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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성탄과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며

천주교 서울대교구

+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한 해 동안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18년 새해는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의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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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성탄 메시지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히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맞아 여러분

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과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의 탄생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뤄졌습니다. 2000여 년 전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젊고 가난한 부부가 

유다 지방의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가난한 아

기의 어머니는 마구간에서 몸을 풀어야 했고, 포대기에 싸인 아기를 구유

에 뉘었습니다.(루카 2,1-7 참조)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가장 초라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

로 누워계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외 없이 모든 이들, 특히 연약한 이들

을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낍니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 역사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보며 작고 

약한 존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봅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에는 전쟁과 테러와 살생, 폭력의 위협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빈익

빈 부익부의 현상이 심화되고, 집단 이기주의와 각종 차별이 끊이지 않습

니다. 이러한 불평등 구조는 가난, 실업, 착취의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경제적 가치가 다른 모든 가치를 우

선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회는 상대

적 박탈감과 불신, 분열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

가는 사회는 겸손한 자세로 다른 이를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 그

리고 모든 살아있는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을 지닐 때 가능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증명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로마 5,8 

우리에 대한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이란 명분하에 

정부가 강력하게 주도한 산아 제한 정책과 산업화, 도

시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 현상으로 인해 현재 세

계에서 손꼽히는 저출산국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낙

태죄 폐지 관련 사회적 논의도 활발합니다. 그러나 어

떠한 경우에도 교회는 잉태된 생명, 즉 인간배아도 온

전한 인간이며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약하

고 힘없는 생명을 마음대로 없앨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

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간배아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 존재하면서 때로는 성가시거나 귀찮게 하

는 약한 존재를 받아들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

다”(「찬미받으소서」 120항)고 언급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보호

할 힘이 없는 태아는 우리가 돌봐야 할 가장 약한 존재

이며 또한 가장 소중한 생명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경제력이 

없고 비생산적이고 무력한 사람, 병들고 노쇠한 사람은 

사회에서 제거되어도 무방하다는 주장이 나올지도 모

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신 구세주 성탄의 신비를 묵상하

며, 우리 구원에 필요한 덕인 겸손을 잊지 않았으면 좋

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나 아닌 다른 생명을 존중할 

줄 알고, 주변의 아픔과 고통에 귀 기울이고 공감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은 일치와 친교의 출

발점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지도자들의 책임이 더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선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인들은 부디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

한 근본 토대가 ‘생명 존중’임을 잊지 말기를 부탁드립

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길을 좀 더 확신 있게 걸어가야 하

겠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노인들, 기댈 곳 없는 이민자

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생명마저 위협받는 노동자들, 

폭력에 내몰린 아동들과 여성들, 일자리가 없어 희망마

저 잃어버린 청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앞장서서 주변의 어렵고 소외

된 이웃을 돌보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평신도 희년 중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생명 보호

와 사랑 실천을 촉구하는 데에 평신도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탄

생의 신비로써 전하신 세상의 작고 약한 것에 대한 사

랑과 존중을 실현토록 할 것입니다. 특별히 2018년도 

사목교서 주제인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을 기억하

며 우리 각자의 삶에서 좋은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탄의 신비가 이끄는 신앙의 기쁨과 

희망을 지키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

러 현실의 유혹에도 굳건하게 참 생명을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성탄이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진정한 우리 모두

의 성탄축제가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다시 한 번 기뻐하며 하느님

의 은총과 사랑이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히 내

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민족을 축복해주시고, 

남북이 진정으로 화해를 이루어 하루빨리 한반도에 평

화의 날이 올 수 있도록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전

구를 청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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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송】  •••••••••••••••••시편 2,7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

늘 너를 낳았노라.

【제1독서】  ••••••••••••••••이사 9,1-6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화답송】 시편 96(95),1-2ㄱ.2ㄴ-3.11-12.13(◎루카 2,11참조)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

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

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

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 숲 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

하여라. ◎

○ 그분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 ◎

【제2독서】 •••••••••••••• 티토 2,11-14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복음환호송】 •••••••••••• 루카 2,10-11 참조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

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복 음】 ••••••••••••••• 루카 2,1-14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영성체송】 •••••••••••••••• 요한 1,14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입당송】  •••••••••••••••••이사 9,5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라 불리리라.

【제1독서】  •••••••••••••• 이사 52,7-10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화답송】 ••시편 98(97),1.2-3ㄱㄴ.3ㄷㄹ-4.5-6(◎3ㄷㄹ)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

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

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

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2독서】 ••••••••••••••••히브 1,1-6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

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복 음】 •••••• 요한 1,1-18<또는 1,1-5.9-14>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영성체송】 •••••••••••••• 시편 98(97),3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번동성당은 1983년 8월 수유동, 장위동, 창동성당을 모본당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삼각산 아래 오얏나

무가 무성한 것을 흥할 징조라 여겨 벌채를 위해 벌리사를 보내면서 이곳을 벌리(伐李)라 칭하다가 번리(樊里)가 되

었다고 합니다. 1985년 12월 임시 성전을 완공하여 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의 축복으로 본당의 기틀이 시작되었고, 

이후 1990년까지 군사상의 이유로 매여있던 건축 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인접 대지들을 매입하여 1993년 성전 봉

헌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전산정보실 부실장

번동성당 사진
 설명
사사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45 가락동성당        번동성당       수유1동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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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ù nella mangiatoia, Cappella delle Suore Adoratrici del SS. Sacrame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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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짐승들이 먹이를 찾으러 항상 구유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항상 죄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바로 여기로 오십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위에서 바라본 아버지의 관점에서 볼 때 원근감은 사라지고,

아기 예수님은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듯한 몸짓으로

양팔을 열어젖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런 모습으로 성찬례의 위치에 놓이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

희생된 어린양이십니다.

성탄을 위한 그림이지만,

이미 부활을 신비롭게 암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구유의 예수(Gesù nella mangiato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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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현미경

“내가 하는 기도가 올바른 것일까?”, “나는 무엇을 해달라는 청원 기도 밖에 해본 적이 없는데…”, “누군가 

내 기도를 코칭해줄 사람은 없을까?” 기도에 어려움을 겪으신다고요? 혹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막막하시다고요? 신자들

의 성숙한 기도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기도 현미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익명의 신자들(의뢰자)이 보낸 

기도 내용을 전농동본당 양경모 신부님이 꼼꼼히 살펴보고, 직접 기도 코칭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기도 

내용의 잘잘못을 가려내자는 게 아닙니다. 기도코칭을 받다 보면 기도에 금방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여러

분의 기도 생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길 바랍니다.

정리 가톨릭서울(서울대교구 홍보국)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이 로또 당첨밖에 없을까요?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의뢰자가 청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텐데요. 어려운 현실

을 극복하기 위해 의뢰자 스스로 ‘로또’라는 제한을 걸었다는 데서 기도는 베리베리 스튜핏! 

이는 기도의 결과를 의뢰자가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됐을 때만 기쁜 

거죠. 자신의 의도가 관철되었을 때만 기뻐한다면, 뜻하지 않은 상황이 닥칠 때 무조건 슬퍼할 수

밖에 없겠죠. 로또를 구매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결과를 정해놓고 

이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건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랍니다. 의뢰자가 

말한 다음엔, 하느님의 응답도 가만히 들어야 합니다. 쌍방이 말하고 듣는 것이죠. 

과연 하느님께서 의뢰자에게 “그래, 로또 당첨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요? 아마 하느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의뢰자가 일방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

입니다. 이런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 로또를 사려고 하는데, 사

는 게 좋을까요? 사지 않는 게 좋을까요?”라고 하느님께 여쭤보고 하느님의 메

시지를 들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느님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전반적으로 가치가 상충되고 있군요. 우선은요,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

을 받는다는 ‘상선벌악’의 교리를 따른다는 점은 그레잇! 하지만 악인에게 죗값을 묻

는 시점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하느님의 관점에서 죗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의뢰

자가 바라는 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려는 마음이 살짝 보이는군요~ 이것은 

제대로 된 용서가 아니라 오히려 위선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솔

직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주님, 저는 A부장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용서할 수 

있는 지혜와 길을 알려주세요.” 

죗값을 묻는 건 하느님의 몫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느님께서 A부장이 한 모든 일을 종

합해서 심판하실 텐데, 만일 하느님의 심판이 의뢰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하

죠? 그러므로 의뢰자는 ‘용서한다’고 표현은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A부장이 벌을 받게 해달라고 하느님을 이용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판은 하느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루빨리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청하셨군요. 외국인 노동자가 고향을 떠나 타지에 머

물며 일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들은 범죄자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집입니다. 우리와 다른 이들을 무시

하는 발언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주 노동자들은 괜스레 위축되기도 해요. 중요한 건 타인

에 대한 관심이랍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단순히 우리 동

네에서 외국인들이 사라지길 바라는 건 이기적인 마음이죠. 만일 그분들이 선진국에서 온 외국인

이었다면 과연 의뢰자가 무서워했을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면 타인의 상황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나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자는 기도는 올바른 신앙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가

족만의 평화를 지향하는 기도는 베리베리 스튜핏! 이럴 땐 하느님께 어떻게 하면 좋

겠느냐고 여쭤본 다음, 그 응답에 귀를 잘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

세가 필요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동네가 무섭지 않도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

는가를 생각해보는 것이지요.

전반적 가

을 받는다는

는 시점

자가

제

한 모든 일을 종

않으면 어떡하

인이 원하는 

있습니다.

기도쪽지 

주님, 오늘도 직장에서 만난 A부장

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저를 무시하

고 제 성과를 가로채는 A부장을 주

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용서하려 하

오니, 저는 A부장에게 앙갚음을 하

거나 똑같이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대

신해 A부장의 죄를 물어주실 것이

기 때문입니다. 부디 그가 죗값을 

치르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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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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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좋

하는 자

있

첫 번째 의뢰자 사연

기도쪽지 

주님, 최근들어 저희 동네엔 외국인 

노동자가 부쩍 늘어났어요. 

이러면 안되겠지만 솔직히 외국인 

범죄도 늘고있어, 밤에 돌아다니기

도 무서워요. 하루빨리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2 두 번째 의뢰자 사연

기도 이즈 베리 
            임폴턴트

하느님과의 대화 편

   양경모 신부님의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일방적인 요구나 자기 할 말만 해버리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느님께 어떤 요구나 바람을 청할 때, 하느님이 어떻게 대답

하시는지 듣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귀를 기울여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러면 들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도를 자주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도 자신의 기도가 

어떻게 성숙해지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 이즈 베리 임폴턴트! 

양경모 신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로 2009년 사제품을 받고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교의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현재 가톨릭교리신학원에 출강하고 있으며, 전농동성당 보좌신부로 사목하고 있습니다.  

기도쪽지 

주님, 취직도 어렵고 나라 정세도 

어지러워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 어

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로또

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는 

5등이라도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제발. 아멘!

3 세 번째 의뢰자 사연

직히

“

님의

있있

“이것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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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국 신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로 1991년 사제품을 받고 로마 교황청립 살레시오대학교 고전 및 그리스도교 문학부 석사, 가톨릭대 신학대학원 신학박사를 

수료했으며, 현재 홍은2동성당 주임신부로 사목하고 있습니다.

전례망원경

미사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전례 안에서 주님을 발견합니다. 

여러 가지 전례적 요소와 기도문을  알아보며 우리 신앙의 시야를 더욱 넓혀주는 ‘전례 망원경’ 코너를 소개합니다.

홍은2동본당 윤종국 신부님께서 ‘전례 망원경’의 길잡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을 맞아 성가 ‘어서 가 경배하세’의 노랫말을 들여다봅니다.

“본 번역은 공식 전례문이 아니라 라틴어 이해를 돕기 위한 직역입니다.”

글 윤종국 마르코 신부(홍은2동본당)

Ⅰ 

 아데스테  피델레스  래티  트리움판테스

너희 신자들이여 오너라, 승리에 기뻐하며

 베니테 베니테 인 베틀레헴

오라, 오라, 베들레헴으로

 나툼 비데테 레젬 안젤로룸

천사의 임금으로 나신 분을 보아라

 베니테 아도레무스 도미눔

오라, 주님을 경배하러

Ⅱ
 

 엔 그레제 렐릭토, 후밀레스 아드 쿠나스

자! 양떼를 놓아둔 채, 요람으로

 보카티 파스토레스 아드프로페란트

부름 받은 목자들이 서둘러 가도다

 에트 노스 오반티 그라두 페스티네무스

우리도 기쁜 발걸음으로 서둘러 가세

 베니테 아도레무스 도미눔

오라, 주님을 경배하러

Ⅲ

 애테르니 파렌티스 스플렌도렘 애테르눔

영원하신 아버지의 영원한 광채를

 벨라툼 수브 카르네 비데비무스

육신에 싸인 광채를 우리가 보리라

 데움 인판템 판니스 인볼루툼

강보에 감싸인 아기이신 하느님을

 베니테 아도레무스 도미눔

오라, 주님을 경배하러

어서 가 경배하세  

윤종국 신부는

수료했으며,현

   들여다보기

   가톨릭 성가 102번 ‘어서 가 경배하세’는 성탄 즈음에 드물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대중적인 노래입니다. 

고(故) 루치아노 파바로티 같은 외국의 유명 성악가들도 즐겨 음반에 담는 곡이기도 합니다.

 이 곡은 본래 4절이었습니다. 원곡은 라틴어입니다만, 누가 작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13세기경에 보나벤투라 성

인이 지었다는 설도 있고, 17세기 포르투갈의 왕이었던 주앙 5세(1604-1656)의 작품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주앙 5세는 “음악가 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작곡가였다고 합니다. 또 영국, 프랑스, 독일 지역의 시토 수도회들은 자신들의 수도회에서 전해 내려온 것이

라고도 한답니다. 18세기에 이르러 쟝-프랑소아-에티엔 보르데리라는 대수도원장이 세 절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총 7절의 가사 가운데 

흔히 3, 4, 5절을 부르지만, 우리 성가책의 가사는 1절, 5절, 7절에 해당합니다.

 지면 사정으로 가사 전체를 소개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제2절 가사는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 창조되지 않고 나신 분”이라는 내용으로 특히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서 성자께 고백하는 내용을 글자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또 제3절은 루카 복음(루카 2,8-14)이 전하는 천사들의 찬미 장면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작곡자에 대해서는 18세기 영국 작곡가인 존 프랜시스 웨이드(1711-1786)라는 주장이 가장 널리 퍼져있지만, 헨델이나 글룩 같은 유명 작곡

가나 포르투갈의 왕 주앙 5세가 직접 가사에 곡을 붙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성가 102번 ‘어서 가 경배하세’는 그 자체로 아주 훌륭한 성탄 찬미가입니다. 또한 이 성가는 신자들에게 신앙고백의 내용을 온전히 전하

며, 복음이 전하는 내용을 각운(脚韻)을 맞춘 아름다운 시로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전해 내려온 이 아름다운 성가를 

통해 성탄의 신비를 더 가깝게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http://newsseoul.cathol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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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 받은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부끄럽게 느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 

지금 대답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여

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 삼촌이나 이모, 

할아버지나 할머니께 물어보십시오. “제가 

세례 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다

시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겠

습니까? 그날은 새롭게 태어난 날이고 빛

의 날입니다.(삼종기도, 2017년 8월 2일)

매일의 삶 안에서 성인이 될 수 있습니까? 

네,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 곧 기도

하고, 일하고, 자녀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

느님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

는 것입니다.(일반알현, 2017년 6월 21일)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우리의 삶은 눈빛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눈빛을 교환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해줍니다.(일반알현, 2017년 6월 14일)

여러분은 이것을 이해하셨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일반

알현, 2017년 4월 26일)

핸드폰을 다루는 것처럼 성경을 대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핸드폰을 깜빡했을 때 황급히 찾으러 다

니고, 매번 핸드폰 메시지를 읽는 것처럼 

성경에 담긴 하느님의 메시지를 읽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언제나 마

음속에 하느님의 말씀을 지닌다면 어떤 

유혹도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삼종기도, 2017년 3월 5일)

여러분에게 “나의 겸손은 어떠한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큰 목소리로 대답하지 마시고, 각자 마음

으로 대답하십시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겸손하기 때문에 

강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위대함입

니다.(삼종기도, 2017년 8월 15일)

각자 대답해보십시오. “나는 가을의 남자

인가, 봄의 남자인가? 나는 가을의 여자인

가, 봄의 여자인가?” 

“나의 영혼은 가을인가, 봄인가?” 여러분

은 꽃을 기다리고 열매를 기다리며 태양이

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봄인가요, 아

니면 항상 시선을 아래로 두면서 식초에 

절여진 고추처럼 쓰디쓴 가을인가요? 우

리 그리스도인은 나뭇가지에 노랗게 변색

된 잎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싹을 봅니

다. 우리는 가을보다는 봄을 살고 있습니

다. 우리는 후회와 애도로 울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날들이 오고 있다고 

믿습니다.(일반알현, 2017년 8월 23일) 

바티칸 방송 한국어판: kr.radiovaticana.va QR코드

네이버창에 ‘바티칸 라디오’를 검색하세요!

바티칸 방송

프란치스코 교황의 희망을 위한 물음들

편집•정리 김근영 가비노(서울대교구 홍보국)

프란치스코 교황03

서울대교구는 2017년 부활 대축일부터 바티칸 방송(Radio Vaticana) 한국어판을 운영하

며 빠르고 정확한 교황청 소식과 교황님의 강론, 일반알현, 삼종기도 전문을 제공하고 있습

니다. 그동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희망’이란 주제로 신자들에게 교리교

육을 이어오신 바 있습니다. 특히 질문을 던지시며 교리교육을 이어가는 교황님의 방식이 

눈에 띕니다. 언제나 우리가 인터뷰 대상에게 질문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교황님께서 우리

에게 물으시는 촌철살인 질문을 모아 보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함께 보시죠! 

신앙생활 꿀팁

2018년 
전례주기

12월 2일 | 대림 제1주일(생명 수호 주일)

12월 8일 |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12월 9일 | 인권 주일(대림 제2주일)

12월 16일 | 자선 주일(대림 제3주일)

12월 25일 | 주님 성탄 대축일

12월 30일 |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5월 6일 | 생명 주일(5월 첫째 주일)

5월 13일 |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 주일)

5월 20일 | 성령 강림 대축일 

5월 27일 |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청소년 주일)

2월 2일 | 봉헌 생활의 날(주님 봉헌 축일)

2월 11일 | 세계 병자의 날

2월 14일 | 재의 수요일

4월 1일  | 주님 부활 대축일

4월 20일 | 장애인의 날

4월 22일 | 성소 주일(부활 제4주일)

4월 29일 | 이민의 날

3월 25일 | 주님 수난 성지 주일

1월 1일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세계 평화의 날)

1월 7일 | 주님 공현 대축일

1월 8일 | 주님 세례 축일

1월 28일 |  해외 원조 주일

7월 1일 |  교황 주일(성 베드로와 성 바오

로 사도 대축일에 가까운 주일)

7월 15일 | 농민 주일(7월 셋째 주일)

9월20일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8월 15일 | 성모 승천 대축일

11월 11일 | 평신도 주일(연중 제32주일)

11월 18일 | 세계 가난한 이의 날

11월 25일 |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

10월 7일 | 군인 주일(10월 첫째 주일)

10월 21일 | 전교 주일(10월 마지막 주일의 전 주일)

6월 3일  |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6월 8일  |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사제 성화의 날)

6월 24일 | 성 요한 세레자 탄생 대축일

7월

8월

10월

11월

12월

9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월

거꾸로 단박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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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의 기적

글 유인창 안사노 신부(중화동본당) 

1989년 7월에 군입대를 한 저는 12월 24일 아직 이등

병이었습니다. 신학생 신분임에도 강원도 철원 깊은 

산속이라 성당도 가지 못하고 크리스마스를 지내야 

했습니다. 고참병들은 크리스마스라고 술과 안주로 

분위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군대에는 삼훈오계(三訓五

戒,음주·도박 등 군인의 금기사항을 나열한 지침, 편집자 

주)라는 것이 있지만, 사단본부와도 멀리 떨어진 곳이

라 그런 일탈이 가능했습니다. 취기가 오른 고참들은 

모포를 깔고 고스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할머

니와 아버지로부터 정식으로 화투를 배운 나름 ‘고수’

였습니다. 청소와 다른 잡무로 왔다 갔다 하며, 최고참

이 든 패를 보면서 훈수를 두었습니다.

 “똥 드세요.”

 “그거 내시면 쪽입니다.”

저의 훈수는 거의 신기(神技)에 가까웠고, 최고참은 저

를 그 판에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불행의 시작이

었습니다. 고스톱판을 쥐락펴락하며 기쁘게(?) 성탄

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고참 한 명이 화장실을 가느라 

잠시 문을 열고 나간 사이 부대대장이 들이닥쳤습니

다. 최전방에서, 그것도 연말연시 특별경계 조치가 내

려진 상황에서 음주와 도박에 빠져 있는 병사들을 본 

부대대장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와 고참병

들은 바로 포승줄에 묶여 본부대 행정반으로 끌려갔

고,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밤을 하얗게 지샜

습니다. 취기가 오른 고참병 몇몇은 꾸벅꾸벅 졸기도 

했지만, 저는 정신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다른 부대 

감시를 위해 떠나는 부대대장이 다시 돌아와서 저희

를 모두 ‘영창’에 보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신학생으

로 4년을 마치고 군입대해서, 제대 후 3년만 더 하면 

사제가 되는데, 영창을 갔다 오면 범죄자가 되기 때문

에 학교에서 쫓겨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오지 말기를 간절히 바랐던 아

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8시에 전방 시찰을 마친 부대

대장은 ‘도박과 음주’로 군기강을 흐트러뜨린 병사들

을 불러 영창으로 보낼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러고도 

화가 가라앉지를 않았는지, 팬티만 남기고 홀딱 탈의

를 시킨 후 우물에 가서 몸에다 물을 끼얹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철원 기온이 영하 15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벗은 상태에서 물을 뒤집어썼는데도, 곧 

다가올 비극적인 운명 때문에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

습니다. 팬티만 입은 채 맨발로 운동장을 뛰는데, 부모

님께 죄송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기

도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합을 받게 

해달라고. 영창은 안 가게 해달라고. 이번 한 번만 구

해주시면(?)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겠다고.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한 시간을 그

렇게 뛰고 있었을까. 갑자기 본부대 김 병장이 나와서

는 막사로 돌아가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영

창에 가나보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투복

으로 갈아입고 모두가 침통한 표정으로 침상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크리스마스 특식과 함께 선물꾸러미

를 한가득 안은 본부중대원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참혹한 

모습으로 연병장을 돌고 있는데, 마침 교회에 가서 성

탄 예배를 드리고 돌아온 대대장이 발가벗은 채로 기

합을 받고 있는 저희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부대대장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봐줘라. 오늘 크리스마스잖아”라고요. 살면서 개신교 

신자의 도움을 받아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올해도 크리스마스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종교, 지역, 신분, 세대를 떠

나서 우리가 서로를 따뜻한 마음으로 품고 용서한다

면…’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글쓰기를 많이 망설였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니까요. 

그러나 저는 죽었다 살아온 체험이었고, 그때 하느님

께 드린 그 약속을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의
유인창 신부의

신앙을 입자

쪼들리는 지갑, 
두려운 불우이웃돕기 행렬 
창피해도 괜찮아!

글 괜찮아 신부(가톨릭서울)

연말연시 잘 맞이하고 계신지요? 

이번 호에서는 사소한듯하지만, 많은 신자들께서 

마음에 걸리는 고민이라고 호소하시는 내용을 들려

드릴까 합니다. 바로 ‘자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쪼들 크리스티나 자매님의 ‘창피해도 괜찮은’ 신

앙 상담을 함께 들여다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괜찮아 신부님. 조금 창피하지만 용기

를 내어 펜을 듭니다. 저는 나쪼들 크리스티나입니다. 

추운 날씨만큼 지갑도 텅텅 비어갑니다. 그런데 요즘

은 또 연말이라 왜 이리 불우이웃돕기 행렬이 눈에 

띄는지요.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이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신다는데, 제가 예수님을 지나치는 것 같아 마

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지갑은 쪼들리고, 마음은 죄를 

지은 것만 같아 한없이 무겁고… 죄의식까지 느끼는 

제가 지나친 걸까요? 도와주세요, 괜찮아 신부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특히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을 도와주는 것은 참 착한 마음이지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구세군 냄비 등이 준비되어 불쌍한 이웃을 도와

주려는 이들도 더 많아집니다. 다른 이가 선행을 하면 

나도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하고요. 

좋은 본보기를 따르게 되는 좋은 모습이지요. 그런데 

남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분수에 맞게 다

른 이를 도와주어야 해요. 제 중학교 친구 하나는 교회

를 열심히 다녔는데, 이 친구가 큰 사고를 친 적이 있

어요. 하루는 목사님의 설교에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

여 자기는 꼭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

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당장 집에 가서 아버지께서 이

사 비용으로 이불 아래 모아두신 전세금을 모두 가져

다 교회에 헌금한 게 아니겠어요. 나중에 집에서 알게 

되어 아버지께서 교회로 가 한바탕 소동을 벌인 뒤에 

돈을 되찾아왔답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은 전업주

부셨는데, 집안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게 봉사를 한다면서 밖에서만 좋은 일을 하셨어요. 급

기야는 남편께서 속상한 마음에 저를 찾아온 적도 있

었지요. 과연 이런 봉사를 주님께서 반기실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갑에 돈이 부족하다면 시간이나 노력으로

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다

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주는 것도 정말 큰 도움입니

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다른 

이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 헌신한다면, 그만큼 큰 자선

은 또 없을 것입니다. 불우이웃을 위해 돈을 많이 주지

는 못해도 할 수 있는 게 참 많지요? 

주
괜찮아 신부의

신앙을 살자

신앙의식주

강함이 약함을 짊어진 날

글 변종찬 마태오 신부(가톨릭대 신학대학)

성탄의 신비는 하느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느냐

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인간이 되셨다는 데 있습

니다. 당신의 사랑을 보다 고귀한 방식으로 드러내실 

수도 있었지만, 그분께서 택하신 방식은 가난한 부부

의 아기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처럼, 온 우주를 자신

의 현존으로 채우는 분이 베들레헴의 여인숙에서 방

을 하나도 찾지 못했고, 결국 그분은 동물들을 먹이기 

위한 구유에 놓이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강론』 189,4)

하느님께서 집도 없이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있는 어

린 아이로 인간 역사에 들어오기 원하셨던 것은, 우

리 구원에 필요한 덕인 겸손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

니다. 인간의 교만함을 치유하기 위해 모든 것을 만

드셨던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신 분이 종의 모습으로 

창조된 것입니다.(필리 2,7-8 참조) 우리의 시간이 끝

날 때, 하느님 당신께서 우리를 집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 레오 대교황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당신께 직접 올 수 없는 

우리의 수준으로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낮추셨으며, 

인간의 눈으로는 견디어 낼 수 없는 당신 엄위의 광

채를 육체의 너울로 덮으셨습니다. (…) 우리의 본성

을 취하심으로써 그분은 우리를 위한 계단이 되셨으

며, 우리는 이를 통해 그분께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

습니다.”(『제5 성탄 강론』 2-3)

그러므로 성탄은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

늘에서 굽어보리라”(시편 85,12)는 말씀이 이뤄진 날입

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요한 3,27 참조) 무한한 권능

을 지니신 하느님께서 가난한 인간의 약함을 짊어지

신 오늘, 베들레헴의 여인숙에서 방을 구할 수 없었

던 그분께서 이제 믿는 이들의 마음 안에 자신을 위

한 성전을 만드시는 오늘을 기쁘게 선포합시다.  

식변종찬 신부의
교부들의 말씀사탕

변종찬 신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로 1993년에 사제품을 

받고, 월곡동본당, 신내동본당에서 사목한 뒤 가톨릭대 신학

대학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괜찮아 신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로 신자들이 주님의 자

비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길 바라는 마음

에서 익명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유인창 신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로 1994년에 사제품을 

받고, 역촌동본당 보좌, 가톨릭대 교수 등을 역임하고, 사목국 

가톨릭청년성서모임 지도신부로서 오랜 시간 청년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현재 중화동본당 주임신부로 사목중입니다.

살자자자자

자

http://newsseoul.catholic.or.kr/


PAGE  6 http://newsseoul.catholic.or.kr특집 속의 특집

“즐거운 성탄절!”

12월이면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기쁨과 평안의 짤막한 성탄 인사를 나눕

니다. 그런데 과연, 각 나라에서는 어떻게 성탄 인사를 할까요? 영어권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Merry Christmas)”라고 인사합니다. 프랑스어권에서는 “쥬와이유 노엘(Joyeux Noël)”, 중국어권에서는 

“딴쿠와일러(圣诞快乐)”, 독일어권에서는 “프로리히 바인악흐텐(Frohliche Weihnachten)”이라고 인사합

니다. 올해 성탄절엔 온누리에 인사를 전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죠! 

1.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말을 모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세계 곳곳에서 흔히 

쓰는 성탄절 인사입니다. 사용국으로는,  미국, 캐나다, 영국

또한, 호주 비자치령 크리스마스 섬과 영국령 케이맨 제도, 카

리브해 서인도 제도 자메이카, 오세아니아 섬나라 피지에서

도 쓰고 있습니다. 만약, 남극대륙에서 성탄절을 보내신다면 

당당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쳐봅시다! 

2. 쥬와이유 노엘! 

프랑스어권에서는 “쥬와이유 노엘”로 성탄절 인사를 나누

는데, 이 역시 세계 도처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물론이고, 캐나다의 여러 지역에서도 이렇게 인

사합니다. 또한 아프리카를 돌아다녀도 꽤 많이 쓰입니다.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차드, 콩고, 코트디부아르, 

마다가스카르, 토고 등지에서는 버터 먹은 뒤의 느낌으로 

“쥬와이유 노엘”이라고 인사해봅시다. 

3. 펠리쓰 나딸! 

보아스 페스타스! 

포르투갈어권 어느 나라에서나 쓸 수 있습니다. 남미 브라

질부터 인도네시아 동티모르까지 널리 널리 통용된답니다. 

앙골라와 같은 아프리카 내 포르투갈어권 국가에서 인사

할 땐, “보아스 페스타스!”

4. 펠리쓰 나비닷! 

라스베이거스에서도 정겹게 울린다지요. 캐롤송을 지은 호

세 펠리치아노( )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펠리쓰 

나비닷은 상대방에게 즐거운 성탄절을 마음 깊이 진심으

로 바라는 말입니다. 음악 반주가 없어도 스페인어권 어디

서나 사용됩니다. 

·이베리아반도의 스페인, 지브롤터 등

 · 멕시코와 중미의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

두라스, 파나마 등

· 남미의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5. 놀릭 호나 쥣!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사람들끼리 사용하는 말이 많습니다. 

성탄절 인사 역시 예외가 아니죠. 성탄 시기에 이렇게 인사

하면 아일랜드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감돌 것입니다. 

6. 잘리그 컬스트페이스트!  

네덜란드어권 국가에서 들을 수 있는 성탄절 인사랍니다.

 벨기에에서 “잘리그 컬스트페이스트”는 누구에게나 옳은 

진리죠. 

 네덜란드에서는 좀 특이합니다. 성탄절 인사말이 다양해

요. “프와티게 켈스닥흔 ”이라고 인사하기

도 하고, "프롤륵 커스트페이스트 엔 인 겔룩킥 뉴이야알

”이라는, 새해 인사를 

겸한 형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잘리그 

컬스트페이스트!”도 쓸 수 있지요. 

11. 그주아 크리스트린!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곳은 세계에 단 한 군데, 알바니아

입니다. 알바니아 사람들은 성탄절에 에그노그라는 칵테일

을 마시면서 “건배!”나 “원샷!”의 의미로 “그주아 ”

라고 외칩니다. 

 알바니아의 이웃 국가인 그리스에서는 “엡티히스메나 크리

스토게나 !”라고 인사합니다. 

7. 프로리히 바인악흐텐! 

독일 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에서도 따스하게 

환영받을 수 있는 성탄절 인사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살짝 변화된 “프로일리쉐 바인악트!

”라고 인사합니다. 

9. 밀라드 무바라크! 

중동에서도 성탄 소식을 전하는 인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

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탄 시기에 바레인, 지부티, 이집트, 요르

단, 쿠웨이트, 리비아, 모로코,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

리아, 예멘, 튀지니 등지에 여행 중이라면, “밀라드 무바라

크!”라는 따스한 인사를 받을 것입니다. 

“나탈 무바라크 ”는 인도식 변형입니다. 파키

스탄에서는 “바라 딘 무바락 호 ”라고 

인사합니다. 산타의 “호, 호, 호!” 웃음이 아니에요~!

10. 모 아딤 레심하! 

이스라엘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모 아딤 레심하!” 

8. 본 나틸레! 

이탈리아의 성탄절 인사입니다. 인사할 때 이탈리아의 뜨

거운 열정을 살려 인사합시다! 

이탈리아반도의 중북부에 있는 공화국 산마리노에서도 

거침없이 쓸 수 있으며, 아랍어를 쓰는 리비아에서도 통합

니다.

12. 스레탄 뽀쬤츠! 

관례적으로 크로아티아에서 쓰이는 성탄절 인사입니다. 혹

시 여러분이 동유럽으로 가신다면, 이 인사말을 기본으로 만

들어진 여러 가지 변화된 성탄절 인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체코에서는 “베쓸레 바노체! ”, 유고슬라비아

에서는 “췌스띠따모 뽀쬊츠! ”, 슬로바니아

에서는 “쓰리켣 뽀지츠 ”, 그리고 보스니아 헤

르체고비나에서는 “쓰리땀뽀쬊츠, 흐리쓰토쎄로디!

”라고 인사합니다. 모두 다른 표현처럼 

들리죠?

13. 메리구리수마수! メリクリスマス

일본식 성탄절 인사입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도 살펴보겠

습니다. 

 한국에서 “성탄 축하”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홍콩에서는 “씽

딴파이록 ”이라고 인사합니다. 표준 중국어로

는, 우선 숨을 깊이 들이쉰 뒤 힘차게 발음해야 합니다. “꽁

씨씬니옌, 삥쭈씆딴!(恭喜新年, 并祝圣诞)”

베트남에서는 “쭉뵗짱씬 ”이라고 인사

하며, 태국에서는 “싸왓디 삐 마이 ”라고 인

사합니다. 뭔가 된소리 발음이 정겹게 들리는군요. 

14.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분류기준이 각각 상이하지만, 그럼에도 

대략 200여 개국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국은 다양한 방식

으로 성탄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어떻게 인사하는지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모국어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소통되는 보편되고 유일한 

하나의 문장, 그것은 바로!

고, 당연히 “잘리그 

국 산마리노에서도 

리비아에서도 통합

바인악트!

나탈 무바라크

스탄에서는 “바

인인인인인인사인인인사인인인인인인인인인사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사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사인인인인인인인인사인인사인사인사인인인인인사인인사인인인인인인인사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사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사인인사사사사인사사사인인사사사사사인인인인인인인인사사사사사사사사합니다. 산타

세계 각국의
성탄 인사

편집•정리 가톨릭서울(서울대교구 홍보국)

메리 크리스마스!

http://newsseoul.cathol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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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탄 장식

01.  다 마신 와인병이나 유리병을 씻어 준비

한다.

02.  구입한 목화 가지를 꽂고 트리 전구를 유

리병 안과 목화 가지에 감아주면 끝.

모든 것이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재

활용품으로도 얼마든지 고급스러운 분위기

를 풍길 수 있습니다.

01. 다 마신 페트병의 라벨을 제거한 후 윗부분을 잘라낸다.

02. 페트병 아랫부분에 조화 나뭇잎을 하나씩 잘라 글루건으로 알맞게 붙인다. 페트병 안에 준비한 초를 넣으면 완성!

페트병을 이용한 촛대 장식 만들기

준비물: 재활용 음료 페트병(500mL), 조화, 양초, 가위, 글루건

01

02

목화솜 미니 트리 만들기

준비물:  재활용 유리병 혹은 긴 유리컵, 

트리 전구, 목화 가지

01. 옷걸이의 밑을 펴서 동그란 모양을 만든 후 위에 손잡이 부분을 잘라준다.

02. 옷걸이 위에 신문지를 두껍게 감아준 후, 

03. 리본으로 신문지가 보이지 않게 감아준다. 

04. 꼬마전구를 그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둘러준다.

05. 준비한 편백 잎과 조화를 일정한 크기에 맞게 잘라 글루건으로 붙여준다. 

06. 포인세티아와 목화, 솔방울도 취향에 맞게 글루건으로 붙여주면 끝! 완성

01

04

02

05

03

06

옷걸이로 만드는 성탄 리스

준비물:  세탁소 옷걸이, 신문지, 선물 포장 리본, 편백 잎, 

솔방울, 목화, 조화, 가위, 글루건(접착제), 트리 전구

매년 겨울이 되면 우리는 거리 곳곳에 반짝이는 불빛 장식들로 성탄이 

다가왔음을 실감합니다. 우리 각 가정과 본당에서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

며 설레는 마음으로 트리와 예쁜 장식 꾸미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번 주님 성탄 

대축일에는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보다 더 아름다운 장식품을 내 손으로 만들어 보세

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족과 친구, 이웃 등에게 리스를 만들어 선물하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건 어떨까요? 글 구여진 플로라(서울대교구 홍보국)

일상생활 속
교회 가르침 실천하기

재활용품으로 친환경 성탄 장식 만들기!

http://newsseoul.cathol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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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세상 ‘가툰toon’
글·그림 송현철 안토니오(서울대교구 영성심리상담교육원)

[가•로•풀•이]
②  부활 성야 미사 중 말씀 전례에 앞서 거행되는 예식. 이 예식에서 

부활초를 밝힌다.
④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000이다. 하느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칭호 

가운데 ‘하느님의 000’라고도 부른다.
⑥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여자. 미망인, 홀어미 등으로 불린다.
⑦ 이스라엘의 ‘메리 크리스마스’ 표현.
⑩  교황청이 운영하는 바티칸 방송국. 흔히 ‘바티칸 000(Radio 

Vaticana)’라고 불린다.
⑪  가톨릭 성가 102번 ‘어서 가 경배하세’의 첫 번째 라틴어 문장.
⑫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고 기대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를 주제로 교리교육을 이어온 바 있다.
⑭  로마제국의 공용어이자 교회의 공식 언어. 현재는 이 언어가 아니

라 자국어로 전례를 행한다.
⑮  최초의 순교자. 축일은 12월 26일이다. 박해자들 앞에서 그리스도

를 증거하다 돌에 맞아 순교했다.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세례명이
기도 하다.

⒔  인간의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미세한 물체나 미생물을 확대하여 
관찰하는 기구. 기도 코칭을 통해 성숙한 기도생활에 이바지하는 
가톨릭 서울의 코너명. ‘기도 000’

⒗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한 표현. 아람어를 그리스어로 음역한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을 비는 기도로, “주님, 오소서!”로 
이해된다. 혹은 근접한 재림에 대한 희망의 표현으로 ‘마란 아타’(주
님께서 오고 계신다)로 이해할 수도 있다.

[세•로•풀•이]
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답변. 

우리의 삶은 00을 주고 받는 것. 2017년 6월 14일 일반알현 참고.
③  예수의 심장 뿐 아니라 강생의 신비와 수난과 죽음, 성체성사 제정

을 통해 보여준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일컫는 말. 이와 관련된 대
축일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다음 금요일이며, 매년 6월은 
이와 관련된 성월이다.

④  베드로와 안드레아 형제의 직업.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
람 낚는 00로 만들겠다”(마태 4,19).

⑤  신앙 규범에 따라 간략하게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을 표현한 신앙
고백인 신경(Credo) 가운데, “한 분이신 하느님을….”로 시작되는 신
경. 000-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⑥  해방절이라고도 알려진 이것은 7일간에 걸친 유다인들의 축제다. 
이집트를 탈출한 후 극적인 민족 해방을 기념하는 날로, 그리스도
교는 이 축제를 부활절의 뜻으로 ‘파스카’라고 부른다.

⑧  평신도 사도직 단체 가운데 하나로, 고대 로마 군대를 본떠 ‘000 마
리애(마리아의 군대)’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⑨  ‘생명’을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말. 아담의 아내.
⑩  4대 바실리카 중 하나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멜키아데스 교

황(311-314)에게 기증한 성전. 로마교구의 주교좌인 이 성전 축일은 
11월 9일. 나머지는 성 베드로 대성전, 성 바오로 대성전, 성모 대성
전이 있다. 

⑪  동정 순교자인 이 성녀의 축일은 1월 21일이다. 교회 미술에서 양과 
함께 그려지는데 이는 이 성녀의 이름이 라틴어의 양(Agnus)과 비
슷하기 때문이다. 

⑬  렌즈나 반사경을 여러개 조립해 멀리 있는 물체를 확대함으로써 확
실하게 보는 광학기기. 여려 전례적 요소와 기도문을 알아보며 신
앙의 시야를 넓혀주는 가톨릭 서울 코너명이기도 하다. ‘전례 000’

⒃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한 성모 마리아의 발현지 중 하나. 2017년은 
이곳에서 성모 마리아가 발현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⒕  미사를 비롯한 교회 예식에서 여성 신자들이 머리에 쓰는 수건. 초
대 교회부터 전해 오는 관습으로 세례성사로 얻게 된 부활의 새 생
명을 상징한다. 화려하게 치장된 머리를 가려 정숙함과 겸손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⒖  구약의 예언자로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다
가 살아나 예언을 완수한 인물. 축일은 9월 21일이다.

(독자와 함께) 독자참여 안내

「가톨릭서울」을 더욱 알찬 내용으로 꾸며줄 신자들의 참여를 환영합니
다. 찬성과 비판,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가톨릭서울」과 소통하세요.

1⃞ 나의 성물 이야기
남들에겐 평범해 보여도 내겐 특별한 성물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2⃞ 신앙생활 한 장
 나를 신앙의 길로 잡아끈 사진이나 그림 한 장에 짧은 글을 담아 
보내주세요.

3⃞ 투고
 어떤 형식의 글이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글을 환영합니다. 원
고는 「가톨릭서울」 편집팀의 자체 회의를 거쳐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보 특별판 「가톨릭서울」을 만드는 사람들

가로세로 퍼즐!
퀴즈 풀고 선물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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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선을 따라 오려주세요

힌트를 원하시나요? 서울주보 특별판 「가톨릭서울」 기사 본문을 자세히 읽

어보세요! 올해 발행되는(4월 16일, 8월 15일, 12월 25일) 「가톨릭서울」의 낱말 

퍼즐 3가지를 모두 풀고 해당 퍼즐을 지면에서 오린 뒤, 모두 모아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응모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1명을 선정하여 성

지순례를 보내드립니다. 당선자는 추후 서울주보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추첨은 연말에 진행됩니다.

이메일 : commu@catholic.or.kr  |  문   의 : 02)727-2030

우   편 : (04537) 서울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홍보국 

서울주보 특별판 「가톨릭서울」 담당자 앞

편  집  장   허영엽 신부(서울대교구 홍보국)

총괄에디터    서동경 안나(서울대교구 홍보국)

기획에디터    김근영 가비노(가톨릭서울)

리빙에디터      구여진 플로라(서울대교구 홍보국)

편집디자이너    이유림 요셉피나(서울대교구 홍보국)

일러스트레이터  송현철 안토니오
(서울대교구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잠에서 덜 깬 남매가 침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은 알 수 없지만, 

놀라기 직전 가만히 상황을 살피려는 순간인 듯합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온 빛 때문에 잠에서 깬 것일까요? 

침실 바깥에서 밝은 빛을 내는 촛불들이 성탄 트리를, 

다음엔 거실을 비추고, 

이어 남매가 자고 있던 방의 틈새까지 새어 들어왔나 봅니다. 

고요하게 떨리는 작은 빛이 지난 밤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남매는 잠에서 깨기 직전에, 평범함이 놀라움으로 바뀌는 순간에,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그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남매는 무엇을, 아니 누구를 보았을까요? 산타 할아버지였을까요? 

헨리 모슬러, <성탄절 아침 Christmas Morning>, 1916년, 캔버스에 유화, 60.96x52.07cm 

그림으로 바치는 기도
글 김근영 가비노(서울대교구 홍보국)

http://newsseoul.cathol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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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년 12월25일 주보 특별판(PDF)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Japan Color 2001 Coated)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7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fals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fals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false
  /ColorImageDownsampleType /None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fals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false
  /GrayImageDownsampleType /None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fals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false
  /MonoImageDownsampleType /None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KOR <FFFE5B00270074C781BD280050004400460029002000B4B0F4BCB4B030AE2700200030AE00C95D00200074C7200024C115C844C72000ACC0A9C658D5ECC5200070B3A4C26CD0D1D0200004D5B0B930D120000FBC200050AD15C830AED0C51CC12000E0AC88D4C8C95CB8200078C7C4C160D5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38BB1CC17CB9200091C731C169D5C8B2E4B22E00200074C707B88CAC200091C731C11CB42000500044004600200038BB1CC194B2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0FBC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4C7C1C0D0C51CC12000F4C5200018C2200088C7B5C2C8B2E4B22E00>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BleedOffset [
        0
        0
        0
        0
      ]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arksOffset 0
      /MarksWeight 0.283460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ageMarksFile /JapaneseWithCircle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AllowImageBreaks true
      /AllowTableBreaks true
      /ExpandPage false
      /HonorBaseURL true
      /HonorRolloverEffect false
      /IgnoreHTMLPageBreaks false
      /IncludeHeaderFooter false
      /MarginOffset [
        0
        0
        0
        0
      ]
      /MetadataAuthor ()
      /MetadataKeywords ()
      /MetadataSubject ()
      /MetadataTitle ()
      /MetricPageSize [
        0
        0
      ]
      /MetricUnit /inch
      /MobileCompatible 0
      /Namespace [
        (Adobe)
        (GoLive)
        (8.0)
      ]
      /OpenZoomToHTMLFontSize false
      /PageOrientation /Portrait
      /RemoveBackground false
      /ShrinkContent true
      /TreatColorsAs /MainMonitorColors
      /UseEmbeddedProfiles false
      /UseHTMLTitleAsMetadata tru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Japan Color 2001 Coated)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7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fals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fals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false
  /ColorImageDownsampleType /None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fals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false
  /GrayImageDownsampleType /None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fals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false
  /MonoImageDownsampleType /None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KOR <FFFE5B00270074C781BD280050004400460029002000B4B0F4BCB4B030AE2700200030AE00C95D00200074C7200024C115C844C72000ACC0A9C658D5ECC5200070B3A4C26CD0D1D0200004D5B0B930D120000FBC200050AD15C830AED0C51CC12000E0AC88D4C8C95CB8200078C7C4C160D5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38BB1CC17CB9200091C731C169D5C8B2E4B22E00200074C707B88CAC200091C731C11CB42000500044004600200038BB1CC194B2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0FBC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4C7C1C0D0C51CC12000F4C5200018C2200088C7B5C2C8B2E4B22E00>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BleedOffset [
        0
        0
        0
        0
      ]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arksOffset 0
      /MarksWeight 0.283460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ageMarksFile /JapaneseWithCircle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AllowImageBreaks true
      /AllowTableBreaks true
      /ExpandPage false
      /HonorBaseURL true
      /HonorRolloverEffect false
      /IgnoreHTMLPageBreaks false
      /IncludeHeaderFooter false
      /MarginOffset [
        0
        0
        0
        0
      ]
      /MetadataAuthor ()
      /MetadataKeywords ()
      /MetadataSubject ()
      /MetadataTitle ()
      /MetricPageSize [
        0
        0
      ]
      /MetricUnit /inch
      /MobileCompatible 0
      /Namespace [
        (Adobe)
        (GoLive)
        (8.0)
      ]
      /OpenZoomToHTMLFontSize false
      /PageOrientation /Portrait
      /RemoveBackground false
      /ShrinkContent true
      /TreatColorsAs /MainMonitorColors
      /UseEmbeddedProfiles false
      /UseHTMLTitleAsMetadata tru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