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97호      2020년도 사목목표 :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본당 공동체     2020. 6. 7.

모든 신자는 소공동체(구역, 반) 모임에 우선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례안내봉사> 6월 7일 : 5구역,  6월 14일 : 7구역

사무실
Tel 2615-8811          예수부활

    개봉동 성당
        http://www.gaebongsd.com

주임신부

이용희 사도요한

 부주임신부

이기성 에우세비오  

보좌신부

문성욱 미카엘Fax 2615-9910

  수  녀  원 2615-8813
  총 회 장  : 최준식 율리아노  010-5637-7876

  유  치  원 2615-8812

  연령회장  : 김성동 바오로  010-9015-4905  어 린 이 집 2615-8825

 0 8 3 3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8길 11 (개봉2동 259-3 )

미

사

시

간

주 일  오전 :  6시,   9시(중.고생),  오전 10:30(교중)
 오후 : 12시,  18시(청년),  20시

고 해 성 사  매 미사 20분 전

유 아 세 례 홀수 달 둘째 토요일 오후 4시 30분

평  일

  월  오전  6시

  화  오전  6시,  오전 10시,  오후  9시 혼 배 예 절  매월 셋째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수,금  오전  6시, 오전 10시

병자 영성체 매월 둘째 금요일  오전 11시  목  오전  6시, 오전 10시, 오후 7시 30분

성시간 및 성체강복  첫째 목요일  오후 7시 30분  토  오전 10시                   

토요일  오후 3시(어린이 미사)
 오후 6시(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성모신심미사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사제성화의 날’미사
날짜 미사시간 미사유무

6월 19일(금)
오전  6시 미사 미사 ○

오전 10시 미사 미사 ×

 - 서울대교구 소속 모든 신부님들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사제성화의 날’ 

   행사를 갖는 관계로 오전 10시 미사는 봉헌되지 않습니다.
 - 모든 신부님들이 예수님을 닮은 참사제의 길을 가실 수  

   있도록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를 당부 드립니다. 

▣ 병자 영성체 

 - 일  시 : 6월 12일(금) 오전 11시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가정에 계신 교우들을  

   대상으로만 실시합니다.

    요양병원 등에 입원 중인 교우분들의 양해 바랍니다.

▣ 상주 수사님들이 재배한‘양파’주문 판매
 - 신청기한 : 6월 7일(주일)까지

 - 신청방법 : 사무실에 비치된 주문신청서에 기재

              (구역으로 신청하지 못한 분만 사무실로 신청)

 - 판매가격 : 22,000원(10kg, 배부일자는 추후 안내)

 * 문    의 : 여성총구역 총무(정고영 미카엘라) 010-2246-1311

▣ 우리들의 정성
 - 교 무 금(05/25∼05/31)................17,325,000원

 - 주일헌금(05/31)........................5,271,250원

 - 감사헌금(05/25∼05/31)...................780,000원 
    고진선 마르타         10만원,    조한별 프란치스코       3만원
    김성종 안젤라         20만원,    유기동 바오로         10만원
    손영택 베드로          5만원,    김정란 요안나          5만원
    김중자 소화데레사       5만원,    조혜영 루시아         10만원
    김경남 요셉           10만원  

 - 건축헌금(05/25∼05/31)...................100,000원 

    고진선 마르타         10만원  

 - 을지로 노숙인 후원금(05/25∼05/31)........10,000원
    박옥경 마리아          1만원

 - 미카엘 프로젝트 후원금(05/25∼05/31)...2,000,000원
    조가희 프리스카      200만원

▣ 단체활동과 교육 및 모임 재개   - 교구공문 요약 -

- 재개일 :  2020년 6월 1일(월)부터 

* 단체활동과 교육 및 모임을 할 때에는 참석자 명단 작성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연환기가 가능한 장소에서 하며,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 당분간 초·중·고등학생은 가족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니다.  

   (주일학교 미사 및 교리 재개는 추후 안내 예정)

▣ 예수성심성월의 의미와 성심신심의 목적
- 6월 “예수성심성월”을 맞이하여 -

  교회는“지극히 거룩하신 예수성심대축일”이 있는 6월을 예

수성심성월로 제정해 예수성심을 특별히 공경하는 달로 삼고 

있다. 그래서 예수성심성월에는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무한한 

신적(神的), 인간적(人間的)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에 합당

한 기도와 희생 그리고 보속을 통해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다

짐하는 달이다.

  전통적으로 교부들은 예수의 성심에서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생수가 흘러내리고, 성령과 함께 예수의 마음을 초자연적 은총

의 근원으로 보았다. 그리고 아담의 늑방에서 하와가 탄생했듯

이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늑방(심장)에서 새 하와인 교회가 

탄생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예수성심에서 나온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성심과 더욱 일치시키기 위해 

특별히 성시간을 자주 드리고, 성월 기도로는‘예수성심께 천

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를 바친다.

  예수성심 신심의 목적은 한마디로 인간이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예수성심과 함께 또 예수성심을 통해 사랑으로 보답함

으로써 첫째 계명(신명 6,5; 마태 22,37-38; 마르 12,29-30; 

루카 10,27)을 더욱 효과적이고 온전하게 이행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성심 신심은 단순히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

아가 증거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사랑, 목숨까지 바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예수성심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확실

한 응답은 사랑의 실천이요 사랑의 보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