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 님  성 탄  대 축 일 』  2 0 1 7 년  1 2 월  2 5 일

성탄 낮 미사 전례는 4면에 …

발행인 김운회·편집 문화홍보국·주소 (24338)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00·전화 033)240-6012·팩스 033)240-6013·이메일 ccjubo@gmail.com

/목차/

02

2017년 교구장 성탄 메시지

03

성탄은 하느님 아버지의 선물

04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나해·제1921호

화답송

제2독서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DIOCESE OF CHUNCHEON

[2018년 사목교서]

신앙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 신(信)·망(望)·애(愛)의 삶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루카 2,14).

이천 년 전 베들레헴의 어둔 밤 속에 울려 퍼지던 천사들의 노래가 지금 이 땅 위에도 울려 퍼집

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던 이들에게도, 삶의 노고와 실패 속에서 아파하던 이들에게도, 

그리고 “어둠 속에 앉아있던”(마태 4,16) 이들에게도 이제 희망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비추는 참 빛”(요한 1,9)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탄은 구세주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 희망으로 인해 기뻐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

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이런 인간을 구원하고자 구세주께서 탄생하셨고, 한처음부터 계

셨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요한 1,14)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마태 1,23)이

신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은 우리 희망의 근거가 되고, 그 사랑이 한 순간으로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영원하리라는 사실은 우리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이렇게 성탄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히브 13,5; 신명 31,6)는 하느

님 사랑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기다리던 시편 저

자와 같은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이 날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 우리 기뻐하며 즐거워하세”(시

편 118).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온 이 기쁨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함은 기쁨을 삶 속에 뿌리

내리게 하며, 삶 속에 뿌리내린 기쁨은 우리를 하느님 사랑에 응답하는 삶으로 이끌어 줄 것

입니다. 이러한 응답의 삶은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느님

께 속한 것을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 두려움 대신 우리와 함께 계신 임

마누엘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선택하며 사는 것, 삶에 대한 불평과 좌절 대신 기도 안에서 

희망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 대신 작은 위로와 돌봄의 모습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응답의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사랑

에 응답하며 그분을 닮아갑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을 이제 우리

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원천이 되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그분 사랑이 여

러분 모두의 삶 속에 늘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이천 년 전 천사들의 노래

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항상 아름답게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루카 2,14).

2017년 성탄절에

천주교 춘천교구장 김  운  회 루카 주교   

하느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2017년 교구장 성탄 메시지❖

신(信) /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살아있는 복음서가 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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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은 하느님 아버지의 선물

교우 여러분 모두 성탄 축하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들에 대한 하느

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느

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요한 3,16)라고 알려 주며, 오

늘 복음에서 참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한 참 

빛이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

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

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요한1,1-4)

예수님의 성탄은 하느님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참 하느님이시면서도 스스로를 

낮추시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진정 하느님 아버지의 선물입

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힘

으로 이루어주신 은총과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은총과 사랑의 선

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이름이 밝혀주듯이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는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에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사목하는 옥천동성당에서는 매 미사 끝에 가정을 위한 기도를 바치

는데, 이런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성심, 언제나 저희 가정이 예수님의 마음

을 닮아 사랑으로 불타게 하소서. 예수 성심, 언제나 저희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같게 하소서. 예수 성심, 언제나 저희의 삶이 예수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예수님, 

저희는 언제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탄이라는 하느님 아버지의 선물을 받아 사는 사람들

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자 합니다. “적으면 적은대로 부족하

면 부족한대로 있는 만큼에 철저할 줄 알면서 새록새록 채워가려고 애쓰는 사람, 

아픔에 아파할 줄 알고, 슬픔에 슬퍼할 줄 알고, 거짓과 불의를 미워할 줄 알고, 

진실과 사랑에 민감한 사람, 가슴이 따뜻하고 넉넉한 사람”(최영미,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중에서)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 성탄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닮아 가족과 이웃

을 섬기는 삶이 성탄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모두들 아기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는 행복한 성탄 되십시오!

이동수 요한세례자 신부 

옥천동성당 주임

02 03
망(望) / 전례와 성사에 능동적으로 참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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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愛) /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복음을 담은 성화 <목자들의 경배>, 1646-165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