긴 죄를 범하자마자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지옥으로 떨어져 고통을 받고 있음.

그러나 요한 묵시록에 예언되어 있듯이 악마들은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아직은 영원히 지옥에 갇혀

있지 않고 있음. 그러므로, 지상교회의 우리들은 천상교회에 들기 위하여 성령께 의존하며 하느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한 성혈의 공덕으로 천사들과 함께 악마들과 싸워

이겨야 함.

천사들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님의 종 중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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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희의 신비 2 단 묵상

2004-10-05

> ----------------------------------------------------------

> "Agnes" 님의 글

> "환희의 신비 2 단에서.."

> ----------------------------------------------------------

> 요즘 9 일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 근데 환희의 신비 2 단을 바칠때면..

> 가끔 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환희의 신비 제 2 단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모님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본받기를 원하며 기도하지만,

또한 관련된 여러 신비에 관해서도 묵상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맛좋은 반찬이 여러 가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묵주기도 중 묵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성서나 다른

서적 등을 통하여 그 신비에 관련된 내용을 더 잘 알고 이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둘째 환희의 신비는 루가복음 1 장 39-79 절에 간략히 실려 있습니다. 이 루가복음의

말씀과 함께, “하느님의 신비의 도성” (교회 인가) 책자를 통해 관련된 신비를 함께 묵상해 봅시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자렛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성령의 힘으로 인하여 말씀이 마리아의

동정 모태에 내려오시어 육화하신 후, 겸손한 마리아는 태중의 육화된 말씀(The Word Incarnate)을

흠숭하며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도록

영감을 주셨는데, 이 방문의 목적은 엘리사벳의 모태에서 아직도 원죄의 속박으로 묶여있는 육화된

말씀(즉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를 지체 없이 성화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극히 정결한 동정 부부인 마리아와 요셉은 유다 산골에 있는 즈가리야의 집을 향해

떠나갑니다.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 1000 명의 수호천사를 배정해 주셨는데, 이 수호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들의 여왕 마리아와 그녀의 모태에 계신 그녀의 지극히 거룩한 아들을 섬기며

함께 유다로 갔습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만 그 수호천사들을 볼 수 있었으며, 그들과 함께 신성의

신비, 창조 및 육화의 업적 등에 관한 찬미가를 교대로 (즉 계응으로) 읊기도 함으로써 그녀의 순수한

마음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열정으로 새롭게 불타오르곤 하였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또한 다른

때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성 요셉과 함께, 영혼의 구원, 주님의 자비, 구세주의 강림,

구세주에 관한 성조들의 예언, 지극히 높으신 분의 다른 신비와 성사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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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4 일 후 (약 서울과 대전간의 거리이므로) 유다 산골 지방에 도착하였는데, 성 요셉이 먼저

가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어 여러분의 영혼을 신적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하며 방문을 알립니다. 성 엘리사벳은, 하느님께서 나자렛의 성모 마리아가 그녀를

방문하기 위해 떠났다는 환시를 미리 보여주셨으므로 그들이 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촌 언니, 주님께서 함께 하소서!”하며 성모 마리아는 성 엘리사벳을 만나 인사하자,

“이렇게 기쁨을 주기 위해 와 주었으니 같은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기를!”하며 응답합니다. 성모

마리아가 집안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성 엘리사벳에게 새로 문안을 드리자, 성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지극히 고귀한 신비와 성사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그 인사말을 계기로, 8 일 전에 그녀의 태중에 들어오신 우리 구세주께서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능을 발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감탄할만한 겸손으로

성부께 기도하는 모습과 자세를 취하시며, 성부께서 그의 미래의 선구자를 의화 시켜주시도록 열렬히

간청하셨습니다. 성부께서는 성 엘리사벳의 모태에 들어있는 그 아기를 보시고, 그에게 완전한 이성을

주시고 신적 빛을 비추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기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성령을 가득히 받을

것이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루가 1:17) 성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기

요한은 신덕, 망덕, 애덕, 흠숭, 감사, 겸손 등 그에게 가능한 모든 성덕을 행하였으며, 그때부터 모든

은총을 활발하게 행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 엘리사벳은 육화의 신비, 그녀의 아들의 성화, 이 경이로운 일들의 성사의 목적 등에 관해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극히 거룩한 마리아의 정결한 동정성과 고귀한 품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적 신비를 탄복하며 보고 들은 성 엘리사벳은 만물의 여왕인 마리아의 지극히

고귀한 성덕을 바라보며 성 루가가 알려준 것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

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문안의 말씀이 내 귀를 울렸을 때에 내 태중의 아기도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루가 1:43-

45)

이에 성모 마리아는 아주 감미롭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노래인

마니피캇(Magnificat)을 노래합니다. (루가 1:46-55)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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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그 인자하심은 세세 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당신 팔의 큰 힘을 떨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도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주리는 이를 은혜로 채워 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비하심을 아니 잊으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로다.“

하느님의 사람인 성 요셉은 구약의 사제인 즈가리야의 집에 3 일간 머문 후, 성모 마리아가 임신한 성

엘리사벳을 도우도록 내버려두고 함께 온 나귀와 함께 나자렛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들로부터 통고가

있을 때, 성모를 다시 데리고 가기 위해 즉시 돌아올 것을 기약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겸손과 순종의

덕이 뛰어난 성모 마리아는 여느 때와 같이 밤중에 일어나 하느님을 찬미하며 묵상하기도 하고, 낮엔

직접 자기의 손으로 아기 요한을 위한 포대기와 옷 등을 만들며 사촌언니 성 엘리사벳을 도와줍니다.

성모 마리아가 즈가리야의 집에 머문지 3 개월 후, 구약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이며 나중에 하느님의

어린 양을 직접 가리키며 세상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 인류를 준비시킬 요한이 태어납니다. 성

엘리사벳의 요구에 의해 성모 마리아가 새로 태어난 아기를 그녀의 팔에 받아 안고 성부께 새롭게

봉헌하자, 성부께서는 육화된 말씀의 첫 열매로 기쁘게 받아들이십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아주 복된

아기는 그의 여왕에게 내적으로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그의 머리를 은밀하게 숙이며 공경을 표하고,

또한 특별한 빛으로 인하여 그에게 밝혀진 신적 말씀에게 흠숭을 표합니다.

태어난지 여드레가 지난 후 할례할 때가 되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벌을 받고 벙어리

상태에 있던 즈가리야가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대로 아기의 이름을 요한으로 하겠다고 쓴 후, 성모

마리아의 간구에 의하여 그의 혀가 곧 풀려 하느님께 찬미를 올립니다. (즈가리야의 노래, 루가복음

1:68-79)

주여 이스라엘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는 당신 백성을 찾아 속량하시고,

당신 종 다윗 가문에서

능하신 구세주를 우리에게 일으키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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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예부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에게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리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거룩한 당신 계약을 아니 잊으시려,

우리에게 주시기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시어

어전에서 겁 없이,

성덕과 의덕으로 우리 모든 날에

주를 섬기게 하심이로다.

아기야 너 지존하신 이의 예언자 되리니

주의 선구자로 주의 길을 닦아,

죄 사함의 구원을

주의 백성에게 알리리라.

이는 우리 하느님이 자비를 베푸심이라

떠오르는 태양이 높은 데서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밑에 앉아 있는 이들을 비추시며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위 마니피캇 즉 성모의 노래와 즈가리야의 노래는 성무일도의 매일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이므로, 뜻있으신 분들도 성모의 노래는 저녁에 즈가리야의 노래는 아침기도 때 한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희의 신비 제 2 단을 기도할 때는, 등장인물이 6 분(성 요셉과 성 즈가리야의

가정들)이므로 이중의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분의 마음과 동화되어 묵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또한 여기에 등장하시는 두 거룩한 아기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자 요한에 대해 함께

묵상하면 많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요한이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외치며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며 하느님의 어린 양을 세상에 알린 다음 먼저 순교한 후,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의 잔을 들이키십니다.

즈가리야 사제의 입이 풀리게 한 ‘요한’이란 이름은 ‘하느님은 사랑’이란 뜻이며, 세례자 요한의

임무는 하느님의 사랑이 이제 (구세주의 강림으로 인하여) 완전히 드러났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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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황된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2004-11-04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이브(또는 하와라고도 불림)라고 성서의 창세기 1 장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릴리스란 인간이 사탄 (즉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 천사인 루치펠)으로

불리는 천사와 결혼하다니, 육과 영을 동시에 지닌 인간은 결혼을 하더라도 순수한 영적 존재인

천사는 결혼을 하지 않으니 거짓되고 근거없는 얘기인 것 같군요.

사키엘, 제루엘, 타브리스 같은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데, 진실이 아닌 허황된 이야기 같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더 이상 그런 얘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와 사랑의 책인 성서를 읽어 보시고 성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기

바랍니다.

형제님에게 하느님 성령께서 지혜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 ----------------------------------------------------------

> "우니" 님의 글

> "저기... 아담에 대해서.."

> ----------------------------------------------------------

> 아담으 처가 이브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처는 릴리스고 릴리스가 좀 악녀라서 쫓겨난 후

릴리스틑 사탄하고 결혼해 악마를 낳고 새로운 아담의 처 이브가 생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

> 그리고... 사키엘, 제루엘, 타브리스 같은 이름은 다 천사의 이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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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속자 성모 마리아에 대한 묵상

2004-11-06

그리스도교가 설립된 후 1800 여년 동안, 신자들은 성모님이 원죄없이 잉태되셨다는 것을 구전으로

들어오기는 하였지만 아마도 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 진실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인간으로서는 너무도 쉽사리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꼭 150 년전인 1854 년에 교황 비오 9 세가 복된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새로 신덕 도리(Dogma)로 반포하심으로써, 성모 무염시태가 진실임을 더욱 확실히 믿게

되었죠. 또한, 하느님께서는 그로부터 4 년후 성모 마리아를 프랑스 루르드에 보내시어 소녀

베르나데타에게 발현하게 하시어, 베르나데타가 3 월 25 일 성모 영보 축일에 "오 부인이여! 당신은

누구시며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하고 여쭈었을 때 그 귀부인은 겸손되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나는 원죄없이 잉태된 자다"하고 명백히 말씀하심으로써 성교회에서 반포한 그 사실을 기쁘게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성모 마리아께 대한 마지막 교의는 우리의 천상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에

동참한 "공동구속자 (Coredemptrix)" 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원죄 없는 잉태 못지 않게

쉽사리 받아들이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인 불과 10 여년 전에 이에 대한

청원문이 교황청에 제출되었으며 그 청원문은 교회의 인가를 받고 출판되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

소책자를 본 적이 있으며, 또한 청원에도 참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성모님이 공동구속자일까요? 물론 우리를 구속 (즉 구원) 하신 분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러나 성모님을 공동구속자라고 하여 성모님이 예수님과 동일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사업에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긴밀히 (공동으로)

협조하셨다는 뜻이죠.

다음 글들을 묵상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미리 입어 원죄없이 잉태되었음.

2. 성모 영보 축일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성 가브리엘 천사에게 동정녀 마리아가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하며 FIAT 를 발하며, 제 2 위 하느님께 구원의 도구가 될

인성(육체)을 취하게 하심. (루가 1:38)

3. 예수님을 잉태한 며칠후, 성모 마리아가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방문하였을 때, 성 엘리사벳은

성령의 은총을 가득히 받아 동정녀 마리아를 "주님의 어머니"라고 부름. 또한 성교회는 마리아를

마땅히 "하느님의 어머니 (Theotokos)"로 상경지례를 바침. 인간이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불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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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임. 성서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일이 없다고 하였는데,

믿음의 어머니이신 동정녀 마리아는 참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능력을 지니셨음. 가톨릭

성인전을 보면, 사도 요한, 성 베르나르도,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 보나벤뚜라,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등을 비롯한 모든 성인들이 깊은 성모신심과 성체신심을 지닌 것을 알 수 있음. 그리고,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순교자들도 처형당할 때 "예수 마리아"를 함께 외쳤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3. 성모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봉헌할 때, 성 시므온이 성모 마리아의 구원 사업에

동참을 예언함.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린 듯 아플 것입니다." (루가 2:35)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을 통한 구속 사업에 성모 마리아는 영적 순교로 동참하리라는 뜻임. 그리고 이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가장 충실한 협조자로서 당신의 어머니이시며 전혀 죄에 물듦이 없는

동정녀 마리아를 택하셨기 때문임.

4. 예수님이 공생활 하실 때 첫 그리스도인이며 실제로 최초의 제자이신 동정녀 마리아는, 하느님이

주신 자신의 통찰력으로 또는 하느님께서 특별히 배당해 주신 1000 명의 수호천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육적 영적 모든 상태를 인식하고 계셨음. (실제로 예수님 근처에 묵으며 따라 다니셨음.)

또한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할 때도 성모님도 그 고통을 그대로 자신의 몸으로 느끼셨음. 십자가

곁에서 서 계실 때, 너무나 고통이 심하여 하느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몇번이라도 죽으셨을 것임.

5. 성령 강림후 초대교회 때 모든 제자들은, 성모님이 예수님의 탄생, 어린 시절을 비롯한 30 년

동안의 사생활과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계셨으므로 성모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음. 그리하여

성모님이 구원을 얻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가 설립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심.

6. 성교회의 성모 호칭기도에서 마리아를 "천상 은총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레지오 마리아의

까떼나에서도 성모님을 "모든 은총의 중개자"라고 부름. 모든 천상 은총의 원천은 하느님이시지만,

하느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 오시는 것을 원하심. (성모 마리아께 드리는

봉헌 기도나 묵주기도 때 성모송을 아주 많이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임)

7. 성서를 통해서도 성모님이 공동구속자이심을 느낄 수 있음. 원초적 복음으로 일컬어지는 창세기

3:15 을 보면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여자(마리아)와 여자의 후손(예수 그리스도)이 함께 사탄을 비롯한 악의

무리를 쳐부수리라는 최초의 기쁜 예언, 즉 복음임. 또한 신약의 예언서로 일컬어지는 사도 요한의

요한묵시록 12 장에도 여자(마리아)와 그녀의 아기(예수 그리스도)가 성 미카엘 대천사의 천상군대를

통해 용(사탄)을 물리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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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지막으로 성모님께 대한 지나친 신심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간혹 말씀하시는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인들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즉 성모신심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겸손 중의

겸손이신 성모 마리아께서는 그 모든 존경을 자신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신심의 최종

목표인 아드님 예수 성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성체의 어머니이시므로 성체 신심으로 인도하시죠.

따라서 미사 성제를 더 열심히 더 자주 모시게 하시고, 성체 조배도 열심히 하게 하십니다.

+ 하느님, 성교회가 동정녀 마리아를 당신의 뜻에 따라 공동구속자로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의 일치된 성심속에 안주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느님의

어머니를 감히 저희가 어머니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 하느님께 영예와

영광과 찬미와 감사 드립니다. 아멘.

2004 년 마리아의 해 11 월 첫 토요일

하느님께 인도하여 주신 천상 어머니께 깊은 감사드리며...

성모 마리아의 종 중의 종



156

복녀 마더 데레사와 공동구속자 ...

2004-11-08

윤 마르티노 (상이 아빠) 형제님,

(1) 공동구속자

성모님이 공동구속자란 이야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군요. 그러나, 우리는

교황청에서 그 청원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식으로 발표할 때 까지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우들끼리 격론을 하든지 하면, 오히려 사탄만

좋아할테니까요.

참고로 미리 시대를 앞서보시는 어느 가르멜 수도회 신부님이 성모님을 공동구속자로 부르시는 것을

전 들은 적이 있으며, 또한 우리 시대의 성인으로 잘 알려져있는 캘커타의 복녀 마더 데레사께서도

교황청에 청원하셨습니다.

복녀 마더 데레사의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3 년 8 월 14 일

맥시밀리안 골베 신부님 축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구속자이십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그의 몸을 주시고, 십자가 발치에서

그와 함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의 어머니로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마리아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 기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마리아의

성심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성체 성심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교황성하께서 마리아를 공동구속자, 중재자 및 변호자로 선포하시면, 성교회가 커나큰 은총을 얻게

될 것이옵니다.

모든 것을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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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선교회

마더 데레사 드림

(2) "하느님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이 책자는 1940 년경 이탈리아의 마리아 발또르따 자매님이 병상에 있을 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예수님으로부터 환시를 직접 받아 적은 글로 알려져 있습니다. 1947 년에 비오 12 세 교황님도 이

글을 직접 읽으시고, 아무 것도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출판하라고 하셨답니다. 국내에서는 파티마의

성모 크리스챤 출판사에서 파 레몬드 신부님의 추천하에 전 10 권으로 1988 년에 초판이

발간되었습니다. 마르티노 형제님이 이 책이 맞는지 않는지 질문하셨는데, 저가 알기로는 아직

성교회의 인가를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맞지 않다고 할 수는 없겠죠. 비오 12 세

교황님의 말씀이나, 파 레몬드 신부님께서 추천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그 내용이 성서나 성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으리라고 짐작되는군요.

저 개인은 이 책자보다는 교회의 정식 인가를 받고 여러 교황님들과 신학자들로부터 격찬을 받은

"하느님의 신비의 도성 (The Mystical City of God)"을 아주 즐거이 읽고 있습니다. 17 세기 스페인의

가경자 아그레다의 마리아가 성모님의 일생에 대하여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적은 글입니다.

(불행히도 아직 국내에 번역이 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성서가 가장 중요한 책이므로 성서 봉독을

최우선 하여야 하겠죠.

사적계시나 성모 발현 및 이런 글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까요? 어느 신자분이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께 메쥬고리의 성모발현지에 가도 되냐고 여쭤보았을 때 교황님께서 이것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는군요. "만일 거기에 감으로써 당신으로 하여금 더욱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하면

가십시오." 즉 그러한 발현이나 사적 계시, 또는 환시 이야기등이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주면,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라는 권고 말씀이겠죠.

윤 마르티노 형제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연말이 다가왔는데 복된 시간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마리아 스테파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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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이아빠" 님의 글

> "성모님의 공동구속자론에 대해"

> ----------------------------------------------------------

> 저는 신앙이 별로 깊지 못한 신자입니다.

>

> 한 교우분들의 게시판에서 (두분 다 교우분들입니다.) 성모님의 공동구속자론에 대해 격렬히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 저는 그전에는 못들어보았던 것인데요.

>

> 인터넷에 '공동구속자' 로 검색해 보니 제가 전혀 알지 못하던 엄청난 것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 라는 성서와 상당히 비슷한, 것도 나왔습니다. - 그건

요아킴님,안나님 시절부터 예수님 유년시절을 거쳐 성모님의 부활승천까지 성서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있더라구요.

>

> 성모님께서 은총의 중재자라는 것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

>

> 성모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공로로 공동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도 아직 선포되지는

않았더라도 믿을 교의에 속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인터넷에 보니 수만명이 교황님께 청원을

올렸다고 하던데요.

>

> "하느님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라는 것도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모님과 예수님의

환시를 받아 작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

> 수사님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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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력을 따라 영적인 삶을 ...

2004-11-26

교회력(Church Calendar, Liturgical Year)의 마지막 주인 연중 제34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를 되

돌아보며 알게 모르게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육적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으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사도 바오로께서 성서 어디선

가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라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우리도 이 지상의

장막(즉 육체)을 벗어나면, 천상의 집을 덧입고 (즉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여) 천사와 같이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의 얼굴을 뵙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반(즉 세속사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성교회의 전례력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들

을 비롯한 성직자들과, 수사님들과 수녀님들을 비롯한 수도자들께서는 매일 미사와 성무일도를 바치

시므로 항상 교회 전례력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성교회의

달력에 따라 영적으로 살아갑시다.

아직 교회 전례력에 친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1) 교회 전례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부활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탄은 부활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교회 전례의 중심이요 정점이다.

(2) 부활 시기와 함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기념하며 파스카의 신비를 매주

일요일 (주일) 마다 경축한다. 즉, 예수님 부활하신 날부터 “8일째”마다 계속 부활의 신비를 살아간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은 십계명 중 제3계명으로서 아주 중요함.)

(3) 교회력에서는 예수님의 강생을 기다리는 대림 제1주일(2004년엔 11월 28일)부터 새해가 시작되며,

성탄을 기다리는 4주간의 대림시기 후 크리스마스를 맞이한다.

(4) 예수 탄생 대축일(12월 25일) 후 8일간 성탄 8일 축제를 지낸다. 마지막 날(1월 1일)은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의 대축일임.

(5) 주님의 공현 (나타남의 의미) 대축일을 1월 2일과 8일 사이의 주일에 지냄. 이 때 세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조배하러 오신 것을 기념함.

(6) 주님의 공현 대축일 다음 주일엔 주님의 세례 축일로 경축한다. (주님이 약 30세에 세례자 요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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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은 것도 동방박사들의 방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첫 기적과 함께

주님의 세가지 공현에 해당함.) 주님의 세례 축일로부터 연중시기의 연중 제1주일이 시작됨. 연중시기

는 모두 34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월경에 제34주가 됨. 그러나 그 중간에 사순시기, 부활시기, 대림

시기, 성탄시기가 있음.

(7) 2월경에 재의 수요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회개, 금식 및 보속을 하는 40일

간의 사순시기가 시작된다. 사순이란 40이란 뜻이며, 사순절은 일종의 전 그리스도인의 “40일간의 연

중 피정 시기”임. 특히 이 시기 중 십자가의 길 기도를 많이 함.

(8)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엔 “주님의 수난 성지 대축일”로 경축한다. 그 주일의 목, 금, 토요일은 파

스카 신비의 가장 핵심인 성 삼일임. 성목요일은 “주님 만찬 성목요일”, 성금요일은 “주님 수난 성금

요일”, 그리고 성토요일은 “성토요일 부활 성야”로 경축한다. 성목요일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다락방에

서의 최후의 만찬 중 지극한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을 경축하며 재현하고, 또한 성사 중의

성사인 “성체 성사”를 세우심을 기념한다. (2004년 10월부터 1년간은 성체의 해임.) 성금요일은 주님

의 수난을, 성토요일은 특히 주님 없이 통고 중에 계셨던 성모 마리아와 함께 곧 다가올 부활을 기다

림.

(9) 부활 대축일후 성령강림까지 50일간은 부활시기임. 부활한지 40일 후 주님께서 승천하셨으므로

“주님 승천 대축일”로 지내고, 그 다음주는 “성령강림 대축일”로 교회의 탄생을 축하함.

(10) 그 후 “삼위일체 대축일”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등과 함께 연중시기가 다시 11월경

의 연중 제34주일까지 계속됨.

(11) 또한 교회는 특별히 어느 달을 정하여 신자들이 집중적으로 어떤 신심이나 덕을 쌓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성월을 제정하였음.

3월 성요셉 성월: 겸손한 하느님의 종, 정결한 남편, 성실한 아버지 성요셉의 덕을 본받음.

5월 성모 성월: 하느님의 어머니이며 우리의 천상 어머니 마리아의 덕을 기림.

6월 예수성심 성월: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양순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성심을 기림.

9월 순교자 성월: 우리나라에서는 순교자(증거자의 의미)들의 완벽한 신심을 본받으며, 또한 일반 성

교회에서는 십자가 현양과 함께 성모님의 통고를 기리는 달이기도 함.

10월 로사리오 성월: 로사리오 기도를 통해 성모 마리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통, 부활의

파스카 신비와 구원사업을 묵상하도록 장려.

11월 위령 성월: 교회 전례주년의 마지막 달인 11월은 죽은 이들의 영혼을 위해 특히 기도를 많이 바

치는 달임. (11월 2일은 위령의 날)

(12) 그리고 교회전례력 중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과 관련된 축일 또는 기념일을 지낸다. 성모님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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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성탄 9개월 전인 3월 25일엔 가브리엘 대천사가 나자렛의 동정녀 마리아를 방문한 것을 기념하는

“성모 영보 대축일” (이 날, 하느님께서 사람으로 내려 오심)을, 9월 8일엔 “성모 성탄축일”을 이로부

터 9개월 전인 12월 8일엔 “성모의 원죄없으신 잉태 축일”을 경축함. 다른 성인들의 경우엔 이 세상

을 떠나 천국으로 들어간 바로 그 날에 성인들의 축일 또는 기념일로 지냄.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

며 주님의 선구자인 세례자 요한의 경우엔 수난 축일뿐만 아니라, 특별히 탄생 대축일도 기념하지

만)

(13) 마지막으로, 매일 저녁 그 다음날이 어떤 날인지를 교회 달력을 통해 살펴보고, 그 다음날의 독

서(미사에서 사용할)를 미리 읽으며, 다음날이 어느 성인의 축일인 경우엔 “가톨릭 성인전” (가톨릭

출판사) 등의 책자를 통해 그 성인의 행적을 미리 살펴보는 습관을 쌓는 것이 영적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사 중에 거행되는 말씀의 전례는 3년을 한 주기로 편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력의 독서지침에 따라 3년간 성서 봉독을 하면 성서의 중요한 부분을 모두 접할 수 있음.

2004년은 ‘나’해 또는 B해이고, 2005년은 ‘다’해 또는 C해임.)

새로운 전례주년에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 하느님께서 형제 자매님과 가정에 천상의 복된 은총과 평

화와 사랑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참조:

1. 교회는 전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이어간다.

2. 전례의 세 분야: 전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희생제사인 미사와, 우리를 초자연적인 생명에 참

여케 하는 성사와, 교회가 매일 드리는 성무일도로 이루어진다.

3. 전례의 일치성: 성교회는 같은 날, 같은 형식, 같은 지향으로 하느님을 찬미한다.

4. 전례기도와 개인기도의 차이점: 전례기도는 교회 전체의 기도이고 그리스도 공동체의 기도로서 모

든 신자들이 내적으로 갈망하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전례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교황청이 인준한 기도문을 사용해야 하고; 둘째, 교회의 이름으로 행해

져야 하며; 셋째, 정식으로 임명된 사람이 전례를 지도해야 한다.

5. 미사 (Mass), 성사 (Sacraments), 성무일도 (Liturgy of the Hours) 등은 전례이고, 십자가의 길, 로

사리오 기도, 기도회 등은 여러 신자가 함께 기도하지만 전례가 아니라 신심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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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

2004-12-01

정 마틸다 (프쉬케) 자매님,

성체의 해(2004 년 10 월부터 1 년간)를 맞이하여 아주 적절한 질문인 것 같은데 아직 답변하시는

분이 없어, 저가 성체 세미나에 대해 (간략히) 응답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선 성체에 대해서 간단히 묵상해 봅시다.

1. 성체 성사는 7 성사 중 핵심 성사이며 성체 신심은 모든 신심의 핵심. (성체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기 때문)

2.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광야를 헤메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심과,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직접 빵의 기적을 통해 5000 명과 4000 명을 먹이신 기적은 성체 성사의 예표임.

3. 요한 복음 6 장: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많은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떠나 감.

4. 예수께서 수난하시기 하루 전날 (즉 성목요일) 저녁 최후의 만찬에서 성체 성사를 세우심. (빛의

신비 제 5 단) 이를 위해 얼마나 벼루어 왔는지 모른다고 하셨음.

5. 예수께서 성체를 통해 우리의 빵(음식)이 되심으로서, 우리와 실체로 하나가 됨. 얼마나 지극하신

하느님의 사랑이신가? 이 세상의 어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그의 빵(음식)이 될 수 있을까?

6. 미사 중 성찬의 전례 때, 밀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체 변화를 함.

7.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특히 이 성체를 통해 이루어

짐.

8. 성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실체임. 예수께서 계시므로 분리할 수 없는 성부님과 성령께서도

함께 하심. 또한 성모님과 천사들도 예수님 곁에 계심.

9. 어느 교회 인가 책자에 의하면, 성체가 모셔져 있는 감실 옆에는 3000 명의 천사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있으며, 특히 미사 중 성변화 중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온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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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6 세기에 나타난 프로테스탄트(개신교인)들이 성체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부정함. 그러나,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 년)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성체 안에 실제로, 그리고 본체적으로 완전한

육신과 피, 영혼과 신성을 갖추고 현존하신다"고 선언하면서 이것을 믿을 교리로 규정하였음.

이제 질문하신 성체 성심 세미나에 관해 간단히 살펴 봅시다.

1. 한마디로 성체 성심 세미나는, 성체 안에 실존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과 신앙

증진을 위한 모임임.

2. 국내에서 성체 성심 세미나는 이범주 신부님에 의해, 1989 년 10 월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제 44 차 세계 성체대회를 맞이하여 시작되었음.

3. 8 주간 동안 한주간에 한번씩 세미나에 참석하여 강의를 듣고 그룹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

("신앙 성숙을 위한 성체신심 세미나", 불모임 엮음, 1991 년 민지사 간행)

제 1 주: 성체 안에 계신 분은 누구인가?

제 2 주: 성체성사에 대한 이해

제 3 주: 성체성사의 은혜

제 4 주: 미사성제 봉헌준비

제 5 주: 미사에 대한 해설

제 6 주: 성체신심 봉헌미사

제 7 주: 성체신심을 성장시키는 방법

제 8 주: 성체 안의 예수님을 본받음

4. 성체 신심 세미나 중 매일 15 분 이상 성체 조배를 하도록 장려함. (성체 조배는 성체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방문하여 그 분을 경배하고 그 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임.)

더 자세한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책자를 참조하시고, 가능하면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성체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성체 안에 참으로 계시는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빕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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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프쉬케" 님의 글

> "성체 신심 세미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 ----------------------------------------------------------

> 경험이 있으신 교우분이 있으시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수 성심, 성모 성심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성체 성심은 처음인데다

> 세미나까지 있다고 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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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들레헴에서의 예수 탄생 이야기

2004-12-23

사도 요한: 독수리의 눈으로 예수의 신성을...

14처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다보면, 다른 모든 사도들은 도망을 쳤지만 사도 요한만은 성모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갈바리아 정상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예수께서 가장 사

랑하던 제자 성 요한--당신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깊숙이 꿰뚫어 볼 수 있는 은총을 받으셨나이

다.

"하느님은 사랑"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사도 요한이여, 하느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 주소서. 또한 독수리의 눈과 같은 당신의 날카로운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도 올바

로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베들레헴에서의 예수 탄생 이야기>

다윗의 고을 베들레헴은 성 요셉의 본적지인지라 많은 친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0여군데나 들렀

으나 이들 부부는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섭리에 의하여, 이 세상 모든 것

을 창조하신 분이 베들레헴의 외곽에 있는 동굴 마굿간에서 가난하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느님께서, 2000여년전 이 마굿간에서 가난과 겸손을 입고 초라하게 태어나신

거죠. 그러나, 바로 이곳이 천국이 되었으며 하늘나라의 모든 천사들이 이곳에 와서 자기들의 주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 인가 "하느님의 신비의 도성"에 의함)

성 요셉은 불을 피워 한기를 없앤 다음, 너무 피곤하여 동굴 코너에 앉아 잠시 졸고 있었습니다. 동정

마리아는 그곳 마굿간 중앙에서 성부님께 기도를 드리며 탈혼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때 가브리엘 대

천사와 미카엘 대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역사에 의해 무릎꿇고 탈혼 상태에 있던 동

정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바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두 천사가 마치 신부님이 성체를 들고 계시듯,

아기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성모님께 육화된 예수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나를 따르세요" 이것이 육화된 말씀이신 예수께서 인성의 어머니께 하신 첫 말씀이셨습니다.

그리하여, 동정 마리아께서 최초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나의 아들, 나의 주님 (My Son, My God)"이라고 부르십니다. 인성으로 따지면 아들이고,

신성으로 따지면 자신을 창조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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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의 평화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의 성전에 듬뿍 내리기를 기원

드립니다.

+ 사랑의 삼위일체 하느님, 모든 영예와 영광, 감사와 찬미를 동정 마리아, 우리의 천상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하여 세세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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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세례를 묵상하며.. 물과 포도주

2005-01-09

+ 주님, 당신께서 세례받으심을 축하드리옵니다.

오늘은 우리의 주님이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영원한 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님으로부터가 아니라) 당신의 선구자,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여자의 몸에서 난 사람들 중 가장

위대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죄 사함을 주는 세례를

받으십니다. 창조주께서 창생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축성될 필요가 없으신 분이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물을 축성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에 의해 축성된 이 물로 우리 모두

세례를 받고 축성되었습니다.

이 물은 우리의 영혼의 때를 씻어주는 물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늑방에서 피와 함께

흘러나온 물입니다.

물은 또한 인성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물 밑의 어둠을 뚫고) 물에서 나오셨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제 어둠과 죽음의 그늘 밑에 앉아 있던 우리 인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음으로서,

예수께서 열어주신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심으로써, 우리 인간도 (구세주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에

의해) 천주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인간이 하느님과 같이 된다" -- 참으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면,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도 부럽지 않게 바로 하느님처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올바로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 같군요. (즉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포도주는 또한 신성을 뜻합니다. 미사 성전 때마다 신부님들은 물을 포도주에 부으시며

신성(Divinity)과 인성(Humanity)의 양위성을 동시에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포도주는 또한 예수께서 수난 당하실 때 우리를 위해 흘러주신 성혈을 의미합니다.

미사 때 이 포도주가 주님의 성혈로 (성령의 힘에 의해 참으로) 성변화되고...

예수님이 30 년간의 사생활을 마치시고, 인간 구원을 위한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요르단강에 가시어

먼저 세례를 받으심은 모든 인간이 우선 세례를 받아야 새로이 창조되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례 후 곧장 광야에 가시어 40 일간 단식하십니다. 사탄의 유혹도

받으시고.. 이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도 세속의 거친 물결과 유혹을 받을 것이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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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하여 모든 새 영세자들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딸)이다."

하느님으로부터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성체의 해를 맞이하여, 새해에 성체 예수님의 빛이 마리아사랑넷 형제 자매 모든 분들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침투하여 밝혀주시어, 우리가 참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게 되기를 성체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삼가 기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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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동안의 암흑과 축성된 초....

2005-01-31

항상 친절히 답변해 주시는 이 이냐시오 (까치)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형제님의 글 중, 성물방 봉사자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초는 축성 안 받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성교회에서는 2 월 2 일 봉헌축일에 초를 축성하며, 개인적으로 다른 때에도 신부님께 초를 축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교리” 대건인쇄소 간행, 책자 1 장을 참조하세요)

특히 "사흘 동안의 암흑" (성인들과 선견자들의 예언) (가톨릭출판사)이란 책자에, 프랑스 마리 쥘리

자에니 - "블랭의 오상받은 자"로 불리기도 하는 - 가 1891 년에 받은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암흑의 사흘이 오리라. 그 무서운 암흑 동안에는 ‘축성된 초’만이 빛을 낼 것이다. 초

한자루가 사흘 계속 타겠지만, 하느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집에서는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 사흘

동안 마귀들이 수없이, 또 흉측한 꼴로 나타나서, 소름끼치는 모독의 말로 공기를 진동시킬 것이다."

또한 복녀 안나 마리아 타이지는 암흑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데다 공기는 독성을 품고 있어서 주로 종교의 원수들을, 또 그외의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호기심 때문에 창문을 열어보거나 집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롯과 그의 가족이 천사들에게서 받은 경고, 즉 소돔을 빠져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한 것과 유사한 경고를 볼 수 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 본 순간 그 자리에서 죽어,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지극히 중대한 ‘심판’의 순간에 호기심에 차서 경박하게 행동하는

것은 금물이다.’

영적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이 “사흘 동안의 암흑”에 관한 예언을 귀담아 듣고 항상

주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군요. “하늘나라가 다가 왔다. 회개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활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가정교회에서 기도할 때 가능하면, 성상 앞에 축성된 초를 밝혀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길 기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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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 복음서의 상징과 그 의미를 묵상하며

2005-02-17

4 대 복음서의 상징과 그 의미에 대해서 저 자신도 관심이 많았는데, 자료에 잘 나와 있지 않고 간혹

혼동이 되더군요.

우선 질문하신 최 에밀리아노 형제님과 1 차 답변하신 이 이냐시오 형제님 사이에도 상징이 일치하지

않음을 봅니다.

<복음: 최 에밀리아노 형제님에 의한 상징 - 이 이냐시오 형제님에 의한 상징>

마태오: 사람 - 사자

마르크: 사자 - 사람

루가: 황소 - 소

요한: 독수리 - 독수리

저가 기억하기엔 마르크 복음은 사자로 상징되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제 1 장에 나와 있듯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그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한 복음이 독수리인 것은, (제 1 장에 사람이 되신 말씀이 바로 창조주 하느님이라고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신성을 특히 강조하였기 때문이고요.

마태오 복음이 사람인 것은, (제 1 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인 것 같군요.

마지막으로, 루가 복음이 소로 표현되는 것은, 제 개인 의견이지만 (제 1 장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유일하게 나타나 있듯이) 베들레헴의 동굴 마굿간에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와 관련되는 것

같군요. 구유에 누워계시는 아기 예수님을 피조물인 황소가 따스한 입김으로 훈훈하게 해 드리는

장면이 연상됩니다. 성 루가만이 4 대 복음사가들 중 유일하게 예수님의 탄생 및 유아시기와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는 특권을 받은 것 같군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 자료를 찾기 힘들어, 개인적 견해를 밝혔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짧은 복음서들이 인류에 미친 영향은 참으로 엄청난 것 같군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하느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함으로써 천상 은총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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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까치" 님의 글

> "*사자/사람/소(송아지)/독수리*"

> ----------------------------------------------------------

> > ----------------------------------------------------------

> > "woong0208" 님의 글

> > Ř 대복음서에 대한 궁금한점 꼭좀 알려주세요"

> > ----------------------------------------------------------

> > 4 대복음서에는 마르코 마태오 루가 요한 있잖아요

> > 그런데 마르코복음은 사자를 상징하고

> > 마태오복음은 사람을 상징하고

> > 루가복음은 황소를 상징하고

> > 요한복음은 독수리를 상징하는데 왜 그렇게 상징되는지 궁금하고

> > 상징하는것에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 *자세하면서 알기쉽게 알려주십시오

>

> + 주님,당신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시니이다.

>

> 자세하면서 알기가 쉬울런지는 몰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

> 다른 분들의 설명도 함께 기다려 봅니다.

>

> 참고적으로 요한 묵시록 4 장 7 절의 내용을 보시면

> 4 가지 생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

> "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았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았으며

>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고 네째 생물은 날아 다니는

> 독수리와 같았습니다"

>

> 여기에서의 네 생물은 피조물 전체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 또한 넷은 전체를 가르키기도하지요. 피조물들은 하느님이

> 깨어 계시면서(눈) 신속히(날개)중단없이 활동하고 게심을

> 증거한다고성서 주해의 내용을 보면서 4 복음서의 상징을

>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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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태오 복음서의 상징인 사자...

>

> 유다인에게 메시아를 부각시키려고 노력하여

> 사자로 표현하고 알려짐.

> ( 메시아이신 예수와 하느님의 왕국의 새백성의

> 일치를 강조한 복음서)

>

> ** 마르코 복음서의 상징인 사람...

>

> 간결하고 솔직한 인간적인 표현으로 신분을

> 숨기시는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 인간의 회개를 강조한 복음서.

>

> *** 루가 복음서의 상징인 소(송아지)..

>

>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께서는 특히 가난한

> 이들의 구원자로서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 예수님이 하느님의 종으로 희생제물이

> 되심으로 가장 위대한 종의 의미를 상징하여

> 소(송아지)로 나타내며 이는 하느님의 현존을

> 함께 의미함.

>

> **** 요한 복음서의 상징인 독수리...

>

> 불같은 눈으로 하느님을 직시하며 진리와 신비를

> 꿰뚫어 보는 통찰력의 예수님을 상징하여 독수리

> 로 상징되어 예수님을 통한 형제 자매와의 일치

> 를 알려줌.

>

> 상징이라는 것이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기에 더많은 의미와 뜻과 가르침이

> 있을 것입니다 성서 자료와 성서를 살펴보며 요약 정리를 하여 전해드리기에

> 부족하고 자세하지는 않더라도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

>

> 은혜와 은총이 풍성한 사순시기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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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성하께서 성모님 발현지에 대해 하신 말씀

2005-02-25

박 니꼴라오 형제님,

저가 오래 전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가 요한 바오로 2 세 교황 성하께 메주고리에 가도

좋으냐고 여쭤보니 교황께서 이렇게 답변하셨다는군요. "만일 거기에 감으로써 당신으로 하여금

하느님을 더 열심히 믿고, 신앙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면 가십시오."

복음 어디선가에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저주하셨으며 또 다른 곳에서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즉 어떤 성모님 발현에 대해서도 만일 그 메시지 말씀에

의해 우리가 더욱 성화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으면, 그 열매가

좋으므로 그 나무(즉 그 발현) 또한 좋은 나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국내에 있을 때 나주 성모 발현지에 여러번 간 적이 있으며, 또한 그곳에 정기적으로 아주

열심히 가시는 형제 자매님들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으며 이분들이 아주 좋은 가톨릭 신자로서

모범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 경험으로도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면 아주 평온해지고 천상 어머니 마리아께서 계심을

느낄 수 있어 마치 어머니 품에 들어온 느낌을 받곤 하였답니다. 세속의 일에 바쁘단 핑개로 종종 갈

수는 없었지만요...

교황 성하께서도 한국의 성모 발현지인 나주에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 개인적으로 믿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나주 성모님의 주된 메시지 내용:

1. 가정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라 (가정 성화)

2. 낙태를 중지하여라 (낙태는 살인)

3. 사제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교회의 중추역할)

4. 봉헌된 삶을 살아라 (하느님의 뜻을 이룸, 하느님께 영광)

5. 내 아들 예수와 내가 인류 구속을 위해 받는 고통에 참여하여라 (그리스도의 신비체와 모든 이의

죄에 대한 보속)

6. 나의 사랑의 메시지를 온 세계에 전하여라 (예수님과 성모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

7. 기도하여라. 열심히 기도하여라. (사탄을 물리치기 위한 묵주신공과 첫토요일 신심과 매주 목요일

성시간 기도 등을 강조)



174

이 성모님의 말씀은 복음 및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함을 누구나 쉽사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가능한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는 형제 자매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발현의 진위를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모님을 아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탄과 악령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혼동시키며, 성모님의 참된 메시지를

멀리 하겠금 각종 수단을 다하여 공격하겠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참된 말씀 (즉 성경)으로 이를

물리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 나주 성모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피눈물로써 우리나라와 세계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과

회개와 보속과 기도의 메시지를 주시어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당신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영원히 영예와 영광과 찬미와 감사

받으소서. 아멘.

마리아의 땅 메릴랜드에서 마리아 스테파노 드림.

PS1. 포르투갈의 파티마 발현과 하느님의 자비심에 관한 사적계시 (폴란드) 등도 지금은 성교회에서

정식으로 인준한 상태지만, 그 당시 초창기에는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파문 또는 금지

당했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자비심에 관한 사적계시를 받으신 파우스티나 수녀님은 이제 성녀로서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죠.

PS2. 하느님께서 구약 시대엔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주님께서 강생하시기 직전엔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내시고,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영광된 재림 직전엔 당신의 어머니를 다시

보내시어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겠금 하시는 것 같군요.

PS3. 나주 웹 사이트 www.najumary.or.kr 를 꼭 방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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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성교회와 복음이 우선...

2005-02-27

장이수 (비둘기) 형제님,

물론 성서 말씀과 복음이 가장 중요하겠죠. 복음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간이

되시어 강생하시어 공생활 중 인류에게 남기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니까요.

만일 성모님께서 발현하시어 현대인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본인에게 맞지 않으면, 그 메시지

보다는 성서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주 성모님 발현을

받아들이시기 힘드신 분들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겠죠.)

바티칸의 어느 추기경님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성모님 발현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고 수백건이 올라와

있다면서 이 시대는 성모님 발현의 시대라고 하시더군요. 특히 이 시대 말엽에 와서 성모님의 발현이

아주 빈번해지고 있는데, 이 중엔 성교회에서 인정한 발현도 많고 그리고 최근의 여러 발현들은 아직

조사중이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그 가르침에 충실하는 것이겠죠. 만일 성모님의 메시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성경을 열심히 보시고 성사에 열심히 참여하시면서 그 다음)

성교회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발현들을 우선 접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루르드엔 1858 년에 발현하시고, 파티마엔 1917 년에, 그리고 일본 아키다엔 (저가

기억하기엔)1983 년경... 이 세 발현은 성교회가 정식으로 인정한 발현이고... 이외에도 인정된 발현이

많이 있죠. (멕시코 과다루페에선 1531 년에 발현 - 교회 인정)

이러한 성모님 발현을 직접 목격한 당사자들 중 많은 분들이 하느님의 은총과 잘 이끌어주신

덕분으로 복자 또는 성인품에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루르드에서 가난한 물방앗간 주인의

맏딸로 태어난 14 세 양치기 소녀 베르나데타(Berbadette)는 1858 년 2 월 11 일 가브 강변의 얕은

굴속에서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를 직접 뵙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 후 18 차례에

걸쳐 매우 젊고 아름다운 부인을 보았는데, 3 월 25 일 주님 탄생예고(성모 영보) 축일에 그 귀부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니, 귀부인은 겸손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나는 원죄없이 잉태된

자다.” (Immaculate Conception)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가난하여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베르나데타가 교회에 이 사실을 전하니, 이는 바로 4 년전인 1854 년 12 월 8 일 (복되신 동정마리아

원죄없으신 잉태 축일)에 교황 비오 9 세께서 성모의 원죄없이 잉태되셨음을 믿어야 할 신덕 도리로

결정 공포하신 사실을 하느님께서 그릇됨 없음을 증거해 주신 것이라고 성교회는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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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나데타는 수녀원에 들어가 생활하던 중 35 세에 중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는데, 그 후 성교회의

시성조사중 그녀의 순명, 극기, 겸손, 인내, 타인애 등 여러 덕행에서 출중함이 밝혀져 성인품에 올라

이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장이수 (비둘기) 형제님이 나주 성모님의 메시지 중 복음에 어긋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아래글 참조) 잠시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주 성모님의 메세지의 일부분에는

>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줄 사람이 없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 복음의 혼란을 일으킬 만한 메세지는 자칫 우려가 됩니다.

천상에서 내려오시어 주신 성모님의 말씀은 영적 말씀인데, 이 말씀을 육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군요. (죄송한 얘기이긴 하지만요)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줄 사람이 없느냐> 이 성모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2000 여년 전에

성요셉과 성모 마리아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실 때, 사제 성 시므온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루가 2:35) 라고 예언하신 것 처럼 칼로 찌르는 듯한

성모님의 깊은 영적 고통을 이해하여야 할 것 같군요. 또한 성모 칠고 기도문엔 이 고통을 비롯한

성모님의 일곱가지 고통이 잘 나타나 있죠. 성모님이 당신 아들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에서 받은

고통이 워낙 컸기에 성모 마리아를 “통고(즉 고통)의 어머니”라고도 성교회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천상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아직도 이 시대의 인류를 위해 피눈물 흘리며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리하여 성모 호칭기도를

보면 성모님을 “순교자의 모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고 하셨는데, 모든 인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인류를

위해 아직도 천상에서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최근에 성교회로부터 정식 인정을 받은 일본 아키다와 네델란드 암스텔담에서의 두

성모발현을 잠시 살펴보면, 성모님이 등뒤에 십자가를 진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명동성당

밑에 있는 가톨릭회관의 푸른군대 사무실에 가시면 그 성화를 구입하실 수 있음.)

마지막으로, 장이수 형제님의 말씀은 참으로 옳은 말씀이라고 사료됩니다. 우선은 성교회를 따라야

하겠죠.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도 순교자의 모후 "통고의 어머니"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누어지고 고통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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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둘기" 님의 글

> "교회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기초입니다."

> ----------------------------------------------------------

> 나주의 성모님 발현 진위여부는 오직 하느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 우리는 나주가 아니라도 성모님을 어머니로 만날 수 있습니다.

> 교황성하께서의 말씀도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것이라 사료됩니다.

> 나주의 성모님 메세지에는 복음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물론 어느 발현지의 메세지라도 복음과 다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그러므로 메세지는 참고이어야 하는 것이지

> 결코 복음의 상위가 되어서는 안되며 또다른 복음일 수는 없습니다.

>

> 복음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올바로 인도하는 진리입니다.

> 만일 복음과 다른 메세지가 있다면 그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것이어야 하며

> 늘리 퍼뜨려 복음의 혼란을 초래케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나주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치 성령의 인도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귀하의 글이

> 조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주 성모님의 메세지의 일부분에는

>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줄 사람이 없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 복음의 혼란을 일으킬 만한 메세지는 자칫 우려가 됩니다.

> 성령의 주님께서는 바른 깨우침을 주십니다.

> 그것이 복음의 힘이며, 진리의 하느님께서 펼치시는 권능이십니다.

>

> 그리고 일치의 성령께서는 결코 폐쇄의 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 나주는 한국의 성모님으로만 만들고 있으므로 의아스러운 면도 없지 않습니다.

> 그쪽의 명분도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 주위에서 조금만 비판해도 사탄이니 악령이니 하면서 발끈하는 것은

> 일치를 이루시려는 성령의 움직임이 아닌 것입니다.

> 세속적(적대시함)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처사입니다.

> 성령께서는 결코 다른 형제들을 그렇게 대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

> 교회의 의견에 먼저 따르는 것이 기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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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목적과 하느님 알기

2005-03-13

왕 엘리사벳 자매님,

미국에서 발간된 가장 전통적 교리서 중 하나인 '성요셉 볼티모어 교리서'에 의하면, 인생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고 봉사함으로써, 하늘 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함"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선 하느님을 알려고 노력하여야 할 것 같군요. 세속적 공부(즉, 국어,

영어, 수학 등등)도 하여야겠지만,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위하여 하느님을 알려는 '영적 공부'는 인생의

목적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중의 아버지, 어머니 중의 어머니, 조상

중의 조상이신 하느님--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를 우선 알아야겠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면, 아무리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인생을 헛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너무도 부족한 저지만, 하느님을 좀 더 잘 알려고 노력하는 엘리사벳 자매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서 공부

"성서를 모르면 하느님을 모른다"고 어느 성인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느님을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성서를 통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비신자였던 저도 20 대 후반에 어떤 젊은 부부(현재 신학교 교수)의 도움으로 요한복음을

함께 읽으며 성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유학생들의 성서 공부 그룹에

끼게 되어 성서 공부를 조금 하다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죠.

그후 오랫동안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 10 여년전 어떤 계기에 의해 성모님을 체험하게 되어

그후 천상 어머니의 이끄심으로 매일 성경을 읽고 가능한 매일 미사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체계적으로 성서공부하기 위해 어떤 그룹에 참여해도 되겠지만, 꼭 그러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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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복음 (즉 마태오, 마르크, 루가, 요한 복음) 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제 2 위의 하느님이시며 하느님과 본질이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시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의 행적이 복음서에 담겨져 있으니까요. 4 대 복음 중, 첫 셋 복음은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고 하여 공관 복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성

요한에 의해 가장 나중에 씌어졌으며,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이 또한 동시에 참 하느님 (즉 하느님의

신성) 이심을 가장 깊숙이 꿰뚫어 본 요한 사도의 글이므로 우선 요한 복음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요한 복음 처음부터 조금씩 읽어 보세요. (혹시 예수님의 탄생 및 유아시절에 관심 있으시면,

루가 복음 1-2 장을 우선 읽은 후 요한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도 한 방편이겠죠.)

만일 더 여유가 있으시면, 천주교 달력 등을 보면 매일 독서 지침(매일 미사성제의 말씀의 전례 중

전세계 교회에서 사용하는)이 나와 있으므로 매일 저녁, 그 다음날 독서를 미리 읽는 것도 아주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조용히 묵상하시며 성서 봉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적어도 하루에 15 분

이상)

(2) 미사 성제 참여와 성체 조배

가능한 주일 미사 외 평일 미사에 참여하고, 또한 성체 조배실이나 성당의 감실에 가셔서 성체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조용히 묵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면, 하느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말이 길어진 것 같아 죄송합니다.

왕 엘리사벳 자매님이 하느님을 더욱 더 잘 알고 사랑하고 봉사함으로써, 하늘나라에서 하느님과

영원히 행복히 살 수 있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 ----------------------------------------------------------

> "마리아님사랑" 님의 글

> "성당을.."

> ----------------------------------------------------------

> 다닌지 얼마되었는지 그 기간도 모르겠습니다.

> 어릴적 세례를 받고 냉담자의 생활로 지내다가 고 2 때 친구의 손을 잡고 성당에 들어갔습니다.

> 주님을 만났습니다.

> 그 이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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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성당을 다닌것은 뜸해졌습니다.

> 지금 다시 성당에 매주 미사를 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금 제가 혼란에 빠진것은 혼란에 빠졌다기 보다..

> 저의 무지함에 주님에 대해 아는것이 하나도 없는 저의 모습에 정말 너무 죄송했습니다.

>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변함이 없는데..

> 왜 이다지도 알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집니다.

>

> 그렇게 맘이 아프고 힘들어 하던 중 이 곳을 찾았습니다.

> 역시 주님은 절 버리지 않으셨던것임을 믿습니다..^^

>

>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 무작정 성서를 공부하는 곳으로 들어가기도 그렇고..

> 에비신자들 모아놓은 곳에 가서 교리를 들어야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

>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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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신심의 거인 - 성 루도비꼬

2005-03-23

현재 시복(또는 시성?)조사 중인 레지오의 창설자 프랭크 더프 (아일랜드인) - 이 분이 바로 몽포르의

성 루두비코께서 지은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란 책자를 보고 마리아에 대한 신심을 실천하고자

하는 충동을 받고 레지오 마리아를 창설하였다고 합니다.

이 성인은 또한 교황님의 성모신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쳐, 교황께서 위에서 언급한 책자로부터

"Totus Tuus" (온전히 당신의 것)를 모토로 삼기까지 하였습니다.

프랑스의 몽포르란 지방에서 1673년에 태어난 루도비코는 어려서부터 성모께 특별한 신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모신심에 있어서 아마 가장 위대한 성인 중의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은 그리스도와의 합일을 의미하며, 완덕에 이르는 손쉽고, 빠르고, 완전하고,

또 안전한 길이다." - 성 루도비꼬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하 안토니오 신부 엮음) 간행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과

성요셉출판사 간행 "몽포르의 성 루도비꼬 전기"를 꼭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왕국은 마리아를 통하여 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 보다도 성모 마리아가 더

욱 알려지고 더욱 사랑을 받고 더욱 공경받을 것을 하느님이 바라고 계심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하느

님의 자녀들이 성신의 은총과 빛으로 내가 알려 주려는 완전한 내적 신심을 실천한다면 반드시 성취

될 것이다. 그 때에 비로소 그들의 믿음으로만 볼 수 있었던 것은 뚜렷이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

성 루도비꼬

성주간을 맞이하여 <Passion of Christ와 파스카 신비> (작년 사순절에 올린 글) 를 아래에 첨부하였

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조하세요. 형제 자매님 모든분들께 복된 성삼일과 부활절을 기원드립니다.

참조: 루도비꼬 성인의 본명은 St. Louis Marie Grignion (De Montfort)이며, 중간 이름 "마리아"는 아

마 서원 때 받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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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동희" 님의 글

> "(급해요)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

> ----------------------------------------------------------

>

> 레지오를 하고 있는 단원입니다.

> 레지오 기도문중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

>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터넷 찾아봐요 관련 내용이 없네요.

> 아시는 분 답글좀 달아주세요.

> 아주 조금한 정보라도 꼭 알아야합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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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 당하신 수난

2005-03-23

성녀 베르지다는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매 맞으신 숫자를 알고 싶어하였는데, 어느날 예수께서

그녀에게 발현하여 5480 대의 매를 맞았었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맞으신 이 매를

공경하기 위해 하는 기도가 성녀 베르지다의 "예수 수난 15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한국본부 아베마리아 출판사 간행)

또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조그만 기도책자인 "Pieta"에 보면, 더욱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장한 병사들이 150 명, 나를 묶어서 끌었던 자들이 23 명.

법 집행관들이 83 명, 내 머리에 150 대, 내 배에 108 대, 내 어깨에 발길질이 80 번.

내 머리에 줄을 메어 끈 적이 24 번, 내 얼굴에 침 뱉은 것이 180 번.

내 몸을 때린 적이 6666 번, 머리를 때린 것이 110 번.

거칠게 밀었으며 12 시에 머리채로 끌어올려졌고, 가시로 찌르고 수염을 잡고 끌어올린 적이 23 번,

머리에 20 군데의 상처, 아주 큰 가시로 72 번, 머리를 가시로 찌른 것이 110 번, 이마에 치명적인

가시가 3 개. 그후 조롱받는 왕으로 놀림을 당하고, 몸에 상처가 1000 군데.

갈바리아로 나를 끌고 간 병사가 608 명, 나를 쳐다본 자들이 3 명, 나를 조롱한 자들이 1008 명, 내가

흘린 피방울의 숫자는 28,430 이었다."

(Benedetta DA S.S., 교황 레오 13 세, 1890 년 4 월 5 일 로마)

참조: 베네데타란 분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으시고, 레오 13 세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것으로

추측됨.

+ 우리를 위해 그토록 고통과 수난을 당하신 예수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여, 영원히 영예와 영광

감사와 찬미 받으소서. 아멘.

> ----------------------------------------------------------

> "임종윤" 님의 글

> "파티마의 성모발현??"

> ----------------------------------------------------------

> 오늘 수녀님께서 묵상글로 예수님이 어떻게 얼마나 수난을 당하셨는지 말해주셨는데요... 수치가

나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글인지 궁금해요..

> "나는 몇번의 발길질을 당하고 몇번의 침뱉음을 당하고..3 번 죽을번했고.."

>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다시 알고 싶어요.내용이 잘기억이 안나서..

> 나중에 수녀님께 물어보니까 파티마의 성모발현 중에서 예수님께서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분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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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의 마패"를 지니신 예수

2005-03-29

김미라 자매님,

진리와 빛이신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하신 자매님께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벌써

어려운 질문을 하셨군요.

하느님은 삼위일체 즉 성부 (제 1 위), 성자 (제 2 위) 그리고 성령 (제 3 위) 이시지만 한분의

하느님이시죠.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완전히 이해하기 힘든 신비라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1 장 19 절)를 보면 하느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라고도 하는 성자께서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시지만 (즉

신성을 지니고 계시지만), 약 2000 년전 하느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서

인성을 취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즉

양위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복음(마태오, 마르크, 루가, 요한에 의한)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능력으로서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해주시고, 죽은 이도 살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마치 예수님이 "신성의 마패"를 지니고 계셨던 분이라고도 생각이 들더군요. 암행어사 마패... 그

당시 유다인들은 그분의 신성의 마패를 몰라봐서 그 분을 십자가형에 처하였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하느님이시므로, 죽음의 독침을 물리치시고 인간들에게 생명과 부활의 선물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만일 구세주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면, 모든 인간들이 죽음의 구렁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성금요일 오후 3 시경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해 바친 그의 엄청난 구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행복을 얻지 못하고 멸망의 운명에 처하게 될 인간들을 신비스럽게 미리 보시고 성부께 애정스럽게

슬퍼하며 탄식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활시기에 많은 은총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마리아 스테파노 드림.



185

> ----------------------------------------------------------

> "주님따르리" 님의 글

> "예수님이 하느님이신가요?"

> ----------------------------------------------------------

> 제가 예비신자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

>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예수님으로 오신건가요?

>

> 이런 질문을 한다는게 좀 그렇지만요... 예수님이 골고다 현장에서 칠언을 하셨잖아요

>

> 그 중에서 "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셔서..

>

> 그래서 하느님과 예수님이 따로 계시는지 ..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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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힘껏 도와드리죠

2005-03-30

김미라 자매님, 좀이라도 예수님을 아시는데 도움되었다니 반갑군요.

마리아 스테파노란 이름으로 인하여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원래 세례명은 스테파노(즉 남자)였는데

천상 어머니 마리아님에 대한 감사, 사랑 및 존경의 뜻으로 마리아란 이름을 가르멜 재속회원 서원

때 덧 붙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으니까 형제건 자매건 관계없지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화가 마리아사랑방 가족 모든분들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마리아 스테파노 드림.

> ----------------------------------------------------------

> "주님따르리" 님의 글

> "감사합니다.."

> ----------------------------------------------------------

> 감사합니다. 그럼 즉... 삼위일체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은 즉 하느님이라는거죠?

> 마리아 스테파노 자매님의 답글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주님의 진리를 얻고자 노력은

> 하는데 모르는게 넘 많아요.. 마리아 스테파노님이 도와주세요..

> 도와주실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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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을 위한 가장 좋은 유산

2005-06-17

(살레지오회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님글)

6 월 18 일 연중 제 11 주간 토요일-마태오 6 장 24-34 절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저는 성장기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만 만나면 신신당부 드립니다. 제발 아이에게 목숨 걸지

마시라고. 아이 갖고 10 달 동안 조신하게 지내셨지? 배 아프게 아이 낳으셨지. 자라면서 속은 또

얼마나 새까맣게 탔습니다. 아플 때 마다 들쳐 엎고 병원을 뛰어다닌 것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리고

갖은 고초를 겪으시면서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만큼

하셨으면 저는 부모로서 할 일 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동물이 18 년, 19 년, 20 년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합니까? 물론

부모님들의 자식을 향한 걱정, 잘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안하면 이상한 것 같다고 말씀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과한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이제 자녀로부터 좀 벗어나셔서 여유롭게 살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 노후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에 대한 애정을 넘어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만 자녀를 자유롭게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드립니다. 고등학교 딱 마치면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신경 딱

끄십시오. 용돈도 더 이상 주지 마십시오. 대학교 입학금과 1 학기 등록금만 내주시고, 다음

학기부터는 모른 체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세상 쓴맛도 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한 밑바닥

생활을 해봐야 자생력도 독립심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평생 걱정

없이 살 정도의 넉넉한 금액의 유산도 좋겠습니다. 평생 살아갈 도구를 챙겨주기 위한 교육적 투자도

중요합니다. 한 50 평되는 아파트 하나 물려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 2 만평 정도 되는 대지를

물려줘도 좋아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유산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평생을 살아가다보면 갖은 역경

앞에 서게 됩니다. 일이 잘 풀려나가다가도 한 순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쳐지기도 합니다. 그 순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줄 아는 낙관적인 인생관, 긍정적인 삶의 가치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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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게 해주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유산은 없습니다.

한 자녀 당 한 10 억 정도 유산을 남겨두면 충분하겠지? 한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큰 오산입니다. 재산 있다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유산은 결국 신앙을 전수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

말입니다. 살면서 고통이 다가올 때,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려니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신앙, 어떤 역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낙관적인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지나친 걱정을 자제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걱정은 아무래도 자녀들을 향한 걱정이겠지요. 어떻게 해서든 잘

풀려야 할텐데, 남보다는 나아야 할텐데,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살아가야 할텐데, 갖은 걱정에 밤잠

못 이루십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자신의 삶은 완전히 뒷전이고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겁니다.

부모가 수명이 다 되어 임종 중에 있는데, 자녀들이 죽어가는 부모 앞에서 재산문제로 다투는 일,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자주 봅니다.

자녀교육을 하실 때, 어떻게 해서든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인간을 만들려고 노력하신

것이 아니라 “돈이 최고다, 돈이면 다다, 어떻게 해서든 너는 남을 딛고 성공해야 한다, 너는 어떻게

해서든 최고가 되어야 부모가 임종할 때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임종이 얼마나 행복한

임종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두려워 할 줄 알게, 하느님 사랑 느낄 수 있게, 신앙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간을 사랑할 줄 알고, 삶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방법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이 돈이라는 것,

돈에 목숨을 걸지 말라고 가르쳐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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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이름의 뚯과 마리아 막달레나...

2005-09-01

마리아란 이름이 신약성서에 많이 나오죠. 마리아 막달레나는 (갈릴레아 지방의) 막달라 마을에 가서

호화로운 타락의 생활을 했었던 마리아란 뜻이며, 성모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마리아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즉 그녀의 본명은 성모님과 같은 마리아죠.

참고로 마리아란 이름은 아주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는데,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그 어원이 "무엇에

대항한다 (즉 opposition)"를 의미한답니다. 창세기의 3 장 15 절 (최초의 좋은 말씀이므로 원초적

복음이라고도 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을 보시면, 여자와 그 후손 그리고 뱀 (즉 사탄)과 그 후손의

대결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자와 그 후손의 승리가 예언되어 있죠. 즉 우리의 천상 어머니

성모님과 성모님을 따라 다니던 여러 마리아들 (즉 뱀의 무리에 대적하는 마리아 군단, 레지오

마리아)을 생각해 보시면, 왜 이분들이 마리아란 이름을 가졌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성모님의 깃발아래 모여 마리아 군단의 일원이 되어서, 뱀의 군단에 대적합시다. 아멘.

메릴랜드에서 마리아 스테파노 드림

PS. 마리아 막달레나는 처음에는 방탕하게 지내다가, 예수님이 그녀로부터 일곱 마귀를 쫓아낸

후부터 회개하여 줄곧 예수님을 따라 나선 여제자이며, 베타니아에 집이 있었으며 그 집에

예수님께서 공생활중 종종 들렸죠. 그녀의 언니는 마르타, 오빠는 라자로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되살려 주셨던)이죠. 또한, 성모님을 따라 갈바리아에 까지 올라가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예수님 곁에

성모님, 그리고 제자 성 요한과 함께 한 아주 위대한 성녀였으며 세인들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저가 가장 사랑하는 성인들 중의 한분이기도 하고요.

> ----------------------------------------------------------

> "막달라" 님의 글

> "막달라와 막달레나에 대해서"

> ----------------------------------------------------------

> 어떨때에는 마리아 막달라라고도 하고 또 어떨때에는 마리아 막달레나라고도 하는데 둘다 같은

말인가요? 즉 막달라와 막달레나가 같은 이름인가요? 꼭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고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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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 신비의 도성"에 의한 성모님이 잉태시 나이

2006-01-02

마틸다 자매님,

17세기경 스페인 아그레다의 수녀 마리아를 통해 성모님의 일생에 대한 신비가 알려졌는데, 이 신비

들은 "하느님의 신비의 도성" ("Mystical City of God")이란 책자에 실려 있습니다. (교회 공인 및 여러

교황님들의 격찬을 받았음.)

이에 의하면,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하실 때(즉 성모 영보 축일)의 나이는 우리 나이로 15세경이었다

고 합니다. (정확히 14년 6개월 17일째) 제 기억에 의하면, 성 요아킴과 성 안나 부부가 계속 아기가

없다가,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하여 은총으로 마리아를 가진 후 마리아께서는 만 3세 될 때 자헌 (스

스로 하느님께 봉헌)하여 성전 부속학교에 부모의 인도하에 가서 사셨습니다. 그러는 중 부모님은 별

세하고 성 요셉과 약혼 중에 나자렛에서 예수님을 잉태하셨죠.

그리고, 성모님은 약 70세 가량 이 땅에 계시며, 주님의 신부인 성교회가 자라는 것을 도우셨으며 돌

아가시기 3년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미리 예고하시고, 다시 3일전 예고하였으며, 돌아가신 후 3일

째 되는 날 새벽에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직접 천상의 모후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셨다고 합

니다.

마리아 사랑넷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Mother of God 축일에 와싱턴에서

> ----------------------------------------------------------

> "프쉬케" 님의 글

>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실 때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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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 됩니까?

2006-05-28

윤 토마스 형제님의 말씀은 참으로 지당한 것 같군요. 특히 하느님의 자비심의 비서로 뽑힌 성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생전에 수녀원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교회의 말씀이 다르게 생각된 경우가

있었는데, 사적계시로 나타나시던 예수님이 성 파우스티나 수녀가 교회를 따랐다고 하였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우린 사실 2000 년전의 예수님의 3 년간 공적계시와 하느님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에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만으로도 모든 진실을 알 수 있고 하느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발버둥하는 현대에 특히 성모님과 예수님의 발현 및 사적계시가 많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는

하느님의 특별한 배려인 것 같군요.

한가지 참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년전 어느 신자가 요한 바오로 2 세 교황님께 메주고리

성모님의 발현지(아직 교회에서 인정되지 않은)에 가도 되냐고 여쭤보았을 때, 교황님께서 만일

거기에 감으로서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하느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고 교회의 성사생활에 더 열심히

참여하는 등 많은 열매를 맺으면 가라는 등의 말씀을 하셨답니다. (참으로 가서는 안될 곳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그런 장소들이겠죠. 그리고 나무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복음 말씀도 있죠.)

다가오는 성령강림절을 준비하며, 무엇이 교회의 뜻인지 하느님의 뜻인지 영적 식별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

> ----------------------------------------------------------

> "아이" 님의 글

> "한가지 보탬이 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 ----------------------------------------------------------

>

> 아직 교회의 인가가 나지 않은 세계 각곳의 많은 발현 사건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나주 성모님'이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하느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우리들이 꼭 한가지 알아두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세상에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사적인 계시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어느 특정 인물을 통한 사적계시는 교회 역사상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티마의 성모님을 들 수 있겠지요. 베이사이드의 성모님 발현에 대해서

진실의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진짜 성모님이 발현하셨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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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그 반대로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만이 알고 계시며 판단할 일입니다.

>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설령 그것이 진짜 100% 진실이라고 할 지라도 교회에서 인가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교회의 법규를 지키며 순명할 의무가 있기에 교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오래전 종교계혁 때에도 교회에 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 물론, 인간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와 오류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런 나약한 인간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수

많은 오류와 문제들을 통해서도 일하셨으며 그리하여 지금까지 2 천년 역사의 가톨릭 교회가 많은

오류를 범하면서 성장하며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

> 우리들의 눈과 귀는 아주 예민한 것 같습니다. 어디에 누가 발현했다! 누가 잘 맞춘다! 여기가면

좋다더라.. 이러면 우리는 졸졸졸 따라갑니다. 물론, 그것은 병든 우리들의 목마름이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럴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첫번째며, 하느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에 순명하길 원하십니다. 정말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비판하고 벗어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교회의 오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 베이사이드의 성모님 발현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교회에서 인가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교회의

뜻에 순명하는 것이 올습니다. 정말 진실로 믿는다면 하느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순명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뜻에 순명하며

기도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러한 현상이나 장소의 은총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순명하는 것을 하느님은 더 원하실 것입니다.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마음이 아프실 지라도 우리는 교회에 순명하며 그 발현을 인정해 달라고

하느님께 청해야 합니다.

>

> 모든 지도자들은 하느님께서 뽑아세우셨습니다. 교회의 뜻에 순명하는 것이 하느님께 순명하는

것입니다. 베이사이드의 기도문이 많은 은총을 받는 길일 수는 있으나, 교회의 인가가 되지 않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접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네요..

>

>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하는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것도 하느님께서 뽑아 세운 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일을 행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과 그 방법을 구해야할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느님의 뜻에

따랐을 때 그가 왕위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며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느님의 방법을 청하며 그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