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49호      2021년도 사목목표 :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교구 공동체     2021. 6. 6.

개인위생 및『코로나19』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전례안내봉사> 6월 6일 : 16구역,  6월 13일 : 17구역 

사무실
Tel 2615-8811          예수부활

    개봉동 성당
        http://www.gaebongs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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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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제성화의 날
 - 6월 11일(지극히 거룩하신 예수성심 대축일)은 제27회  
   사제 성화의 날입니다.
 - 모든 신부님들이 예수님을 닮아 참사제의 길을 가시도록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를 당부드립니다. 

 ※ 6월 11일(금) : 오전 6시, 10시 미사는 있습니다.

▣ 병자 영성체 
 - 일  시 : 6월 18일(금) 오전 11시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가정에 계신 교우들을  
   대상으로만 실시합니다.

▣ 자모회 미숫가루 판매 
 - 일  시 : 6월 12일(토)∼ 13일(주일) 매 미사 전,후
 - 가  격 : 1봉지 1만원  

 * 문  의 : 자모회장(이은하 로사) 010-3718-3713  

  
▣ 우리들의 정성
 - 교 무 금(05/24∼05/30)................19,435,000원
 - 주일헌금(05/30)........................3,721,000원
 - 청소년주일 2차 헌금(05/30).............2,540,600원
 - 감사헌금(05/24∼05/30).................2,625,000원
    서동현 바오로         5만원,    김영민 모세           5만원
    고기봉 안드레아      100만원,    고진선 마르타         10만원
    이계영 프란치스카    100만원,    이영자 안나           5만원
    안옥희 바실라        10만원,    한은희 아지아          5만원
    익명(2명)         22.5만원  
 - 을지로 노숙인 후원금(05/24∼05/30).......200,000원
    정현채 알베르또      10만원,    공명복 바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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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구역 6월  9일(수) 
저녁 7시 30분

23구역 6월 23일(수) 
저녁 7시 30분

21구역 6월 16일(수) 
저녁 7시 30분

24구역 7월  2일(금) 
저녁 7시 30분

22구역 6월 18일(금) 
저녁 7시 30분

- -

▣ 강생(降生)의 신비
   천주교의 가장 핵심적인 네 가지 기본교리에 대해서 들어보
셨을 것입니다. ‘천주존재(天主存在)’, ‘삼위일체(三位一體)’, 
‘강생구속(降生救贖)’, ‘상선벌악(賞善罰惡)’을 천주교의 4대 교
리라고 하지요. 그중에서 ‘강생’의 신비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
자 합니다.
   “교회는 요한복음의 표현(‘말씀이 사람이 되셨다.’(요한 1,14))에 따
라,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인간 본성을 
취하신 일을 ‘강생(降生)’이라고 부른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461

항』) 이를 신성과 인성의 결합,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다는 뜻
으로 ‘육화(肉化)’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강생’은 단순한 사실 확인
이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넘어서는 ‘신비’라는 것
입니다.
   이천 년 전 예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그분을 우리는 구
세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뛰어난 언변과 지혜를 가진 
특별한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이었고, 그분의 기적은 하느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이었
지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에 이르는 일련의 사
건들은 참 하느님이시며 참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
앙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굳이 유한하고 나약한 사람이 되
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속량(贖良)’의 신비입니다. 즉 우
리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
를 의롭게 하시고 부활을 희망하게 하신 것이지요.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든 인간을,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느님 
사랑의 계획은 예수님의 ‘강생’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에게 예
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
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마르 2,17)

   의인들만의 구원을 바라셨다면 하느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유한한 삶을 체험하실 필요도, 죄 없이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
을 맞으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가장 뛰어난 피조
물이지만 그 능력과 지혜만으로는 하느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오셨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에 우리에게는 하느
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하느님만이 지니신 영원한 생명
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를 영혼의 양식으로 내어주셨
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될 때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육신을 취하여 
오신 하느님의 깊은 사랑에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출처 : 서울대교구 교육사목국 선교전례사목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