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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성가 

l진앵지" 가톨릭 성가 72언 다톨산의 에수. 1. 2얼& 노해하겠&니다 

1또는 전헤시기에 잊는 성가톨 선택얀다 1 

주님 초대하기 

l진영지" 기도로 주닝& 이 자리에 호대빼 주십시요 

j초대기도가 엠톨 때 。f해의 기도. 암 수도 잊다 ) 

주닝 이 시간 힘께 "시어 앙신의 뜻& 깅。l 깨닫게 하소셔 

주닝 저언.!I 진리호 이물어 주쇼서 

하느님잉융 

l진앵자l 한 흠이 후카 톨용 9장 28징 애서 36징까지의 잉용& 잉어 주싱시요 r-------------------------------------------------------------------------------------, 
그때에 28 에수님께서 에드료와 요안앙 야고". 대리고 기"'~시히 산에 오르성다 "에@닝 
께셔 기도하시는예 그 엉용 오" 01 당악치고 의혹옹 %앙깨 언찍영다 30 그리고 두 시힘이 에 

수닝꾀 이야기. 나￥고 있영q 그를용 g‘，，~리이었 Q.31 영정에 싸여 나타닌 그를용 에 

수닝찌셔 예I상잉에서 이l잉 일 공 셰상을 떠나잉 잉& 앙하고 잉엉디 32 에드로잉 그 용를 
i용 잉에 에정다가 깨어나 에수닝의 영정& 보고 그혼잉 힘께 셔 잉는 두 사링도 호았다 33 

그 두 시킹이 애수닝에게서 떠나 21 .i! 1t 떼에 에드효가 애수닝깨 il 8t'i!다 스*닝 져회가 이 

기에 서 지내연 종갱g 니 q 저희기 호익 씻을 지어 히냐는 스앙님께 하나는 g셰께 ~~나는 

영리야께 드리갱g니 Q " 에드료는 지기가 우e 잉‘ 히는지도 을!l:tq- .34 에드료가 이*께 잉 

히는예 구를。1 잉더니 그.~ 엄었다 그를이 구를 *으료 를여가지f 제".용 그인 겁이 났다 

35 이여 구톨 속에 서 미는 얘기 선택얀 마를이니 니회는 그의 잉& 톨어리 " "는 소리기 났 

다 36 01 히인 쇼리기 &린 뒤에는 예수닝잉 보영다 쩌자를용 영욕& 지켜 자기톨이 온 것을 

그때에는 아우에재도 일리지 앙앙다 

._-------------------------------------------------------------------------------------‘ 진앵'" 디릉 를이 다시 한 언 칭천0) 읽어 주입시오 

l진앵};~ 1 3분 흉안 칭육하여 주닝껴서 각지 이용 잉애 틀혀주시는 잉씀~.융시다 

“1수닝깨서 기도하시는얘 그 엄을 ""이 앙학X1;잉길용 하앙재 언쩍영Q: 끼F키 9.2'이 ! 
‘ -----------------------------------------------------------------------------~ 
주님께서는 산에서 엉끌 오슐이 일랴지고 잉욕용 하앙게 언쩍이여 영갱스런 요a으로 연하십 

니다 이는 경앙파 히느닝 나랴의 영굉& 미리 호여주신 것입니 디 우리도 에헤띠 엠훗& 잉으 

여 거륙히신 후님의 .2 & j. ~ot7t7 I . ~심였습니다 그건연 우리기 주닝처잉 거를하게 언외 
외여 기기 워빼 어인 노력 .. ~ 해야 하겠g니까? 

! 얘 구톨약에서 에는 얘기선택앤아률이:너i는 그의 gii어악 m는쇼잉기 낭다. i 
l‘카 9.351 

주닝잉 알융& 짙 톨기 휘애 어인 노혁u 하고 있g니까? 

1진앵'" 생정 알쓸이 자신얘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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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진앵 "t J 모두 힘께 읽겠습니다 

l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t링니다 l 

r------------------------------------------------------------------------------------j 
신헥'" u 링수이 바리용 신부는 그의 저서에서 덴마크 태생의 이외르겐센이라는 사링。1 쓴 

일일의 우힐 강는 작용을 인용하여 이렇게 일양니다 

일일은 칭고 안에서 왼억하게 앵톨하였다 닉수 용흥도 엉고 습기도 없었으여 ι 잉께 있는 한 

무더기의 작은 친구들도 이주 착해서 다용도 잉었고 그야일로 원억하였다 창고 욕 일일의 

직응 앵륙이랴고나 양까 그는 하느닝에게 강사힌다 ·주닝 딩신이 제게 주신 것 저률 제 

정고 속에서 。1 호록 행륙양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감사힐니다 부디 이 행복이 영원.， 지속되 

게 해 주십시요· 어느 날 사정들이 일일 더이룰 수례에 싣고 들로 나간다 사람들이 악 

길야 놓온 땅에 도작한다 그러고는 일알 더미톨 명에 웅는다 그는 이무것도 보지 못히고 

이무것도 듣지 못한다 습기기 그의 욕까지 피고든다 바료 그 순긴에 그는 우리i 툴러싸고 

있는 수액인의 사링들이 하는 일율 힌다 -안일 신이 있다언 이런 일읍 일어니지 않았을 것 

이다 - 인타까옹 일이다 왜냐하연 바로 거기에 진정힌 하느님， 즉 그로 히여긍 일일의 상태 

에서 이삭의 상태로 언화하도록 하시는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언회는 오흐지 

죽응& 흥해서인 이루어질 수 있다 1으형수이 비리용t 심인잉 &깅， '온톨리지 않는 신앙J 

생잉생서 p64-67) 

씨잇온 지기 안에 처응부터 생명& 용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생영응 씨잇의 즉응으로 탄생힐 

니다 그러므로 새로응 싫은 즉응율 흥해서인 것입니디 세자들은 산에서 영갱스링게 연외딩 

에수닝의 모습올 옥격하게 잉니다 예수닝의 이 영갱스런 모습응 인간율 워한 십자가 수난과 

즉옹의 결과인 영핑스려운 부월피 세상 미지막 날에 하느닝 니라에 률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영핑율 미리 보여주는 요정인 것잉니다 한일의 일일。1 땅속에서 썩어 죽응으호씨 새 생영。1 

틴생하듯이 영원한 생영잉 영갱스려응 부월도 죽지 않고서는 이후어 질 수 없습니다 즉 자신 

안 생각하는 이기적인 지야에서 죽고 타인을 시링하는 새료응 지야로 탄생해약 히는 것잉니 

다 요한 1서 3정 14절온 이정게 일엉니다 우리는 형제을& 사랑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죽응에서 생영으호 건너갔다는 것을 앙니다 시형하지 않는 자는 죽응 안에 그대호 머물러 있 

습니다 • 사링하지 않는 싫응 죽응 안에 그대로 머우는 싫잉니다 사슨시기 이기적인 자이에 

서 죽고 사랑으로 나야기는 새로운 자야로 태어나는 연습율 더욱 않。! 하는 시간이 되언 어일 

까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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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일씁정하기 

l진앵자l 힌 달간 우리가 Dt옴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영의 일음&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일씀이 좋겠습니까? 

일음실기 

l진앵자l 지난 달 우리 용풍체가 결정한 실친사양& 어떻게 였는지 양께 나눠몹시다 

{나눔 후l 

l진앵 'tl 이번 달어| 우리 쇼공풍체가 ‘생영의 일음‘율 실기 위해 설천잉 사양들& 양 

께 잉논애 용시다 

마칭기도 

l진앵자l 마올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징성가 

l진앵 'tl 가톨릭 성가 72번 ·디를산의 에수-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l또는 전례시기에 잊는 성가톨 선택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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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소공동체 역할배분@ 

r------------------------------ , 
. 서기의 억양 

@선정원 서기는 ‘스공동체 모잉 기혹지 ‘ 톨 준비하고 묘잉 진앵 사엉& 기혹앙니다 

@ 쇼공동체 모임 기륙지 . '"잉 전에 이리 쟁기고 지난 g잉 때 직생한 외의혹& 검 

토압니다 

@모임 전 인정과 진앵자에게 지난 모임에 직성힌 외의륙을 1부씩 복사빼 주어 미리 잉어 

보도록 잉니다 다롱 구성원들도 얼링율 원앙 정우 숫자안를 륙사해 나누어 률니다 

@모임 당시 회의륙& 꽁꽁.， 작성앙니다 

@나능융 기륙의 때는 가능얀 무기명으로 하고， 개인에게 미혜를 주거니 지극히 사쩍이 

고 비일쩍인 나눔온 기륙하지 않습니 <>1모임 전 소공동체 구성원을 사。1 의 의천& 조& 

빼 기를 수위. 열정잉 수 있g니다| 

@모임이 g나언 외의륙& 반정에게 제흩빼 획인하도륙 앙니다 

@외의륙이 소공흉체 구성원이 아닌 타인 |타 모임 신자 혹온 깨인적 친블이 있는 이들 

퉁에1 의해 야무형게나 궁개되지 않도륙 관리. 얼저.， 앙니다 

• 욕용나누기 진앵자의 역잉 

(j) 옥융나누기 7단계 진앵 순서. 모임 전에 용분.， 숙지앙니다 

@ 쇼공용체 모임의 진앵이 기도하는 은위기 속에서 이루어짙 수 있도록 생명의 도용& 

청잉니다 

@ 오임이 시작되연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또박또박 엔트. 입어가며 진앵앙니다 

@ "1신。l 언저 나서서 기도 성경녕욕 묵상나누기 퉁& 시작하지 않도록 주의잉니다 

@ 혹31， 6단계에서 지난 주 월동 나능 밍 g흉 계의 수링 ， 그리고 신앙상식 공부 시， 각 

당당이 자신의 역잉에 따른 임무톨 수앵의 수 있도록 배혀잉니다 l애를 들어 선교 흉사 

it용 담당자의 g용 나눔 안내 용| 

〈다용 호에 계속 >L------------------------------
수원쿄구 욕융.，국에서 앓앵하는 r소용용체 용사자 쿄육 2단계 지도자용 지칭서 j 에서 양 

에 '1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