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99호      2020년도 사목목표 :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본당 공동체     2020. 6. 21.

모든 신자는 소공동체(구역, 반) 모임에 우선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례안내봉사> 6월 21일 : 8구역,  6월 28일 : 9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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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성 에우세비오 신부님 연례 피정
 - 이기성 에우세비오 신부님께서 6월 23일(화)∼30일(화)까지  
   연례피정을 가십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미카엘 프로젝트 13호 대상자 선정·지원
 - 지난 6월 14일(주일)에 미카엘 프로젝트 심의위원회를  
   열여 13호 대상자 신규 선정 및 의료비(금일봉) 지원을  
   의결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청년 전례단 신입 단원 모집
 - 주일 오후 6시 청년미사의 독서, 해설, 보편기향기도를  
   해 주실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 문  의 : 청년전례단장(신경화 모니카) 010-8364-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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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교 국제선교회 홍보방문 및 2차 헌금
 - 다음 주(6월 28일)는 사제가 부족한 중남미 대륙을 선교  
   하기 위해 설립된 천주교 국제선교회 송영호 안토니오 신부님  
   께서 방문하십니다.
 *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우리들의 정성
 - 교 무 금(06/08∼06/14).................9,810,000원
 - 주일헌금(06/14)........................3,846,000원
 - 감사헌금(06/08∼06/14).................1,450,000원 
    민명기 안드레아       100만원,    곽요환 임마누엘         2만원
    황성연 요한            5만원,    나영숙 막달레나        10만원
    박준호 젤마노          5만원,    이도영 소피아         20만원
    익명(1명)              3만원
 - 을지로 노숙인 후원금(06/08∼06/14)........50,000원
    김종현 스테파노        5만원
 - 미카엘 프로젝트 후원금(06/08∼06/14).....200,000원
    남승찬 바오로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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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모님의 네 가지 교리
가톨릭 교회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자녀다운 효성으로 마리
아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로 받들며 각별한 사랑과 공경을 드
립니다(교회헌정 53항). 성모님께서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우리 
신앙인의 가장 훌륭한 전형과 모범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모님에 대하여 다음의 네 가지 교리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① 하느님의 어머니 :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예수
님께서는 하느님의 외아들로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입니
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마리아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
도의 어머니이시요‘하느님의 어머니’(Theotokos)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495항 참조). 이 교리는 마리아를 
하느님처럼 들어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②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 : 천사는 마리아에게 잉태를 예고하면
서“은총이 가득한 이여”(루카 1,28)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세
월이 흐름에 따라 하느님의‘은총이 가득한’마리아가 잉태되
는 순간부터 하느님의 은총과 특전으로 원죄에 조금도 물들지 
않게 보호되신 분이라고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가톨릭교

회교리서』 491항 참조).

③ 평생 동정이신 분 : 우리는 마리아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을 낳는 그 순간에도, 또 그 후에도 평생 동정이시라 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예수님의 형제들’(마태 

13,55 참조)이라는 말로써 마리아의 평생 동정을 반박하는 사람
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형제들’은 마리아의 다른 자녀들
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을 일컫는 말입
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500항). 마리아에게 다른 아들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에게 어머
니를 부탁하시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요한 19,26-27 참조). 

④ 마리아의 승천 : 우리는 원죄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시고 평
생 동정이신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지상 생활의 여정을 마치시
고 육신과 혼이 하늘의 영광으로 올림을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교회헌장 59항). 참 하느님이시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낳아 주
신 분께서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하늘에 오르시어, 부활하
신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성모님의 
승천을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부르심을 받은 승천’이라
고 해서‘몽소(蒙召)’승천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모님의 승천
은 우리도 성모님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름받고 있다는 희망의 표지가 됩니다.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출처 : 고준석 토마스데아퀴노 신부(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부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