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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특집

‘죽음’ 에게 물었더니 ‘삶’ 이라고 대답했다

‘죽음’에게 물었더니 ‘삶’이라고 대답했다

3

3

겨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이다
글/

손영순 까리따스 수녀

사람이 태어나서 장애를 입지 않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고 혹 불치병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죽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가오
는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준비되지 않은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된다.
신앙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로 옮아감’ 이다. 하느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
이런 새로운 삶으로 가는 데에는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죽음
을 잘 준비하는 것은 삶을 잘사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호스피스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이 아니라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이야
기한다. 희망을 가지면서 준비하는 삶,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저당 잡히지 않는
‘지금 여기, now and here’ 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죽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죽음을
현재의 것으로 앞당겨 살아야 하는 것이다. 죽음의 현재화야말로 삶을 가장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의 겨울로 표현되는 죽음, 그러나 겨울은 죽음의 계절, 소멸의 계절이 아니
다. 눈과 추위를 견디면서 이미 땅 속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봄을 약속하는 씨앗들을 움트게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계절이 겨울이다. 이별의 계절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는 계절인
것이다. 새로운 봄을 열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떠나신 김수환 추기경님도 하늘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자 새로
운 봄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다.

이제 미구(未久)에 맞이할 죽음을 거치면 부족하고 자격도 없지만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자비
지극하신 하느님은 당신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받아 주실 것이다.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이
누리시는 생명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는” (묵시 21,4) 그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
이다. 아, 죽음, 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죽음을 기다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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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의 향기

Benedicamus Domino (주님을 찬미합시다) Deo gratias (하느님 감사합니다)

Benedicamus Domino (주님을 찬미합시다)
Deo gratias (하느님 감사합니다)
김충연 마태오 신부
갈말본당 주임

가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키, 서핑과 같은 운동을
앞으로
할 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먼저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어깨, 허리, 골반이 돌아
가서 자연스럽게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얼굴이 향하는 방향이 가고자 하는 곳과 일치
할 때 자연스럽게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
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르 1,15)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회개
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 ‘하느님께로 돌아섬’ 또는 ‘하느님께 되돌아감’ 을 뜻합니다. 회개
를 다른 말로 회두(回頭)라고도 합니다. 회두는 머리를 돌린다는 뜻으로, 뱃머리를 돌려 진로를
바꿈을 이르는 말입니다. 회두는 가고자 하는 방향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신학교 아침 기상 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기상을 맡은 신학생이 Benedicamus Domino (주
님을 찬미합시다)라고

노래하면, 다른 신학생들이 Deo gratias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노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학생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방향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주어진 하루
를 시작합니다.
인간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야 움직임이 자연스럽습니다. 신앙생활도 주님을 향
한 시선을 자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주님의 자녀임을 의
식하고 거룩함을 지향하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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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 단상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평 /신 /도 /단 /상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구에르치노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 1641 .

가운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누는 대화
는 꽤 매력적입니다.
복음이말씀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인들의 공간으로 들어가시면서 시작됩니
(요한 4,1-42)

다. ‘야곱의 우물’ 이라 불리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실 물을 청
하시자 여인은 질문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라고. 여자는 ‘차별’ 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샘’ 이라는 본질
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 자신이 ‘목마르지 않을 물’ 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밝힙니
다. 여인은 그저 ‘목마르지 않을 물’ 에만 관심을 갖고 그 물을 청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아직 알
지 못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 함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
자 과거에 그 여인의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음을 알아맞히십니다. 낯선 유다인이 자신의 과거를
알아맞히는 순간에 여인은 마음의 눈을 뜨게 되었으며,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얽매임에서 해방
되었을 것입니다. 숨기고 싶었으나 단박에 알아맞힌 그분 앞에서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예언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과 유다인들이 드
리는 예배 장소의 ‘차이’ 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녀는 사사로이 자신의 미래에 관해서 묻지 않습
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은 장소의 차이에 있지 않으며, 진실한 예배자들은 영(靈)과 진리 안
에서 존재하시는 아버지께 예배드린다고 하시지요. 여인은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 안에서 이미
변화했습니다. 내면의 밑바닥에 있던 자존감을 회복하여 기쁨을 맛봅니다. 그 기쁨을 고을 사람
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동안 피하기만 했던 그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한 것입니
다. 사람들 역시 이전의 그녀가 아닌 모습을 보고 궁금하여 예수님께 옵니다. 그분께 자신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합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이 배어있는 생활공간에서
이틀을 함께하셨습니다. 그들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다고. 이 여
인은 사도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차별하던 이방인의 공간에 들어가신 예수님, 거침없이 질문했던 사마리아 여인, 그
리고 그 시간 속에서 조용하지만 역동적인 변화가 생성되는 과정을 봅니다. 올해 성경 말씀을 묵
상하면서 그분께 자주 질문하는 친밀한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05 담화 요약
2021년 사순 시기 담화

2021년 사순 시기 담화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마태 20,18)
사순 시기: 믿음, 희망, 사랑의 쇄신을 위한 때
우리의 사순 여정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희망의 “생수” 를 길어 올리며, 하느님의 사랑
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입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마태 6,1-18 참조), 단식
과 기도와 자선은 우리의 회개를 가능하게 하고 드러냅
니다. 가난과 극기의 길(단식), 가난한 이를 위한 관심
과 사랑의 돌봄(자선), 그리고 자녀로서 하느님 아버지
와 나누는 대화(기도)는 우리가 진실한 믿음과 살아 있
는 희망과 실질적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1. 믿음은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느님과 모든 형
제자매 앞에서 그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촉구합니다.
이번 사순 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삶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교회가 전하고
있는 하느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연다는 의미입
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이 진리이십니다.
단식은 단순한 마음으로 이를 실천하는 이들이 하
느님의 선물을 재발견하게 도와주고, 그분 안에서
충만에 이르는 피조물인 우리의 현실을 깨닫도록 도
와줍니다.
사순 시기는 믿음의 때입니다. 우리의 삶 안으로
하느님을 환대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함께 사시
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때입니다(요한 14,23 참조).
2. 우리의 여정을 지속하게 해 주는 “생수” 인 희망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생수” (요한 4,10)를 주
실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
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신비를 통하여 충
만하게 주실 성령,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을
선사해 주시는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즈음과 같은 시련의 때에 희망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순 시
기는 우리가 착취해 온 당신의 피조물들을 계속해서

끈기 있게 돌보시는 하느님께로 되돌아서는 희망의
시기입니다( 「찬미받으소서」 , 32-33항, 43-44항 참조).
희망으로 사순 시기를 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
시는” (묵시 21,1-6 참조) 새로운 시대의 증인들임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모든 이를 위한 관심과 연민으로 그리스도의 발
자취를 따르는 사랑은 우리의 믿음과 희망의 가장
고귀한 표현입니다.
사랑은 다른 이들의 성장을 보며 기뻐합니다. 그러
하기에 다른 이들이 근심에 휩싸이거나 외로워하거
나 아프거나 집이 없거나 멸시당하거나 궁핍한 처지
인 것에 아파합니다. 사랑은 선물입니다. 사랑은 우
리의 삶에 의미를 주고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우리
의 가족, 친구, 형제자매로 바라보도록 해 줍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랑으로 함께 나누면 결코 고
갈되지 않고 생명과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작든지
크든지 기쁘고 소박하게 베푸는 우리의 자선도 이와
같습니다.
사랑으로 사순 시기를 보내는 것은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소외와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
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 43,1).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믿고 희망하고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
서 그리고 교회의 중심에서 언제나 충실하신
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당신 사랑의 현존으로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순간은
아래에
구세주
우리를

로마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프란치스코
교회문헌©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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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 제단체·모임·미사·피정·교육

교구 소식 및 교회 알림

3월 카나 혼인 강좌/커플당 3만원

특수사목 사제회의

사회복지회 후원회 미사

2. 24.(수) 14시, 교구청 대회의실

2. 22.(월) 10시, 사회복지회관 경당

2021년 비대면 ‘여정’ 성경공부

제55차 사회복지법인 정기 이사회

올 상반기에도 줌(Zoom)을 이용하여 비

2. 24.(수) 16시, 사회복지회관

대면으로 여정 성경공부를 실시합니다.

춘천평협 상임위원회

많은 관심과 수강 바랍니다.

루카복음서,
바오로서간
(10:30~12시)
사도행전
오전반

오후반
(19시~20:30)

바오로서간

마감: 2. 23.(화)까지 / 신청: 전화신청
후 계좌 입금, 신협 131-010-215773
재단춘천교구천주교회 (신청자 이름 명기)
수강비: 2만원 / 교재: 생활성서사 인터
넷 서점, 성바오로서원(춘천)에서 개별 구입
☎ 033-240-6020 문의 사목국 성경부

모집인원: 0명(장애인)
업무내용: 관리직
제출서류: 이력서 1부(자유양식)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면접일시 추후 개별통보)
제출기한: 2. 23.(화) 18시까지
제출방법: 우편,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ccgwanli@catholic.or.kr
제 출 처: 춘천시 공지로 300
천주교 춘천교구청 관리국
문
의: ☎ 033-240-6029

/

성산본당 반주자 모집
성산본당 교중미사(주일 11시) 반주자

2021년 1학기 명도학당 강좌 개설 안내
강좌명: 성경 이해를 위한 이스라엘의 지
리와 역사 / 강사: 오경택 안셀모 신부
운영방법: 대면 방식과 비대면 방식의 두 가지
개강일시 및 장소: 3. 15.(월) 19:30, 가톨릭회관
인원: 대면강좌-선착순 70명, 비대면강좌-제한없음
시간: 매주 월요일 19:30~21:30(10주간)
수강료: 대면강좌(8만원), 비대면강좌(3만원)
접수기간: 2. 21.(주일)~2. 28.(주일)
신청방법: 본당사무실에서 [신청서]작성하여 신청
유의점: 방역단계가 1.5단계 이상인 경우
대면강좌 수강인원을 축소 조정함

구합니다. ☎ 010-9634-4029

재단법인 춘천교구 가톨릭청소년회

후원회원 모집
교구 청소년 사목에 도움을 주실 교우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 신협 131-018-384026
재단법인 춘천가톨릭청소년회
✽후원해주실 때, 본당명과 이름
(예: 죽림동김대건)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실명으로 입금 시)

가입문의 및 신청 033-252-6062 청소년국

가톨릭회관 야외 십자가의 길

교구청 직원채용 공고

성소모임

본 당 알 림

2. 27.(토) 10:30, 가톨릭회관

화
목
(3. 2. 개강) (3. 4. 개강)

3. 27.(토) 18:30, 애막골성당
대상: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관면혼배를 위한 부부
접수: 사목국(033-240-6050, 일주일 전 마감)

가톨릭회관에 조성된 야외 십자가의 길은
누구나 오셔서 주님의 수난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두 번
째 지내게 된 사순 시기에 야외에서 평화
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교우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기도서는 지참 바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사 전이나 후에
‘평화를 구하는 기도’ 혹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춘천교구 가톨릭 상담실 운영 안내
심리, 신앙, 부부, 자녀, 아동 상담 실시
춘천: 화~금/ 영동: 월~금(10~17시 이용가능)
☎ 033-253-6006 춘천, 645-6016 영동

재속 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속초 글라라형제회 ☎ 010-5364-0373
춘천 디모테오형제회 ☎ 010-4705-7720

매일 밤 9시에 주모경 후
다음 기도를 바칩니다.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소모임은 수시로 신청받습니다.

살레시오회 성소상담

문의: 심재현 치릴로 신부

이롬치과
환자를 우선시하는 수준 높은 진료
춘천 CGV 대각선 길건너편 3층
교우 우대
☎ 033-910-0033
신동휘 아우구스티노

천주교 춘천교구

010-2042-8353

철원DMZ 고구려부동산
오누이 벌꿀
정직·성실 부동산 중개
천연벌꿀 및 화분 판매
☎ 010-3754-2593
김영훈 안토니오·안순이 로사

대상: 고3, 일반(35세 이하 미혼 남성)

광명 시술원

함경도 아바이 젓갈

만성 비염 / 허리 무릎 관리 전문
중풍 예방 관리 전문
춘천 제일 백화점 상가 1층 9호
☎ 010-6388-5995
박광열 이냐시오

한국인의 밥상 KBS 1TV 촬영
가자미식해 촬영지/ 가자미식해,
명태 식해, 명란, 창란 외 각종 젓갈
☎ 632-6561, 010-3341-0470
양수근 임마누엘·박순옥 임마누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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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회

사순 시기 희생저금통 안내
교황님께서는 코로나 백신의 나눔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셨습니다.
“백신은 인류 모두에게 제공될 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

갈바리노인복지센터 어르신모집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1~5등급 재가등급 받으신 어르신을 모집
방문요양, 방문목욕(강릉)
☎ 033-644-3477, 3474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대상: 15세이상 남
기간: 2021. 2월~12월(2월 예비학교)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최근 5년 평균 취업률 89.2%
☎ 02-828-3600 문의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프란치스코 교황-

2021년 희생저금통은 코로나19 백신을
구하지 못하는 저소득 국가를 지원합니다.
사순 시기 주님의 고통과 수난을 생각하
며 세계 어려운 이웃들이 백신 접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나눔 부탁
드립니다.
희생저금통은 성령 강림 대축일(5. 23.)까
지 모금합니다.
신협 131-002-444326
농협 301-0109-8015-71
우체국 200022-01-003023
☎ 033-243-4545 춘천교구사회복지회

운교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목욕) / 주간보호 어르신 모심
대상: 춘천지역 노인장기요양등급 수급자
도시락배달 자원봉사자 모집(연중 모집)
대상: 자가용 운전 및 도보 가능자
☎ 033-255-8980, 010-4274-1666

밀알일터와 함께할 직업적응 훈련생 모집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밀알일터
대상: 등록장애인, 기간: 연중 수시, 만18세
이상, 인원 00명 ☎ 033-261-7112 문의

환희수산

일 반 알 림

인 준 시 설

비대면 평생교육 ‘온(on) : 모아’ 이용자 모집
대상 : 비대면 서비스를 희망하는 장애인 누구나
기간 : 2월~11월(10개월) 2~4주차 금요일,
15시~16시(영상업로드)

미디어 활동 프로그램 ‘삶닮소’ 이용자 모집
대상 : 미디어 활동이 가능한 발달장애인 청소
년 8명 (5명 추가 모집 중) / 기간 : 3월~2022
년 2월(12개월), 주2회 월·수 15:30~17시
☎ 262-0035 사회활동지원팀, 262-3683

디모테오꿈마을요양원 모집
주간보호 어르신(장기요양등급자)
시설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자격증 소지자)
☎ 033-673-0933~4 양양군 양양읍

마리아의 집
미혼임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여성 입소가능
(재)착한목자수녀회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미혼모자시설입니다. ☎ 033-264-0194

가톨릭관동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모집
신청기간: 2. 1.~2. 26./ 수강기간 : 3. 8.~6. 11.
전문자격증, 교양, 취미, ICT 등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
☎ 033-649-7192~3 lifelong.cku.ac.kr

신·구약 성경 완독피정 (8박9일)
3. 12.(금)~3. 20.(토)
☎ 010-3340-0201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2021학년도 가톨릭관동대학교 추가모집
2021. 2. 22.(월)~27.(토)
의과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의료융합대학, 항공대학,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예술대학, 관광스포츠대학
☎ 033-649-7000 문의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모집단상담 :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되기
대상: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6명(선착순)
일시/운영: 3. 4.(목)~3. 25(목) 매주 목요일(총4회기)
오전 10시~12시, 온라인 zoom프로그램 실행
☎ 033-256-2000 강민구 상담원

여성긴급전화「 1366」강원센터

1년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가정폭력·성
폭력 등에 관한 위기상담과 긴급구조,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033-1366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 제30차 정기총회 안내 ◈
제30차 정기총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조합원님들의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1. 2. 23.(화)~25.(목)
매일 9:30~16:00
장소: 말딩회관
033-255-6742 가톨릭춘천신협

더봄치과

춘천 굴삭기.kr
각종 토목 건축 공사

최찬욱 요한·이은경 테오도라

주보 상호광고 접수 모집

문어 전문점 / 전국 택배
묵호항 활어판매센터
선어 좌판 5호점
☎ 010-3393-1044
차송주·김정순 가타리나

☎ 033-647-6063(강릉 임당동)
우명숙 글라라·김길영 마르티노

임플런트/사랑니발치/보철치료
춘천 KBS앞 스타벅스 2층
풍물시장 공용주차장 주차권 지급
☎ 033-254-2800 / 교우 우대
김태경 원장·김보회 프란치스코

속초 나드리 여행사

가람 익스프레스

산골농장 흑염소 건강원

일반, 포장, 보관이사, 전문업체
항상 미소짓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합니다.

"청정 양구" 자연 방목 흑염소
"30년 전통"의 농장 직영 건강원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 010-6443-4811
신양순 다리아

제주도, 추자도, 맛여행 3일-접수중
이스라엘·요르단 11일/이스라엘·
로마 12일-3월 이후 접수중
☎ 010-5373-8181
어일훈 느혜미야·어대연

☎ 033-531-7887(동해 묵호동)

☎ 244-2439, 010-9125-2828
강길훈·김경옥 비르짓다

상하수도·조경
☎ 010-6311-7989

광고기간: 3개월 / 6개월
구비서류: 교적사본,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www.cccatholic.or.kr
*금액 및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 참고

☎ 033-240-6012 문화홍보국

Diocesis of Chunche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