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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 및『코로나19』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전례안내봉사> 5월 23일 : 14구역,  5월 30일 : 15구역 

사무실
Tel 2615-8811          예수부활

    개봉동 성당
        http://www.gaebongsd.com

주임신부

이용희 사도요한

 부주임신부

한인희 사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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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역 미사

 

▣ 성모성월 꽃 봉헌금
 - 성모성월 꽃 봉헌하실 분들은 5월 31일(월)까지 사무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헌미헌금 2차 헌금
 - 이번 주(5월 23일)는 헌미헌금 2차 헌금을 실시합니다.

 * 헌미헌금 운동은 끼니때마다 예수님과 이웃의 몫으로  

   한 줌의 쌀을 모아 현금으로 환산하여 봉헌해 주시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 청소년주일 2차 헌금
 - 다음 주(5월 30일)는 청소년주일 2차 헌금을 실시합니다.

 * 교우분들의 정성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미래 지향적인   

   신앙과 인성교육의 기본적 자원인 교리교재 연구 및 보급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 우리들의 정성
 - 교 무 금(05/10∼05/16).................8,855,000원

 - 주일헌금(05/16)........................3,357,000원

 - 홍보주일 2차 헌금(05/16)...............2,171,000원

 - 감사헌금(05/10∼05/16).................1,070,000원
    현광옥 아브라함        5만원,    김기분 데레사          7만원
    임미정 소피아         5만원,    송전의 분도          10만원
    임성기 미카엘        10만원,    최선희 요셉          10만원
    故오혜숙 레지나 유가족  50만원,    이도영 소피아          5만원
    익명(1명)             5만원
 

 * 교황님과 함께하는 ‘백신나눔운동’에 참여하실 분들은  

   성금(誠金)을 본당 사무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까지 접수,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구역 미사 일시 구역 미사 일시

18구역 6월  2일(수) 
저녁 7시 30분

22구역 6월 18일(금) 
저녁 7시 30분

19구역 6월  4일(금) 
저녁 7시 30분

23구역 6월 23일(수) 
저녁 7시 30분

20구역 6월  9일(수) 
저녁 7시 30분

24구역 6월 30일(수) 
저녁 7시 30분

21구역 6월 16일(수) 
저녁 7시 30분

- -

▣ 믿음, 희망, 그리고 사랑
    -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불태워야 할 신앙의 연료 -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전례에 능동적
으로 참석하여 그 힘을 얻고, 지혜와 인내로써 어려움을 극복
하면서, 특히 그리스도와 긴밀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믿음과 
바람, 사랑의 끊임없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평신도교령 4항 참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전통적으로 
향주덕이라고 합니다. 향주덕이란 ‘주님을 향한’ 덕이라고 해
서 대신덕이라고도 부릅니다. 향주덕은 “신자들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행동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려고 하느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
다.”(가톨릭교회교리서 1813항) 
  믿음은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자유로이 맡기는 것입니다. 
곧 나의 삶 속에 나와 함께 살아 계시는 하느님께 ‘저는 믿습
니다’라고 나의 모든 신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느님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것과, 
그리고 거룩한 교회가 우리에게 믿으라고 제시하는 모든 것
을 믿게 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814항 참조). 믿음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절대적인 하느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느님 안
에 살기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받은 하느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게 하는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희망이 피어오릅니다. “희망은 그리스도
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성령의 은
총의 도움으로, 우리의 행복인 하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갈
망하게 하는 향주덕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817항)

  영원한 행복을 바라는 희망은 우리의 삶에 힘을 주고 용기
를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 몸이 병들고 아프거나, 꿈이 좌절되고, 경제적인 어려움
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희망은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 연결
되고 조화를 이룹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콜로 

3,14)이고, 모든 덕의 바탕이며, 덕들을 연결하고 질서를 지어 
주기 때문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827항). 따라서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닦아야 할 최고의 덕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
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 이러한 
사랑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1코린 13,7) 
  그러므로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하늘나라
에 갈 때까지 간직하고 불태워야 할 신앙의 연료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씁시다.”(1테살 5,8)     (출처 : 고준석 토마스데아퀴노 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