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51호      2021년도 사목목표 :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교구 공동체     2021. 6. 20.

개인위생 및『코로나19』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전례안내봉사> 6월 20일 : 18구역,  6월 27일 : 19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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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가족사진 촬영 

      : 7월 4일(주일) 12시 미사 후, 희망하는 모든 교우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2차 헌금

 - 이번 주(6월 20일)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2차 헌금을  

   실시합니다.

 * 교우분들의 정성은 북한 형제 돕기와 한반도 평화 나눔을  

   위한 사업에 쓰입니다.

▣ 교황주일 2차 헌금 

 - 다음 주(6월 27일)는 교황주일 2차 헌금을 실시합니다.

 *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세상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를 위하여 많은 기도 바랍니다.

  

▣ 우리들의 정성

 - 교 무 금(06/07∼06/13).................7,970,000원

 - 주일헌금(06/13)........................4,722,000원

 - 감사헌금(06/07∼06/13)...................440,000원

    손정희 데레사         4만원,    김보림 아녜스         30만원

    송전의 분도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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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구역 6월 23일(수) 
저녁 7시 30분

12구역 7월  9일(금) 
저녁 7시 30분

24구역 7월  2일(금) 
저녁 7시 30분

- -

▣ 고통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욥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 욥이 탄식하는 욥기 7장 1절~ 

7절, 그리고 욥에 대해 간단한 소개가 있는 욥기 1장 1절 

~12절을 읽어 보세요.

  우츠라는 곳의 ‘욥’은 큰 부자이며 자녀들도 많고 세

상에서 더 필요한 것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대한 신앙도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 대전에 천사들이 모였는데 그곳에 사탄도 있었

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욥만큼 믿음이 깊은 사람은 없다

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하느님께 “욥이 재

산도 많고, 자손도 많고 건강과 명예도 있으니 하느님을 

잘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그도 많은 고

통을 당하면 하느님을 원망할 것이다.”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하느님은 사탄에게 욥의 고통 시험을 허락하십

니다. 첫 번째로 욥이 당한 고통은 재물과 가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집과 재산을 잃고, 자식들이 죽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

을 주시냐며 하느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무

엇이라고 했을까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  욥기 1,13-22 
  

  욥이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자 이번에는 질병의 

시련을 줍니다. 욥은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심한 부스럼

이 나서 잿더미에 앉아 깨어진 항아리 조각으로 몸을 

긁습니다. 욥의 모습이 너무 비참해서 그의 아내는 차라

리 하느님께 욕이나 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런데도 욥은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였던 

욥에게 친구가 무척 많았지만, 세 친구만 그를 찾아옵니

다. 고통과 재난을 당하면 친구들은 물론 친족들도 등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진정한 친구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멀리서 욥의 비참

한 몰골을 보고는 너무 슬퍼 나중에는 울지도 못했습니

다. 욥도 한때 고통에 굴복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하느

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 과정이 눈물겹습니다.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  욥기 2-4장, 42장 

  성경은 욥을 통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해

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에서 피

할 수 없지만, 고통의 해결과 마지막 희망은 하느님께 

있음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출처 : 허영업 마티아 신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