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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장동성당 | 1996년 9월 설립

에게 구렁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입 당 송 | 예레 29,11.12.14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노라. 나를 부르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
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면 너희 기도를 들어 주고, 사로잡힌 너희를 모든 곳에서 데려오

제2독서 | 히브 10,11-14.18

리라.

복음환호송 | 루카 21,36 참조

제1독서 |

다니 12,1-3

화답송 |

시편 16(15),5와 8.9-10.11(◎ 1 참조)

◎ 알렐루야.

◎ 주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복

음 | 마르 13,24-32

계시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영성체송 | 시편 73(72),28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으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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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말씀

최규하 다니엘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어느덧 11월입니다. 화려했던 단풍이 지고 무채색의 겨

덧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했듯이, 하느님과의 만

울이 대지를 엄습하기 시작하는 이때를 교회는 위령성월로

남을 준비하지 않은 이의 마지막은 황망하고 허무할 것입

정하여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죽음의

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느님을 뵈올 준비를

심연 너머에 찬란히 빛나는 부활의 희망을 바라보도록 초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루카 복음에 나오는 ‘약은 집사의 비유’(루카 16,1-8)에서

대합니다.
어느 옛 무덤의 묘비에 이런 경구가 적혀있다고 합니다.

그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유에서 집사는,

“Hodie mihi, cras tibi.” 번역을 하자면 “오늘은 나에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여 꾸지람을 듣자, 주인에게 빈털터

내일은 너에게”라는 말이 되겠지요. 자신을 애도하기 위해

리로 쫓겨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이 난관을 타개하

찾아온 이에게 망자가 전하는 마지막 한 마디는 이토록 처

기 위해 그가 택한 방법은, 주인의 빚 문서를 조작하여 빚

연합니다. 죽음이 오늘은 나를 찾아와 내가 이렇게 차디찬

진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로써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땅속에 누워있지만 이제 머잖아 이 자리가 자네 몫이 될 터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쫓겨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신세를

이니 마음 준비 단단히 하라고 나지막이 건네는 망자의 충

질 수 있게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불의함을 또 다른

고는, 우리네 삶이 늘상 죽음을 마주하고 있음을 새삼 깨닫

불의로 덮은 셈이지만, 뜻밖에도 주인은 오히려 이 집사의

게 해 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에 대해

약삭빠름을 칭찬합니다.

가르치시며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시

하느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의 관리자, 곧 집사인

듯, 우리의 죽음도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하지만 예외 없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우리 각자를 찾아올 것입니다.

받은 자신의 능력과 지위, 재물을 사용하여 곤경 중에 있는

바로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어

다른 형제자매들을 돕는 것. 덧없는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

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란, 죽음의 문을 지나 마

모으고 쌓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다하여 가난하고

침내 뵈옵게 될 하느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한

소외된 이들을 돕고 그들과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이야말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승의 재물을 모으는 데에만 급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바람직

급했던 부자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

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 갈 것이다.”(루카 12,20)라는 하느님의 추상같은 한 마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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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장동성당은 1996년 9월 왕십리성당을 모본당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마장동성당은 왕십리성당의 교세 확장으로 1992년 4월
사근동 공소 설립 승낙을 받아 11월 공소 첫 미사를 거행함으로써 창설되었습니다. 1993년 12월 인근 마장동 소재 현대자동차
창고를 개조해 공소를 이전하여 오늘날의 마장동성당이 시작되었습니다. 1996년 9월 성당으로 승격되었고, 본당 주보성인은
정하상 바오로 성인입니다. 1998년 12월 성전 부지를 매입했고, 1999년 10월 기공식 미사, 2000년 5월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01년 5월 성전 축복식과 함께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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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중 시몬 신부 | 홍보국 차장

말씀의이삭

박승희 리디아

새로운 도전
평창올림픽을 꿈꾸면서 준비하던 것이 얼마 전인 것 같
은데, 올림픽을 마무리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前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보고 싶었고, 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싶었습니다. 흔히 말
하는 바닥에서부터 다시 준비하는 과정 중에 주님은 정말

이번 2018 평창올림픽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억으

큰 버팀목과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종목을 바꾸고 한계에

로 남아있습니다. 어렸을 때 처음 시작한 종목인 쇼트트랙

부딪힐 때마다 후회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굳이 새로운 도

을 10년 넘도록 해왔고 또 직접 평가하기에는 많이 부족하

전을 선택했던 저 자신을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살

고 쑥스럽지만, 나름대로 최고의 결과와 괜찮은 실력으로

아가면서 언제든, 누구든 겪어야 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

해내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한

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 안에서 기도로 답을 얻으려고 노

다는 것 자체가 저 자신에게도 두렵고 어려운 선택이었습니

력했습니다.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느님께 기도를 드

다. 매일매일 고민에 고민을 했고, 오전에는 포기했다가 오

릴 때나 미사를 볼 때, 하느님께 대한 그리고 저 자신에 대

후가 되면 다시금 ‘도전하자’라고 마음을 바꾸기도 했습니

한 깊은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던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다.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반대했지만 그럼

됩니다.

에도 저는 전향(쇼트트랙에서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종목을 바꿈)을 선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도전의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
사이사이에 기도와 미사의 시간을 갖고 답을 찾아보고 노

했습니다.
2014년 소치올림픽 이후 종목을 전향했을 때만 하더라

력하는 과정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도 저에게는 그렇게 큰 목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새로 도

통해 당장 모든 일과 어려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을지

전하는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제가 평창올림픽을 간다는 것

모르지만 그래도 힘들고 지칠 때 하느님은 저에게 유일하

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은

고 가장 큰 안식처가 되어주셨습니다.

퇴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내야지’

저의 짧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실수와 실패

하는 마음보다는 새로운 종목에 도전하기로 한 선택 자체

를 반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

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고, 그분께 대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스케이트 선수로 생활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

믿음을 갖고자 한다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는

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것을, 하느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될

새로운 종목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가

것 같습니다.

교적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찾나요?

교리상식

교적敎籍은 ‘공소인명록’이 발전하여 생긴 일종의 신자 신앙생활 기록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적에는 신자 개인의 가족
관계, 신상명세, 세례·견진·판공·혼인 등의 성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적은 가구별로 작성되어 있
어 한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교적은 교회의 호적戶籍과 같다고 할 수 있습
니다. 사실 가족 단위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혼자만 신자라면 교적에는 내 것만 기록됩니다. 주변에 교적을 찾고 있
는 분이 있다면 우선 다니던 본당에 문의하라고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글_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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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규 신부의

성경풀이

유다교의 축제들
어느 민족이든 축제는 긴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민

제를 지냅니다. 원래 이 축제는 밀의 수확과 관련된 감사의

족의 특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

축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순절은 지금도 유다인들에게

다인들에게도 축제는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과 함께 그들의

수확을 감사하는 축제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의

기본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문화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

미를 갖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오순절 때에 성령 강림

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축제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를 정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소개합니다.(사도 2장) 예수님의 약속

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로 오순절 때에 믿는 이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파스카입니

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교회의 삶을 시작합니다. 오순절 역

다. 과월절 또는 유월절이라고도 부르는 파스카는 이스라

시 파스카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건 이후 유다인들과 그

엘 민족의 최대 축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축제의 이름은

리스도인들에게 성격이 다른 축제가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종살이

이와 함께 유다인들에게 중요한 축제는 초막절입니다.

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하느님께서 이집트에

팔레스티나의 특산품인 과실을 수확하는 시기에 맞춰 축제

내린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나타내는 ‘파스카’(지나가다)에서

를 벌이며 일주일 동안 지속됩니다. 역사가인 플라비우스

왔습니다.(탈출 12-13장) 파스카에는 일 년 된 흠 없는 수컷

요셉푸스는 이 축제를 ‘유다인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거룩

양을 잡아 구워 먹으며 누룩이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한 축제’라고 소개합니다. 초막절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먹습니다. 원래 유다인들의 ‘탈출’을 기념하는 이 축제는 가

이 집을 떠나 초막에서 생활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탈

톨릭 안에서 예수님의 최후 만찬 이후 새로운 사건을 기억

출 이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축제입니다. 유다

하고 기념하는 축제로 바뀝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

인들에게 광야는 여러 사건을 통해 하느님의 현존을 직접

음과 부활입니다. 신약성경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체험했던 곳이고 지금까지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행방하신 것처럼 예수님 역시 우리

로 여겨집니다. 예수님 역시 공생활 전에 광야에서 단식하

를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같은 표

며 기도하십니다. 이 외에도 안식일과 안식년 등은 일상에

현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파스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서 맞는 축제의 성격을 갖습니다. 축제는 유다인들에게 하

통한 구원을 나타냅니다.

느님의 구원 업적을 일깨우는 잔치입니다.

유다인들은 파스카 이후 일곱 주간이 지나고 주간절 축
제를, 달리 말한다면 파스카 후 50일이 지나고 오순절 축

허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생명운동

생명을 위한 기도, 즉 온 세상이 봉헌하는 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들, 단체와 공동체, 가정과 믿는 이들의 마음은
특별한 자발적 활동과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창조주이시며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탄원해야 합니다. ‘확신에 찬 기도와 단식’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이 사랑과 생명의 문화가 넘치는 참다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생명의 복음 100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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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 생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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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는 기쁨! 커지는 행복! www.cpbc.co.kr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QR코드

가톨릭평화신문

SNS와 함께하는 신앙생활
가톨릭평화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성사풀이’를 매주 페이스북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
니다. 또한 전례력에 따른 다양한 교리 지식을 접할 수 있어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폭넓은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으며, 가톨
릭평화방송 TV 가톨릭 뉴스 동영상을 통해 교회의 생생한 현장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팍팍하고 쉴 틈 없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김용은 수녀의 살다
보면’ 연재를 통해 성찰과 쉼의 기회를 드립니다.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가톨릭평화신문’ 검색하시고 페이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https://www.facebook.com/cpbcnewspaper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 추모 공모전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내

용 | 내가 만난 김수환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이 나의 삶과 신앙에 끼친
영향, ‘옹기영성’과 ‘바보철학’을 이웃에 전하고 실천한 사례 등

|대 상|
|형 식|
|분 량|
|시 상|
|마 감|
| 보낼 곳 |

누구나 (제한 없음)
추모시·편지 (엽서)·일기·수기 등 (제한 없음)
200자 원고지 기준 10매 안팎 (A4 10포인트 1장 이내)
우수작 10명 (상장)
2018년 12월 31일 (마감일 소인 유효)
(전자 우편) babo@cpbc.co.kr

(우편 접수) 우편번호 04552,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30 가톨릭평화
방송·평화신문 보도총국 신앙체험수기 공모 담당자 앞

| 문 의 | 02)2270-2415
| 수상작 발표 | 2019년 1월 27일자 가톨릭평화신문, 가톨릭평화방송TVㆍ라디오
| 기 타 | ① 응모작은 다른 지면에 발표되거나 수상한 적이 없어야 함, ② 성
명·세례명 (가톨릭신자)·주소·소속 본당·전화번호 (휴대전화 포
함) 명기, ③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접수, ④ 수상작은 가톨릭평화신문

에 게재하고 가톨릭언론인협의회 주최 토크콘서트에 수상자 초대,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과 가톨릭대학교 김수환추기경연구소는

⑤ 수상작 저작권은 3년간 가톨릭평화방송ㆍ평화신문에 귀속, ⑥

2019년 2월 16일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를 맞아 고인의 삶과
신앙을 기억하면서 사랑과 나눔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신자
들의 사연을 공모합니다. 관심 있는 이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가톨릭평화방송여행사 여행상품소개(2019년)
•일본 나가사키
1월14일~17일 (3박4일) | 120만원

•성모발현지, 벨기에-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
1월14일~26일 (12박13일) | 398만원

•멕시코(과달루페 성모발현지-칸쿤)-쿠바
1월18일~27일 (9박10일) | 49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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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주
|후

최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가톨릭대학교 김수환추기경연구소
원 |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여행상품 문의: 02)2266-1591~2

•전영준 바오로 신부님과 함께하는
성서못자리 18차 이스라엘 순례
1월19일~27일 (8박9일) | 360만원

•<설 연휴 특집> 베트남 성모발현지
1월31일~2월4일 (3박5일) | 145만원

•<설 연휴 특집> 스페인-포르투갈
2월1일~10일 (9박10일) | 349만원

오늘(11월18일)은 제2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16년에 교황 교서 ‘자비와

빈민사목의 기도

비참’(2016.11.20)을 통하여 매년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World Day of the Poor)로 제정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서울대교구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의도와 취지에 따

억압받는 사람을 해방하러 오신 주님

라 2017년부터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찬미받으소서

로 지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제2차

가난한 사람들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문을 통하여 가난한 이들의

물질 중심의 소비사회에서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르짖음을 듣고 공감하고 응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도 가난해야 함을 깨닫게 하소서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 교회의 주교, 사제, 평신도 등

우리로 하여금

모든 구성원들이 가난한 이들과 친하고 그 거리를 가깝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게 만드는 기회와 만남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몫과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고통과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소서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문은 서울대교구 홍보국 홈페
이지(http://cc.catholic.or.kr)-알림마당-교회발표문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주님!

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포하신 하느님의 나라가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귐ㆍ섬김ㆍ나눔의 공동체임을 깨닫고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가난한 이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소서

•1927년 11월19일 손성재 야고보 신부(50세)

가난한 사람의 벗!

•1945년 11월25일 최종철 마르코 신부(55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6년 11월20일 김대군 파트리치오 신부(77세)
•2016년 11월21일 김정직 디오니시오 신부(75세)

(2018.7.16. 서울대교구장 추기경 염수정 인준)

서울주보 알림 게재신청: http://cc.catholic.or.kr

Ҫүঈܻ
월요 성경통독
내용: 구약성경 통독강의 / 강의: 조창수 신부
때, 곳: 2019년 1월7일~6월24일 매주(월) 13시~16시, 가

톨릭회관 3층 강당(회비: 6개월 5만원) / 727-2135 사목국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727-2336
전희수 개인전(회화): 제 1전시실
가톨릭영시니어아카데미 사진전: 제 2전시실
모자이크 회원전(회화): 제 3전시실
전시일정: 11월21일(수)~27일(화) 오전까지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공시 되신 분은 12월3일(월)까지 교구법원으
로 연락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
이 있습니다. / 성명: 유종익, 이형열(이형렬)
문의: 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한국교회사연구소 송년미사 및 특강
대상: 연구소 후원회원 및 동인회원
때, 곳: 11월24일(토) 17시, 평화방송 4층 회의실
강사: 신지철 신부(부소장 / 특강 후 10층 성당에서
송년미사 있습니다) / 문의: 756-1691
미사집전: 조한건 신부(소장), 신지철 신부(부소장)

향심기도 2박3일 집중 피정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지도: 김귀웅 신부
때, 곳: 12월14일(금) 17시~16일(일), 성령선교수녀회
회비: 10만원 / 문의: 010-6542-8642(www.hyangsim.com)
시복시성 기원미사
이달의 순교자 ‘박대식 빅토리노’
때: 매월 셋째주(화) 11월20일 오전 11시(135회)
곳: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2018년 카리타스 자원봉사 나눔잔치 참여신청
UN이 선포한 ‘세계자원봉사자의날’(12월5일)을 기념
하며,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들을 위한 감사 잔치를 개최합니다.(사전신청 필수)
대상: 교구 및 본당 자원봉사자 누구나 / 문의(신청): 727-2248
내용: 명사강연, 기념미사, 다과나눔 / 회비 없음
때, 곳: 12월8일(토) 10시~12시30분,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주교좌 명동대성당 2018년 대림특강
때, 곳: 대림 1~3주간 (월) 오후 7~8시, 명동대성당
대성전 / 문의: 774-1784
날짜

주제

교회의 신비
12월3일(월)
안에서의 가정
가정 안에서 하느님 사랑
12월10일(월)
을 체험하고 증거하기
이 세상 끝까지 가
12월17일(월)
서 복음을 전하자

민족화해위원회
1) ‘내 마음의 북녘 본당 갖기’ 미사봉헌 / 문의: 727-2420
때, 곳: 11월20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서울대교구 안악 본당·은율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
니다. 함께 해 주세요.
2) 후원회 미사 / 문의: 727-2415
때, 곳: 11월23일(금) 14시, 명동대성당 소성당
대상: 후원회원 및 누구나(돌아가신 모든 회원을 위
한 연미사로 봉헌합니다)

11월 구역반장 월례연수
주제: 신약성경인물⑥-사도요한
11월

오전(10시30분)

오후(2시)

20일(화)
21일(수)
22일(목)
23일(금)

이문동
구의동
대방동
양천

천호동
·
등촌1동
길음동(2시30분)

성소후원회 예비신학생 12월 모임
학년

때

중1 12월9일(일) 오전 9시

강사

중2 12월9일(일) 오전 9시

강한수 신부(의정부교

중3 12월2일(일) 오전 9시

구, 민락동성당 주임)

고1 12월2일(일) 오전 9시

심백섭 신부(예수회, 대
전 가톨릭대학교 교수)

송영호 신부(서울대
교구, 해외선교국장)

고2 12월9일(일) 오전 9시
고3 12월2일(일) 오전 9시
일반 12월2일(일) 오전 9시

곳

문의

성신교정 대성당
성신교정 대성당
성신교정 대성당
성신교정 대성당
성신교정 대건관 서편성당
성신교정 대건관 서편성당
성신교정 대건관 서편성당

010-2742-2123
010-9954-2123
010-9961-2123
010-2577-2123
010-9972-2123
010-8710-2124
010-871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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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관악지구 성령봉사회 낮피정 / 문의: 010-5049-1068
때, 곳: 11월20일 13시~17시, 중앙동성당 / 강사: 이성진 신부

묵주기도 피정 / 문의: 031)952-6324
때: 매월 마지막주(화) 10시~14시 미사(중식 제공)
곳: 파티마 평화의 성당(주최) / 문의: 031)952-6324

낙태 후 화해 피정(착한목자수녀회)
때: 11월23일(금)~25일(일) 2박3일 / 회비 없음
곳: 성 빈센트 환경마을 / 문의: 010-9318-1366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봉헌
대상: 중재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분
때: 12월1일~31일 / 문의: 010-5482-3217

삼성산 청장년 성령 기도회(야훼이레)
때: 매주(토) 19시~21시30분 / 문의: 874-6346, 5008
곳: 삼성산 피정의 집 3층 중강당 / 지도: 이창진 신부

14동작지구 성령쇄신봉사회 낮피정
때: 11월20일(화) 13시~16시 / 강사: 정용홍 신부
곳: 흑석동성당 / 문의: 010-3341-1354

성경통독 효소단식 피정(가톨릭 교수회)
때: 86차 12월7일(금)~10일(월) / 문의: 010-9363-7784
곳: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 회비: 36만원

삼성산 피정의 집 성모송 2천번 기도회
때, 곳: 11월19일₩26일(월) 9시30분~17시,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874-6346, 010-3310-8826

천주교예수전교회 전교•치유 피정
특강: 김인성 신부 / 대상: 누구나
때: 12월1일(토) 10시~17시(미사 있음) / 회비 없음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문의: 010-8586-3272
삼성산 사랑의 성령봉사회 철야기도
때, 곳: 매주(화) 22시30분~다음날 4시,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강론: 유명 강사(매주 바뀜)
문의: 874-6346, 010-3310-8826

제주 성이시돌 자연 피정 / 문의: 064)796-9181
올레, 미사, 기도, 강의 /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때: 11월30일~12월2일, 12월4일~6일, 12월30일~2019년
1월2일, 1월11일~13일, 1월16일~18일, 1월21일~24일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자연에서 침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만나기
때, 곳: 12월7일(금)~9일(일) 2박3일, 성바오로 피정의
집(시흥시 계수동) / 문의: 333-9898(월~금) 한국 CLC

월30일~2019년 1월1일(일몰일출), 1월4일~6일, 1월10일
~13일(눈꽃 산행) /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청년복음화학교 만남 2기 피정
하느님과의 ‘만남’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때, 곳: 11월24일(토) 11시~25일(일) 12시, 성베네
딕도 피정의 집(장충동) / 대상: 20세~35세 청년
문의: 010-9038-3873 새천년복음화사도직협회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
미사: 매주(금) 19시30분
지도: 이성진 신부 / 문의: 010-9017-5538 이근창

해넘이 피정(왜관수도원에서의 송구영신)
때: 12월29일(토) 16시30분~31일(월) 13시30분
곳: 성 베네딕도 왜관 피정의 집(주최)
준비물: 수건, 개인컵, 세면도구 / 회비: 19만원
계좌: 농협 301-0087-0776-61 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 문의(접수): 054)971-0722, 010-9877-4739

의 집(수원) / 주제: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몸 신학)
수도자와 함께하는 성지순례(아씨시의프란치스코전교수녀회)
때, 곳: 2019년 3월11일~24일, 이스라엘₩이탈리아
문의: 010-6419-2694 권 루치아 수녀

살레시오 청년 대림 피정
대상: 대학, 일반 35세 미만 미혼 남녀
때, 곳: 12월1일(토)~2일(일), 살레시오 관구관 교육

관(신길동) 4층 / 문의: 010-7427-4627 김용식 신부
어농성지 월례 음악 피정
강사: 계만석, 이형진, 제치원 / 미사: 박상호 신부
때: 11월24일(토) 10시30분~16시 / 주제: 위령성월
문의(접수): 031)636-4061

젊은이 렉시오 디비나 피정

1일 피정 ‘참된 자아와 하느님을 찾아가는 길’
주제: 의존성의 이해와 치유의 영성
때: 11월24일(토) 10시~15시30분
곳: 전진상 영성센터(명동, 주최) / 문의: 726-0700
회비: 2만원(김밥 제공, 당일 접수 2만5천원)
노인 사말 피정 ‘죽음-웰다잉(선종)’ 강의•미사
곳: 노인복지위원회 성모노인쉼터(주최)-종로3
가 창덕궁 앞 / 문의(접수): 766-7370
11월27일(화) 10시~14시

죽음(선종)

11월29일(목) 14시~17시

죽음(선종)

베네딕도회 성경 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주제: 무엇을 찾느냐 / 대상: 젊은이 미혼 여성

제61차 12월28일(금)~2019년 1월5일(토)

때: 12월14일(금)~16일(일) / 문의: 010-6259-6364

제62차 1월18일(금)~26일(토)

곳: 서울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주최) / 회비: 5만원

제63차 2월1일(금)~9일(토)

ࢮਊભ߽

강사: 김민회 신부(예수회) / 회비: 12만원(학생 10만원)
때, 곳: 12월14일(금)~16일(일) 2박3일, 예수회센터
문의: 010-6592-0731(magis.jesuits.kr)

때: 11월23일~25일, 11월26일~28일, 12월1일~3일, 12

‘내면의 아이의 회복’ 2박3일 피정(낙성대동성당)
당신의 진정한 자기(내면의 아이)에게 접근하고, 알고,
진정한 자기를 위한 지침, 훈련 및 지혜의 정수들을
제공합니다 / 문의: 010-3078-5249, 010-9755-0717
강사: 문종원 신부 외 / 회비: 25만원(재료비 포함)
때, 곳: 11월23일~25일, 영보 수녀원(과천)
계좌: 농협 281-02-310603 나성경
영원한 도움의 성모 노베나 피정과 제라도 모임(구속주회)

찬양의 광장(청년성령쇄신봉사회)

때: 12월1일(토)~9일(일), 12월14일(금)~22일(토) 8박9일

때, 곳: 12월7일(금) 20시~9일(일) 16시, 갓등이 피정

주제: 그리스도인의 감각에 대하여
내용: 침묵 피정 안에 개인기도, 고해와 면담

곳: 천주교 성령쇄신봉사회관(관악구 조원동) 3층

ICPE 선교회 청년 피정 / 문의: 010-9953-1714

예수회 젊은이 피정(예수회 청년센터)

성모승천수도회 십자가 도보 성지순례
때, 곳: 12월15일, 단내성지₩어농성지
출발: 7시30분, 전철 2₩4호선 사당역 공영주차장
문의: 010-3080-9104(사전접수 필수)

신•구약 성경 통독 피정(도미니코 피정의 집)
문의: 010-3340-0201, 010-4993-4394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 성경), 강의, 묵상, 미사
성가기도: 고영민(찬양선교사) / 회비 없음
지도: 수원교회사연구소장 신부 / 선착순 100명
때, 곳: 매월 둘째주(토) 12월8일 14시~20시, 구산성지
문의(접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1) 영원한 도움의 성모 노베나 피정

기도, 강의, 미사, 고해성사 / 홈페이지: www.cssrkr.com
때, 곳: 11월19일(월) 13시30분, 수유1동성당
2) 엄마들의 전구자 성 제라도와 함께하는 성시간과 미사

난임가정, 성가정을 위한 기도
때, 곳: 매주(목) 19시30분, 구속주회 본원
문의: 598-1312, 010-8652-9403 강 임마누엘 신부
2019년 레지오 마리애 단원들을 위하여 특화된 피정
때, 곳: (토) 10시~16시30분, 예수회센터 3층 성당
미리 신청하시고 참가하실 수 있으며 단체 접수 환
영합니다 / 문의(접수): 3276-7733(http://center.jesuits.kr)
1월12일

레지오 단원들을 위한 성모님의 초대 “무엇
안정호 신부
이든지 그가 시키는대로 하여라.”(요한 2,5)

5월18일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함께 걷는
조인영 신부
거룩함의 길

7월13일 십자가 발 아래 성모님, 우리 고통의 위로자 정회강 신부
10월19일 성모님께 배우는 평범한 일상 속의 영성 손우배 신부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문의: 031)946-2337, 8(www.jesumaum.org)
예수마음기도 피정
2박3일 11월30일(금)~12월2일(일) 17시30분
4박5일 12월3일(월)~7일(금) 14시
8박9일 12월26일(수)~2019년 1월3일(목) 14시
이냐시오 영신수련 11월30일(금)~12월2일(일) 17시30분
에니어그램 여정 / 강사: Sr. 박정자 외 2명
심화 과정

12월1일(토)~2일(일) 14시30분

제7차 캄보디아 선교체험단 모집(한국외방선교회)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대상: 만 20세~30세 남녀 16명(선착순 접수)

(사)한국커피협회 홈카페마스터 자격증 과정 문의: 727-2472

때: 2019년 1월29일~2월9일(11박12일)
곳: 캄보디아 코미소직업학교, 프놈펜교구, 꼼퐁참교구
문의: 010-8715-2846(kmsvocation@daum.net)

젊은이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꽃동네 기도회)
대상: 중₩고, 대학, 일반 젊은이(35세 미만)
때: 2019년 1월4일(금) 13시~6일(일) 16시
곳: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중강당 / 회비: 3만원
문의: 010-5490-5345(myungkkot@hanmail.net)

가톨릭바리스타협회 커피전문가 과정
주1회 12주 교육과정: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홈바리

스타, 창업, 로스팅, 자격증 / 교육문의: 010-90408306, 010-8889-4405(http://club.catholic.or.kr/barista)
2018년 가톨릭 지성인 양성을 위한 영성 강의
강의₩기도₩미사: 염영섭 신부(예수회)
때: 11월19일(월) 13시30분~16시 / 회비 없음
곳: 서강대학교(주최) 이냐시오 소강당 / 문의: 705-4711

20~30대 청년을 위한 신약통독(프란치스코회)

Ҫ

지도: 김성태 신부(프란치스코회) / 010-4598-6912

홈페이지 제작 교육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돌깨 TV’ / 최영민 신부(예수회)

때: 2019년 1월~9월 (일) 16시~18시

성물조각•가구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미국•스위스 가톨릭 사립학교 2019년 1월 정규입학 모집

카페(cafe.naver.com/cmc04) 참조 / 010-5234-5044

대상: 초5~중3 / 기간: 단기(1년)₩장기(1년 이상)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 설명회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 회비: 3개월 10만원

문의: 2258-8983 (월~금)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

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 oakinternational.co.kr

대상: 진학희망 학부모(초6, 중1)
때: 12월1일(토) 14시 / 문의: 054)338-0530

대림 특강 ‘일어나 먹어라 갈길이 멀다’
김영선 수녀와 함께하는 대림절과 역사서

2019년 전기 2차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모집: 석사과정(5학기) 오르간₩작곡(CCM 작곡포함)₩

합창지휘, 콘서바토리과정(4학기) 오르간₩작곡₩합

때, 곳: 12월3일(월) 13시~16시30분, 청담동성당

창지휘₩CCM₩피아노₩성악₩관현악, PDP과정(4학기)

회비 없음 / 문의: 945-5985~7 생활성서사

전례오르간지도자, 작곡, 일반 및 전문합창지휘
원서 접수: 12월3일(월)~14일(금) 9시~17시

성가발성교실 회원 모집(시스띠나음악원)

곳: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전철 2₩5호선 충정로

평화방송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의 성가교실
곳: 시스띠나(신촌) / 문의: 363-2258

역, 1₩4호선 서울역 하차) / 입학전형일: 2019년 1월11일(금)

오전반

(화, 금) 11시

오후반

(화, 수) 19시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018년 대림 특강
주제: ‘저기 신랑이 온다. 어서들 마중 나가라!’(마태 25,6)
강사: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때: 매주(금) 18시30분(고해성사), 19시~20시30분(특강)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1층 성당
문의: 6364-2204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사무실
12월7일 대림, 성탄-교의신학 관점에서의 접근 이정환 신부
12월14일 대림, 성탄-성서학적 관점에서의 접근 정장표 수사
12월21일 대림, 성탄-프란치스칸 관점에서의 접근 이재성 수사

문의: 393-2213~5(http://songsin.catholic.ac.kr/music)

예수회 후원회 월례특강•금요 침묵 피정 / 문의: 3276-7777
주제: 영신수련에서의 겸손 / 강사: 권오면 신부
월례
11월21일(수) 13시30분~16시30분, 예수회센터
특강
(마포구 서강대길 19) / 회비 없음, 미사 봉헌
금요 주제: 엠마우스에서의 제자들의 희망
침묵 강사: 김민회 신부 / 회비 없음, 미사 봉헌
피정 11월23일(금) 10시~15시10분, 예수회센터

인천교구 지혜의 샘(북방선교기도공동체) 교육
곳: 부천시 송내동 366-5 지혜의 샘 / 032)343-1871

수 오전 구약핵심①₩성경통독, 오후 사복음서₩미사₩묵주 100단

(수) 14시 국악성가, 15시30분 반주장구 초급

목 오전 구약핵심②₩성경통독, 오후 사도행전₩미사₩묵주 100단

14시 국악성가와 함께 시니어 레크레이션 지
(목)
도자 과정, 16시30분 반주장구 고급

금

(토) 16시 반주장구 초급 문의(접수): 010-2279-0255

일 10시~17시 묵주 100단₩말씀치유 낮기도회 / 17시 미사

제53차 아일랜드 영어연수
설명회: 12월2일(일) 14시, 명동대성당 왼쪽 가톨릭
회관 2층 강당 / 문의: 3446-4253 그린피스 이엔티
후원: 원죄없으신 마리아 교육선교 수녀회
초₩중₩고

5주 2019년 1월5일~2월9일

오전 성경통독, 철야 묵주 100단₩미사₩성시간₩
말씀치유-18시~다음날 4시30분

cpbc 겨울방학 영어캠프

세계 연수생들과
대학생· 6주 또는 장기 선택 ULearn
함께
일반 학원, DCU 대학교

글라렛 어린이 선교단 모집(글라렛 선교 수도회)
대상: 초1~5학년 / 모집: 합창단, 무용반, 해금반
연습: 매주(토) 10시~12시30분, 수도원(성북동)
문의: 010-3513-1849 지도 신부
살레시오 해외 자원봉사자 모집
때, 곳: 2019년 2월~2020년 2월(1년), 말라위₩잠
비아₩캄보디아 / 조건: 영어회화 가능자
분야: 사회복지, 예체능 및 컴퓨터 교육, 행정 등
문의: 828-3524 살레시오회 선교국
소나무 가톨릭 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음악을 사랑하는 형제님(40세 이상, 은퇴자 환영)
지도: 여형구 신부 / 지휘: 이준명
연습: 매주(수) 19시30분, 하상복지관(전철 3호선₩분
당선, 자가용) / 문의: 010-5393-0065 김형수 총무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봉사자 모집
대상: 만 59세까지 사랑과 친절로 봉사하실 분
(호스피스 봉사자 포함) / 12월31일(월)까지 접수
봉사시간: 하루 3시간(오전팀 9시~12시, 오후팀 13
시30분~16시30분) / 문의: 958-2484 서경임 수녀
cpbc소년소녀합창단 2019년 신입단원 모집
대상: 초2~초6 첫영성체 받은(예정인) 남녀 가톨릭 신자
때, 곳: 12월1일(토) 13시, 가톨릭평화방송 B1 합창단실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문의: 2270-229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pbc.co.kr) 공지사항 참조
마니피캇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초등2~5학년 가톨릭(예비) 신자
오디션: 12월2일(일) 15시 / 자유곡 1곡(악보 지참), 면접
곳: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4층 6번방
연습: 매주(화) 오후 6시₩(일) 오후 1시
문의: 338-7830 유승준 / 카카오톡ID: magnifica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성음악에 관심 있는 가톨릭 신자 및 예비
자(20~30대, 전공 및 소속 본당 제한 없음)
오디션: 가톨릭성가 1곡 또는 자유곡 1곡
때, 곳: 11월25일(일) 18시30분, 명동대성당 문화관 3
층 명례방 / 문의: 010-9123-6568 단장(사전연락 요망)
ࢊ

문의: 734-0999(www.cpbccamp.com)
2019년 1월13일~2월2일 / 대상: 초5~고2
샌프란시스코부터 실리콘밸리와 LA까지
미국
국내 유일의 샌프란시스코 미국 영어캠프 / 버클리,
스탠포드, UCLA 탐방, 구글, 애플, 페이스북 견학

(아일랜드 정규학교 수업 참여)

초6~고2 ATC 학원 3주 1월5일~26일

재속전교가르멜회원 모집
가르멜의 영성안에서 관상적인
태도와 형제애적 봉사의 태도로 교회적 친교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평신도
문의: 010-6449-8250 일반인반, 010-9287-5937 직장인반

월 전문 선교사양성반 / 홈페이지(www.jwisdom.or.kr) 참조
화 오전 신약핵심₩성경통독, 오후 성경도형틀₩미사₩묵주 100단

국악성가연구소 수강생 모집

ݹ

포도청(옥터) 순교자 현양미사
때: 매월 마지막주(일) 11월25일 15시(주일미사로 봉헌)
곳: 종로성당(주최) 성전 / 765-6101, 010-4222-2555

사이판

2019년 1월6일~2월2일 / 대상: 초2~중2
가톨릭 국제사립학교 입학 프로그램

11월 영화 치유 미사(가톨릭영화인협회)

필리핀

2019년 1월5일~2월1일 / 대상: 초2~3
최상의 안전과 시설, 1대1 맞춤식 영어수업

때, 곳: 11월28일(수) 오전 10시, 가톨릭회관 205-2호

내용: 영화 상영 및 나눔 / 문의: 0507-1424-0712

֕ਔੈ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창립 100주년 감사미사

성라파엘심리상담센터

주례: 염수정 추기경 / 문의: 926-1217

때: (월~일) 주말상담 / 070-4248-7573, 010-3008-4627

때, 곳: 11월24일(토) 오후 4시, 명동대성당

아동₩청소년₩성인 개인, 부부 및 가족 상담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월례미사 / 문의: 749-4596

심리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과 부모

중남미 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때, 곳: 11월26일(월)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부부행복 프로그램(초기₩중기₩완성단계)
이마고 부부치료, 내면아이 치유, 가족, 자녀, 성격, 분노

내용: 미사, 찬양, 성체조배

유₩무료 / 박란희 수녀(1급 상담전문가)

문의: 6253-3373, 010-8360-3700

의사•간호사 모집(전진상 의원)
독립시설형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서 함께
할 의사₩간호사를 찾습니다 / 문의: 802-9311

씨튼 영성센터 / 문의: 010-6799-3732

사랑이피는기도모임 월례미사
때, 곳: 11월19일(월) 11시~13시, 가톨릭회관 2층

ਓݹ

가톨릭영화제 사무국 간사 모집(가톨릭영화인협회)
인원: 계약직 1명(계약기간: 1년) / 대상: 영화를 좋

아하며 사무 능력(오피스와 한글)을 갖춘 사람
희망에코(발달장애인) 마을 일반회원 모집
내용: 발달장애를 지닌 친구들이 부모와 함께 평생

이메일(recruit@caff.kr)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
(추후 개별 연락) / 전화문의 사절, 이메일로 문의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후원회 미사와 영성강좌

을 살다가 부모사후에도 변함없이 행복하고 안전

내용: 프란치스칸 영성 강좌, 양형영성체, 안수

하게 살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 구축 / 문의: 982-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직원 모집

때, 곳: 11월19일(월) 10시,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8431, 010-9323-7203 김성구 신부(도미니코 수도회)

분야: 기획₩연구 등 계약직 사무원 1명

중식 제공 / 문의: 793-2070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본당

명동 바오로딸 감사미사와 그림전시
예수의 성모 관상 수도회 영성미사•영성강의
대상: 가톨릭 신자 / 문의: 032)933-7237, 4825
영성미사: 미사, 고해성사 / 강의: 문호영 신부
때, 곳: 매월 넷째주(토) 11월24일 13시(고해성

때: 12월1일(토) 14시~16시30분 / 내용: 미사, 고해성

신자 확인서 /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개별 통보)

의 마음으로 ‘말씀을 담은 그림이야기’ 전시를 합니다

11월22일까지 이메일(vitavia_recruit@naver.com) 접수

때: 12월1일(토)~12일(수) / 문의: 776-2941

전화문의 사절, 이메일로 문의

그림피정: 12월3일(월)₩10일(월) 13시~17시

사)₩14시(미사, 성시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가정선교회 ‘성모신심 첫 토요미사’

명동 서원 이전을 앞두고 47년간 함께한 곳에서 감사

감사미사: 12월10일(월) 17시 / 회비: 5천원(선착순)

청담동성당 제22회 금요콘서트 / 문의: 3447-0750
힐데가르트 성녀의 성극 ‘Ordo Virtutum’(덕행별곡)

사, 묵주기도(첫 토요신심₩성령의 열매₩개인지향 봉헌)

한국초연 / 출연: 김혜선, 이숙영, 이윤주, 백정빈,

곳: 가톨릭회관(전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6번 출구, 4

이선영, 피앗 도미니 소년 합창단, 문명환(비올라)

호선 명동역 6번 출구) 3층 강당 / 강사: 홍성남 신부

때: 12월7일(금) 오후 8시 / 무료 관람

문의: 010-5674-8511, 010-2367-2297, 777-1773 대표전화

곳: 청담동성당(전철 7호선 청담역 9번 출구)

অծ

심리정서(불안₩우울₩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

서울의 유일한 독립시설형 호스피스 / 입원형₩가정형
문의: 802-9313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전₩진₩상 의원

업무: 시설물 관리 및 미화 업무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관련 자격증, 1종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
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신자 확인서

11월30일(금)까지 방문₩우편(우 06559,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
로 172(방배동) 4층) 접수 / 서류 심사 후 면접 일자 개별 통보

수서동성당 사무장 모집 / 문의: 2226-0231

서울가톨릭상담센터 심리상담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동작동성당 관리인 모집 / 문의: 595-6961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으로 사무행정, 회계업

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무 및 PC(한글, 엑셀) 가능한 분 / 11월30일(금)까지

대상: 개인, 부부, 가족, 청소년 상담

방문₩우편(우 06352,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199) 접수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1차 합격자 개별 통보)

삼양동선교본당 재활매장 ‘살림’

지구별 상담소: 5지구(노원성당), 9지구(천호동성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

의류, 신발, 가방, 생활용품을 기증받음. 재활용사

당), 10지구(송파동성당), 17지구(화곡본동성당)

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도움 / 987-3978

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신자 확인서

문의(예약): 727-2137~9 / (월~금) 오전 10시~오후 6시

청소년문화공간JU역촌동 직원 모집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전화상담•대면상담
전화상담 (월~금) 10시~16시 / 상담전화: 990-9366

ਨҕঈܻ
한민족돕기회 통일기원 미사

업무: 청소년관련사업(학교 밖 청소년, 본당연계

주례: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권순기 회장

및 지역 연계사업) / 문의: 382-5652

때, 곳: 11월27일(화) 15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101호)

근무부서: 청소년문화공간JU역촌동(서울시 은평

다솜터 심리상담소

구 역말로 14 3층) / 서류: 응시원서(굿뉴스 가톨릭

우울, 불안, 공황장애, 가족, 부부, 영성상담

단체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

소장: 이찬 신부(골롬반회, 심리학박사, 상담심리전문가)

당신부 추천서,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문의: 010-9295-5912(www.dstcoun.net)

11월30일(금)까지 이메일(ju@iju.or.kr) 및 방문 접수

대면상담 심리, 부부 가족 상담 / 문의: 990-9360

진애인 아동•가족치료연구소
문의: 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상처입은 마음치유와 11월22일~2019년 1월10일
자아의 통합
매주(목) 10시~13시(8주)
인간관계성장과
분노조절 훈련

12월1일~2019년 1월26일
매주(토) 10시~13시(8주)

ࣷؤഡࢻ࣓ੌݹ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마리아의 종 수녀회
성심의 프란치스코 수녀회
예수회

ࢮਊભ߽

인원: 계약직 0명(2년 계약종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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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토) 14시

수련원(평창동)

010-5517-8833

11월25일(일) 15시~17시

수녀회 카사 마리아(돈암동)

010-3065-8221 윤 가브리엘라 수녀

11월25일(일)

수녀원(장위동)

010-8563-6875, 941-4139

11월24일(토) 15시30분

예수회센터 이냐시오 카페

010-3324-0731(vocation.jesuits.kr)

문화마당

신간 및 공연 게재신청: 홍보국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 - 게재신청 - 문화행사

신간

소명,
아름다움으로의 초대
아메데오 첸치니 지음
바오로딸Ⅰ136쪽Ⅰ1만원
구입문의: 944-0944

신간

재미난 세상,
재미없는 교회
박영호 지음Ⅰ온크미디어
254쪽Ⅰ1만2천5백원
구입문의: 6346-8000

‘젊은이, 신앙과 성소 식별’이라는 주제로 주교 시노드에 맞춰 출간된 이

한국교회 구석구석을 관찰하고 글로 전해온 박영호(안드레아) 가톨릭신문 기

책은, 아메데오 첸치니 신부가 2015년에 ‘성소와 거룩함: 아름다움과의

자가 본 세상과 교회의 이야기이다. 세상과 교회가 별개라고 생각하거나 신

접촉’이라는 주제로 제38차 심포지엄에서 강의한 ‘지고의 아름다움이신

앙생활이 그저 지루하기만 한 이들에게 일상과 세상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

분과 그분을 찾아가는 긴 여정에 대한 성찰’의 내용을 수정, 보완했다.

보고, 더 나아가 교회의 가르침과 세상 삶과의 접점을 찾는 방법을 전한다.

연주회

무지카 안티콰 서울
4회 정기연주회

전석 무료
문의: 393-2213~5

콘서트

2018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특별초청콘서트
입장권: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
B석 3만원 / 문의: 597-9870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어플리케이
션의본안내문지참시주보1부로10명20% 할인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소속 고음악 연주단체 ‘무지카 안티콰 서울'의 4번

110년 이상의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2018 파리나무십자가 소

째 정기연주회’가 12월4일(화) 19시30분,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내

년합창단 특별초청콘서트>가 12월19일(수)·20일(목) 20시, 예술의전당

성요한 오라토리움에서 있다.(중림동 소재) 가톨릭 고음악아카데미 강사진들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모차르트 '자장가', 카치니의 아베마리아 등의 클

로 구성된 연주자들이 몬테베르디, 샤르팡티에, 비버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래식 명곡들과 현대명곡 넬라판타지아 등이 공연된다.

렉쳐 콘서트

앙리마티스의
음악적 영감
입장권: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의: 444-4172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어플리케이
션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4명 30%할인

다큐 콘서트

제가 가겠습니다

전석 초대
문의: 719-3301(내선 0)

프랑스 화가 마티스의 그림과 클래식 음악의 만남 <앙리 마티스의 음악

다큐콘서트 <제가 가겠습니다>가 12월1일(토) 오후 7시, 용산성당 본성

적 영감>이 12월12일 20시,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공연된다. 마티스

전에서 있다. 조선대목구 설정 187주년을 기념하여 초대 교구장인 브뤼

의 작품 세계와 삶을 들여다보며 선택한 다양한 곡들을 클래시칸 앙상블

기에르의 탄생부터 조선 선교지로 가는 험난한 여정을 돌이켜 봄으로써

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미술사 이창용의 해설도 들어볼 수 있다.

우리 신앙의 뿌리를 찾아보고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배운다.
֕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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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대성당 소식

◉ 명동대성당 로고스 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 성음악에 관심 있는 가톨릭 신자 및 예비신자
(20~30대 남녀, 전공 및 소속 본당 제한 없음.)
․오디션 일시 : 11월 25일(주일) 오후 6시 30분
․오디션 장소 : 명동대성당 문화관 3층 명례방
․준비할 사항 : 가톨릭성가 1곡 또는 자유곡 1곡
․문의 : 단장 ☎ 010-9123-6568 (사전연락 요망)

◉ 청년성가대 ‘엘리’ 신입단원 모집
․미사시간 : 주일 오후 7시
․연습시간 : 매 주일 오후 3시부터
․모집대상 : 20세 이상 33세 이하 미혼인 천주교 신자
로서 매주 성실하게 봉사하실 수 있는 분
․모집기한 : 11월 15일(목) ~ 11월 29일(목)
․오 디 션 : 12월 2일(주일) 오후 2시 범우관 610호
(※성가 중 자유곡으로 1곡 준비하시고,
교적사본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 본당 홈페이지 단체모집 공지 참조

◉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 모집
․대상 : 세례 받은 20~29세 청년
․문의 : 유재인 (크리스티나) 교감 ☎ 010-8337-1473

◉ 솔봉이 주일학교 (장애아부) 교사 모집
솔봉이 주일학교는 만 20세 미만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주일학교입니다.
․대상 : 세례 받은 20~35세 교우
․문의 : 노연우 (세실리아) ☎ 010-9508-2818

◉ 라파엘 솔봉이 봉사자 모집
라파엘 솔봉이는 20세 이상의 지적장애, 자폐장애인
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신앙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대상 : 20~40세 세례 받은 교우
․활동 : 주일 오전 11시 미사 및 기타 활동
․문의 : 황경선 (루시아) ☎ 010-9087-9631
김창규 (야고보) ☎ 010-4130-2009

◉ 명동대성당 여성봉사분과 신입회원 모집
․대상 : 봉사에 관심 있는 45~65세 교우 (예비자 환영)
․문의 : 성모회 ☎ 010-5596-3760
완숙회 ☎ 010-7128-1995
나자렛어머니회 ☎ 010-5557-5404
루갈다회 ☎ 010-2488-8653

◉ 명동대성당 장년ㆍ청장년 레지오 마리애 단원 모집
․공통사항 : 세례 받은 남녀 교우
․입단문의 -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꾸리아
(☞ 50세 이상 장년)
단장 ☎ 010-6404-2240
- 천주의 성모 마리아 꾸리아
(☞ 50세 이상 장년)
단장 ☎ 010-7226-2014
- 평화의 모후 꾸리아
(☞ 35~49세 청장년, 교적 본당 무관)
단장 ☎ 010-5054-6495

연말정산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제출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본당 사무실과 국세청간소화서비스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필히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성당 사무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하신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는 작성일 기준 5년
까지만 유효합니다. (문서보존년한 5년)
※ 2016년ㆍ2017년에 동의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제외
※ 자세한 안내는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동의서 관련’ 참조

◉ 명동대성당 상설 고해성사
요일
월
화~금
화
수
목
금
화~금
토

주일

고해시간
13:00~17:00
11:00~20:00

13:00~17:00

17:00~18:00
11:00~20:00
14:00~18:00
10:00~12:00
10:00~20:00
16:00~18:00

고해담당

고해대상

남자수도회 장상협의회 성직자,수도자만
교구 상설 고해
지극히 거룩한 구속주회
글라렛 선교 수도회
살레시오회
꼰벤뚜알 프란치스코회
본당 사제
일반신자
교구 상설 고해
파리 외방 전교회
본당 사제
교구 상설 고해
작은 형제회
본당 사제

※ 매주 월요일은 성직자ㆍ수도자만을 위한 고해성사일
입니다. 신자분들께서는 월요일을 제외한 다른 날
(화~주일)에 고해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 가톨릭 교리교육 피앗(FIAT) 교육과정 안내
※본 교육은 세례성사 후속 심화과정 및 복음나눔이 함께
진행되므로 ‘새 신자’와 ‘쉬는 교우’에게 도움이 됩니다.
․모집대상 : 20~50대 가톨릭 신자
․모집기간 : 11월 17일(토) ~ 12월 7일(금)
(개강 당일 현장 접수 없음. 선착순 마감)
․교
재 : <알기 쉬운 사도신경> (가톨릭출판사)
크리스토프 뒤로프(저), 이재정(역)
․강
사 : 부주임 신부, 교육봉사분과 지도신부
․교육기간 : 12월 8일(토) ~ 2019년 3월 2일(토)
․시간장소 : 오후 5시~7시 (12회) / 범우관 702호
․접
수 : 온라인 카페(cafe.naver.com/fiatfiat) 접수
☞카페 내 별도의 수강신청서양식의 완성된 게시글 제출
․문의 : ☎ 010-2626-1879 (문자로만 문의 바람！)

◉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기온이 매우 차갑습니다. 회합실 사용 후에는 실내
전등, 난방기 등 내 것이 아니기에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조명과 난방기 전원을 잘 끔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몸소 실천합시다.

2018.

11.

18.

www.mds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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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부주임 지상술(힐라리오) 신부
선교․교육 김상우(바 오 로) 신부
청년․문화예술 이세호(시 몬) 신부
전례․성음악 장원혁(세례자요한) 신부
청소년 박성진(스테파노) 신부

774-1784(대)
753-1784(FAX)
U 본당 연령회 U
010-6375-1784

미 사 성 가

입당 : 41

봉헌 : 211, 513, 217

성체 : 169, 156, 498

파견 : 232

《 견진성사를 축하드립니다 》

《 염수정 추기경님께 드리는 영적 선물 》

10월부터 견진교리를 시작한 분들이 오늘 오후

11월 30일(금)은 교구장이신 염수정 (안드레아)

1시 30분에 견진성사를 받습니다. 성령의 특은을

추기경님의 영명축일입니다. 추기경님을 위하여

받아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교회와 세상에 봉사

아래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분들께 축하와 함께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

* 주교를 위한 기도 (5번 이상)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참례, 묵주기도, 화살기도, 희생 (5번 이상)

◉ 명동대성당 엘리사벳 장학회 후원금 접수

◉ 2018년도 명동대성당 대림 특강

엘리사벳 장학회는 1994년 2월 설립되어 학교생활이
모범적이고 배움의 열정은 있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장소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대성전
․성구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코 16,15)
․주제 :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인 가정 공동체

․후원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일

․후원계좌 : 우리은행 004-611313-01-085

자

주

명동성당 엘리사벳 장학회

강한수 (가롤로) 신부님
- 의정부교구 민락동 성당 주임 -

․일시 : 11월 18일(주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 명동대성당 들머리ㆍ가톨릭회관 앞마당
․내용 : 각 교구의 생명농업을 실천하는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제철 생명농산물을 판매합니다.

가정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고 증거하기

12월10일
(월)

심백섭 (유스티노) 신부님
- 예수회, 대전 가톨릭대학교 교수 -

※2018년도 장터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폐장합니다.

◉ 12월 예비신자 교리반
명동대성당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과정의

이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자

12월17일
(월)

송영호 (안토니오) 신부님
-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장 -

교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2월 입교 시 세례성사는
2019년 6월에 거행되며, 예비신자환영식은 12월 2일
(주일) 오후 2시 교구청신관 401호에서 있습니다.
교리반

시

간

목요반

오후 7:30

주일반

오전10:00

장

소

교육관
303호

강

사

김상우 (바오로) 신부

《 우리들의 정성 》
•
•
•
•

김 데레지아 수녀

< 전

례

교무금 (11/5-11/11)....................21,466,000
연중 제 32 주일 헌금....................37,613,450
평신도 주일 2차 헌금....................11,799,000
감사헌금 (11/5-11/11)......................861,000
신 에스텔 / 윤 헬레나 / 임 사무엘
정 로사리아 / 최 베로니카 / 익명(1)

안

내 >
고 해 성 사 (Confession)

오전 7:00, 9:00(Eng.), 10:00, 11:00, 12:00(교중)

대성당
오후 4:00, 5:00, 6:00, 7:00(청년), 9:00
미 주일미사
(일요일)

사
︵
M
a
s
s
︶

소 성 당 오전 9:00(중ㆍ고등부), 11:00(초등부ㆍ솔봉이)

주일미사
(토요일) 대 성 당 오후 6:00, 7:00(늘푸른 청년)

평일미사 대 성 당

오전 6:30, 오후 6:00, 7:00
(월요일은 오후 7:00 미사 없음.)

성지미사 지하성당 오전 10:00 (월-토)
직장인미사 소 성 당 매주 금요일 낮 12:15 (공휴일 제외)

사

교회의 신비 안에서의 가정

12월03일
(월)

◉ 우리농 명동 보름장

제 & 강

주 일
평 일

월
화-토

English

오전 10:00 - 오후 8:00
오후 1:00-5:00 (성직자ㆍ수도자만)
오전 11:00 - 오후 8:00
Before 9:00 A.M. Mass on Sunday

유 아 세 례 (Infant Baptism)
매월 첫째 주일 오후 1:30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