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98호      2020년도 사목목표 :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본당 공동체     2020. 6. 14.

모든 신자는 소공동체(구역, 반) 모임에 우선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례안내봉사> 6월 14일 : 7구역,  6월 21일 : 8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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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대교구의 모든 신부님들이 모여 오전 10시 30분부터  
   계획되었던‘사제성화의 날’행사가 오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당일 오전 10시 미사는 평상시와 같이 봉헌됩니다.
 - 모든 신부님들이 예수님을 닮은 참사제의 길을 가실 수  
   있도록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를 당부 드립니다.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2차 헌금
 - 다음 주(6월 21일)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2차 헌금을  
   실시합니다.
 * 교우분들의 정성은 북한 형제 돕기와 한반도 평화 나눔을  
   위한 사업에 쓰입니다.

▣ 남성구역 모임
 - 2구역 : 6월 14일(주일) 오후 4시, 장근배 베드로宅

▣ 우리들의 정성
 - 교 무 금(06/01∼06/07).................9,440,000원
 - 주일헌금(06/07)........................3,378,000원
 - 감사헌금(06/01∼06/07)...................750,000원 
    고익석 스테파노        10만원,    남승찬 바오로         30만원
    함경화 라파엘라        5만원,    김용기 바오로         10만원  
    오광섭 안토니오       20만원
 - 을지로 노숙인 후원금(06/01∼06/07)........10,000원
    박옥경 마리아          1만원

 ※ 미사 참례 시 가정에서 미리 인적사항을
    작성해 오셔서 1층 함에 넣어 주세요. 
       - 성명, 세례명, 전화번호, 구역-반 등

 ※ 지속적으로 개인위생 철저히 해 주세요. 
       ①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② 두 팔 간격 건강거리 유지
      ③ 30초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④ 주기적으로 환기·소독하기

▣ 성체를 영하는 방법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성혈 대축일”을 맞이하여 -

성체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양이 되신 현존하는 예수 그
리스도의 거룩하신 몸이기에 올바르게 보존하고 공경을 해야 
하며, 안전하고 겸손되이 영하여야 합니다.      
▸성체를 받기 전 : 내 앞에 두 세 명 있을 때 고개를 숙여 인
사로써 예를 갖춥니다. (성체를 떨어뜨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성체를 받을 때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성체를 받을 때 : 성체를 모실 때는 왼손을 위로 하고, 사제
나 성체분배자가 ‘그리스도의 몸’ 하면 분명하게 들리도록 ‘아
멘’으로 응답합니다.
 ※ 특별한 사유(아기를 안고 있다든가, 손을 다쳤다든가)가 있으면    
    입으로 영성체합니다. 입으로 영성체 할 때는 ‘아멘’한 즉시      
    혀를 입술과 같은 정도로 내면서 입을 벌립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이 개인적인 신심에서 무릎을 꿇거나 입으로    
    영성체함은 사제나 성체분배자가 성체를 분배할 때 혼란스러     
   워지고 전체 분위기에 맞지 않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체를 받은 후 : 옆으로 두 세 걸음 이동하여 오른손으로 
성체를 집어 입으로 영하며 씹지 않고 녹여 넘깁니다. 영성체 
직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므로 사제, 감실, 십자가 
등에 절하지 않고 바로 자리로 들어가 내 안에 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침묵 중에 주님과 일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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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무금 계좌송금 또는 자동이체시 유의 사항 
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책정자 성명+세례명’을 꼭 기재하세요.) 
 ➁ 입금 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분기에 1회 정도)

    본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시 교무금 통장을 지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