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06호      2020년도 사목목표 :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본당 공동체     2020. 8. 9.

모든 신자는 소공동체(구역, 반) 모임에 우선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례안내봉사> 08/09 : 16구역,   08/15 : 17구역,  08/16 : 18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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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30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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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 성모승천대축일은 우리 교회의 4대 의무축일 중 하나입니다.  
   교우분들은 미사에 꼭 참례하시기 바랍니다.
 * 이날 저녁 18시, 20시 미사는 8월 16일(주일) 특전이 아니므로, 
   8월 16일(주일) 미사에도 참례하셔야 합니다.  

 * 성모승천대축일에는“주일 헌금”을 봉헌합니다. 

▣ 성모승천대축일 “꽃”봉헌금 접수
 *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8월 15일(토)까지 사무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세례를 축하합니다.    
 - 세례일시 : 8월 14일(금) 오후 8시
 *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이 태어나는 38명의 형제자매님들을  
   위하여 많은 축하와 기도 바랍니다.

▣ 병자 영성체 
 - 8월 병자 영성체는 쉽니다.

▣ 2020년도 첫 영성체 교리 (등록) 설명회
 - 일시·장소 : 8월 23일(주일) 오후 2시, 2층 교육관
 - 대     상 : 초등 3학년∼6학년 (2020년도 기준)
 - 교     리 : 2020년 9월∼12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첫 영성체 예식 : 12월 12일(토) 
 - 준 비 물 : 필기구, 등록비 8만원, 증명사진 1장(신청서 부착),
               어린이 성경 개인 구입
 * 문     의 : 첫 영성체 대표(신경화 모니카) 010-8364-5115

▣ 우리들의 정성
 - 교 무 금(07/27∼08/02)................14,065,000원
 - 주일헌금(08/02)........................3,796,200원
 - 감사헌금(07/27∼08/02).................1,150,000원 
    김해규 방지거        10만원,    용환기 안젤로         10만원
    이계순 요한나        10만원,    손영택 베드로          5만원
    고진선 마르타        10만원,    박종철 베드로         10만원
    최용준 아우구스티노     5만원,    조묘숙 마르셀라       50만원
    익명(1명)             5만원
 - 건축헌금(07/27∼08/02)...................100,000원 
    박종철 베드로         10만원
 - 을지로 노숙인 후원금(07/27∼08/02).......270,000원
    박종철 베드로         10만원,    박옥경 마리아          2만원  
    최혜이 마리아클레오파  10만원,    익명(1명)             5만원
 - 미카엘프로젝트 후원금(07/27∼08/02).......50,000원
    익명(1명)             5만원

날짜 미사시간

8월 15일
(토요일)

 오전 :  6시,   9시,   10시 30분
 오후 : 12시,  15시(어린이), 18시,  20시

▣ 대송  - 주일의 의무를 대신하는 것 -

  대부분의 성당에서 시간은 다르지만 매일 미사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4시 전까지의 미사를 ‘평일미사’
라고 하고 토요일 오후 4시 이후부터 일요일까지 드리는 미사
를 ‘주일 미사’라고 합니다(『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74조 1

항).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우리나라에서 의무 축일은 1월 1일 ‘천주

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과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그리고 12월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입니다.)에 봉헌하는 미사는 전날 오후 4시부
터 거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다인의 
관습대로 토요일 해가 지면서부터 주일 해가 지기까지 주일의 
축제를 지낸 전통을 따른 것으로, 오후 4시부터 해가 지기 시
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토요일 저녁과 의무 축일 전날 
저녁에 드리는 미사를 특전 미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모두 
같은 주일 미사입니다.(토요일 4시 이전에 드리는 어린이 미사는 그 특

수성에 따라 주일 미사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주일 미사 중에는 ‘교
중 미사’가 있습니다. 이 미사는 본당 주임 사제가 자신에게 
맡겨진 본당의 모든 신자를 위해 의무적으로 드리는 미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중 미사에서는 개별 지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주일과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여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교회법』 1247조). ‘주일’은 그리스
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날로서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는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예를 
들어 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 이유로 주일 미사에 일시적
이건 지속적이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자들을 위하여 주일의 의무를 다음의 세 가지 중 하나를 실
천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국 천주교 사목지침

서』, 74조 4항). 이를 ‘대송’이라고 합니다. 이 대송을 바치
신 분들은 따로 고해성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둘째, 그 주일 미사의 독서와 복음을 읽습니다.
  셋째, 선행, 곧 희생과 봉사를 실천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일 미사에 참여하지 못한 신자들에게는 평
일 미사에 참여하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교회는 저마다 어려움을 안고 찾아오는 모든 이를 위한 자
리가 마련되어 있는 아버지의 집입니다.”(『복음의 기쁨』, 4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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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