ࢮਊ
ભ߽

제2155호 2018년 1월 1일(나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세계 평화의 날)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홍보국

자양2동성당 | 1983년 8월 설립

입당송 |

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거룩하신 어머니,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하늘과 땅을 영원히 다스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리시는 임금님을 낳으셨나이다.

제2독서 | 갈라 4,4-7

제1독서 |

민수 6,22-27

복음환호송 | 히브 1,1-2 참조

화답송 |

시편 67(66),2-3.5.6과 8(◎ 2ㄱ)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 알렐루야.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
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네. ◎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

복

민이 알게 하소서.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음 | 루카 2,16-21

영성체송 | 히브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
라디오 FM 105.3MHz /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위성 TV 184번 /

231번 /

307번 /

184번

2018년 제51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요약)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평화를 빕니다!
전 세계 이주민들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화

이민과 난민:

평화를 찾는
사람들

롭게 살 수 있는 그곳을 찾으려고 그들은 역경과 고난을
견뎌야 하며 울타리와 장벽에 직면합니다. 그 모든 사람
을 자비심으로 끌어안읍시다. 올바로 이해된 공동선을
해치지 않는 한계 내에서 새로운 공동체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규적 통로로 이주를 합니다. 그
러나 어떤 사람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다른 방도를 선택
합니다. 그들이 향하는 많은 목적지 국가에서는 인간 품
위를 깎아내리는 과장된 외침이 확산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을 관상하는 시선으로 바라

제51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 전문은
홍보국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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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용기와 재능과 에너지와 열망,
그리고 고유문화라는 보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들은 자

ⓒ CNS photo

신들을 받아들여 준 나라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또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꿈’을 여럿이 공유하고, 이에

한 이 관상하는 시선이 공공의 선익에 책임이 있는 사

대한 이민들과 난민들의 공헌을 평가할 줄 안다면 인

람들의 식별을 이끌고, 환대의 정책을 추구하도록 격

류는 모든 이의 가정이 되고 이 지구는 참으로 ‘공동의

려해야 합니다.

집’이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카 하비에르 카브리니 성
녀를 기억합니다. 이 여성은 이민자들을 섬기는 데 생

그들이 평화를 찾을 기회를 제공하려면 네 가지 행

애를 봉헌하였고 그들의 주보성인이 되었습니다. 성

동, 곧 환대하기, 보호하기, 증진하기 그리고 통합하

녀의 전구로써 다음 말씀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기

기를 결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환대하기’는 국가

를 바랍니다.

에 합법적으로 들어가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몰
아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하기’는 권리를 인
정하고 보호하며, 착취당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는

“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이들을 위하여
평화 속에서 심어집니다.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증진하기’는 온전한 인간 발
전을 지원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통합하기’는 자신들
을 환대하는 사회의 생활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허용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교황 프란치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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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년 메세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곳곳에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이를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느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가정에서부터 사랑과 일치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북녘의 갈라진 형제들에게도

희망찬 새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 은총이 충만히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평화와 사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 1월 1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천주교 서울대교구

모두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사랑과 나눔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 모두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사랑을 이루어

자양2동성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8길 8

수유1동성당

자양2동성당

신월동성당

사진
사
설명

자양2동성당은 1983년 8월 모본당인 구의동성당에서 분리, 설립되었습니다. 1984년 2월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소속 류
데니스 신부가 본당 초대주임으로 부임하였으며, 1985년 4월에는 성전 건립 기공식을 가졌고 본당 주보는 권득인 베드
로 성인입니다. 2008년에는 성전 담장을 철거하여 마당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였고, 2011년 4월에는 본당 30주년을
기념하여 성당 외벽을 화강암 재질로 바꾸는 공사를 진행하여 현재의 본당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전산정보실 부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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