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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 및『코로나19』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본당청소 봉사 : 01/17(18구역),  01/24(19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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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식 비오  010-8917-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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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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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합동위령미사 봉헌
 -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합동위령미사를 봉헌하실 분들은

   2월 10일(수) 오후 6시까지 사무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초 축성  

 - 주님봉헌축일(2월 2일)을 맞이하여 제대와 각 가정에서  

   한 해 동안 사용할 초를 축성합니다.

 - ➀가정초는 성물방에서 구입하시고, ➁제대초를 봉헌하실

   분들은 1월 31일(주일)까지 사무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들의 정성
 - 교 무 금(01/04∼01/10).................9,355,000원

 - 주일헌금(01/04∼01/10).................2,172,000원

 - 감사헌금(01/04∼01/10).................1,230,000원 

    김종숙 세실리아       10만원,    은광옥 클레멘스       50만원

    백경일 바오로        10만원,    이영자 안나           3만원

    손재덕 베드로         10만원,    송전의 분도          10만원

    최선희 요셉          10만원,    14구역 2반          10만원  

    장례미사 성가대       10만원

 - 을지로 노숙인 후원금(01/04∼01/10).......100,000원 

    김종숙 세실리아       10만원

날짜 합동위령미사

2월 12일 (금) 오전  6시,  9시,  11시

▣ 미사 때 촛불을 켜는 의미는?

  예로부터 성스러운 곳이나 성스러운 예식을 거행하는 데는 

빛이나 불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주님 성전에는‘등잔 

일곱 개를 만들어 앞쪽을 비추도록 등잔대 위에 올려 놓아

라’(탈출 25,37)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은‘나는 세상의 빛’(요한 8,12)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

에게 ‘세상의 빛’(마태 5,14)이 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촛불은 온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루카 2,32 

참조). 또한, 초는 십자가상 희생을 상징합니다. 초는 스스로 

태워 빛을 주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의 희생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

히 부활성야에 밝히는 부활초는 전례상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뜻하는 최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인의 성상 앞에 촛불을 

켜 놓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덕을 상징하며, 전구를 청한다

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자 앞에 켜 놓는 것은 그들이 곧 

주님을 뵈올 수 있기를 기도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례성사나 첫영성체 예식 때, 그리고 수도서원이나 성품성사 

때에 후보자들이 촛불을 받아들이거나 촛불을 들고 입장하는 

것은 촛불이 자신을 태워 주위를 밝히듯이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이웃을 위해 태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사 때 촛불을 켜는 것은 하느님께서 함께하심, 특별히 그

리스도께서 함께하심을 나타냅니다. 미사 때 제대 위에 켜는 

초 개수는 그날 전례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평일이나 기념

일에는 2개의 초를 켭니다. 그러나 주일이나 축일에는 4개의 

초를 켭니다. 또 대축일에는 6개의 초를 켭니다. 그런데 제대

에 초를 7개 켤 때가 있습니다. 주교가 미사를 드릴 때입니

다. 대사제인 주교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하나를 더 켜는 것

입니다.

‘주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다’(탈출 13,21)

< 출처 : 김지영 사무엘 신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