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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동성당은 현재 새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진은 2019년 6월까지 사용된 옛 성전의 모습입니다.

입당송 |

신도림동성당 | 2002년 2월 설립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

시편 54(53),6.8

라. ◎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받치는 분이
시다. 저는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좋으신 당신 이

제2독서 | 콜로 1,24-28

름 찬송하리이다.

복음환호송 | 루카 8,15 참조

제1독서 |

창세 18,1-10ㄴ

◎ 알렐루야.

화답송 |

시편 15(14),2-3ㄱ.3ㄴㄷ-4ㄱㄴ.5(◎ 1ㄱ)

○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 ◎
○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
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

복

음 | 루카 10,38-42

영성체송 | 시편 111(110),4-5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않으며,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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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말씀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허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성경은 우리를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여러

수님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부터 기도와 관상의 중요성을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

일깨우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교부들과 많은 영성가들에게

다. 성경에서 전하는 이야기들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것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안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단지 하느님과 예수

봉사와 기도.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입니

님만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과 특징을 가진 인물들 역시 성

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구분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경을 통해 만나게 되는 보화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닮았기

봉사하는 것 없이 기도만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 없이 활

에 그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동에만 몰두하는 것도 바른 처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

오늘 우리는 복음에서 마르타와 마리아 자매의 짧은 이

쩌면 마르타와 마리아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와 신

야기를 듣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루카복음만이 전

앙인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상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라자로의 소생에 대해 언급

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는 봉사는

하면서 라자로와 마르타와 마리아가 살고 있던 동네가 예

쉽게 공허해집니다. 반면에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고 실

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베타니아라고 소개하고

천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요한

는 것은 단지 귀로 듣는 것을 말하지 않고 삶을 통해 실천

(요한 11,1)
11,3).

복음서가 많은 내용을 전하지는 않지만, 이들은 분명

되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활동하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중요한 손님들

우리에겐, 모든 신앙인에겐 마르타와 마리아의 모습이

을 초대한 자리에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모습

모두 필요합니다. 물론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말

입니다. 이런 마르타를 잘 표현하는 것은 봉사(디아코니아)라

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기도에 바탕을 둔 봉사와 봉

는 용어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주위의 어수선함이나 분

사를 통해 표현되는 기도의 모습은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주함에 동요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

덕목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베네딕토 성인의 모토

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기에 마리아는

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일하라.” 오늘 복음과 잘 어울리는

기도하는 사람의 대표이고 그녀를 표현하는 것은 “말씀을

말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

듣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가 “좋은 몫을 선택”했다는 예

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봉사하라.”

신도림동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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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시장(준)성당

신도림동성당

우이성당

사
사진
설명

신도림동성당은 2002년 2월 구로본동성당(현 구로2동성당)을 모본당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모본당인 구로본동성당은 신도림동
지역 분가를 위해 2000년 3월 신도림동 일대를 조사했고, 현 부지를 2000년 4월 매입했습니다. 조립식 패널로 성전을 짓고
건축 헌금을 적립해 본 성전을 짓기로 결정하여, 2002년 9월 성당 봉헌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에는 10여 년
의 시간 동안 신앙생활의 토대가 되어준 옛 성전을 철거하고 바로 옆 상가건물로 임시 성전을 마련했습니다. 새 성전은 내년 말
즈음에 완공 예정이며 신자 공동체는 한마음이 되어 성전 건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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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중 시몬 신부 | 문화홍보국 차장

말씀의이삭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십자가

김미희 마리스텔라
‘어머니들의 기도(Mothers Prayers)’ 한국지부 부회장

이탈리아 움브리아에 종일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남

시 짊어질 용기를 냈습니다. 가까운 주변만 돌아보아도 훨

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짊어진 십자가가 너무

씬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무거워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데도 어리석은 저는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십자가’인 줄 모

기 전 그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르고 끙끙거리며 살았습니다.

바꾸어 주십사고 ⋯.
그날 밤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창

어머니는 하루 세 번, 한 번에 한 시간이 넘게 성모님 앞

고로 데려가시더니 “들어가서 바꾸어라”라고 하셨습니다.

에서 땀을 뻘뻘 흘리시며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문밖

그곳에는 갖가지 크기와 모양의 십자가들이 가득했습니다.

까지 다 들리는 기도의 90%가 이민 가서 잘 살고 계신 시

그는 적당해 보이는 십자가 하나를 골라 들었습니다. 거기

아주버니를 위한 반복 기도였습니다. 속 좁은 저는 그 기도

엔 오랜 친구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분량도 섭섭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께는 그 아들이 정말

는 그냥 놔두었습니다.

아픈 손가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야, 남은 10%라도

마침내 가장 작은 십자가 하나를 찾아낸 그는 주님께 허

남편과 아이들을 위한 어머니요 할머니의 매일 기도가 있

락을 받고 집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 그 십자가에는 자신

었기에 우리 가족이 주님 안에서 평안히 살 수 있었던 ‘고

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마운 십자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끔은 어머니가 계시던 방 쪽에서 낭랑한 기도 소리가

작가 파울로 코엘료의 페이스북 ‘10초 읽기’를 번역해봅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게

니다. ‘10초’ 길이라지만 저에게는 지난 30년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머니 죄송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하는 글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너무 무겁다고 생각했던 십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제 기도를 들어주셨나 봅니다.

자가가 있었습니다. 27년 함께 살았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움브리아 아저씨처럼 저도 주님께 졸랐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해 주시길, 그렇게 십자가의 무게를 바꾸어주시

복음
묵상

기를⋯.
당연히 제 고해성사의 단골 테마가 ‘시어머니와의 갈등’
이 되었습니다. 한 신부님은 “함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도 이미 화해하고 있는 겁니다”라며 다독여주셨고, 어느
성지의 신부님은 “요즘처럼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며느리
가 귀한 시대에 여기 와주어서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 위
로를 받고 돌아가시길 빕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런 말
씀들에 울컥 눈물을 쏟고 나면 십자가가 잠시 가벼워져 다

캘리그라피 _ 서하영 아폴로니아

֕ਔੈ

신앙

레시피
오늘의 신앙레시피

성

경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미사 중 말씀 전례에서 성경을 통하여 하느님 말
씀을 듣습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인간인 우리에게 당신

님의 외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고 말해주
고 있습니다.

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책’이

성경 전체는 단 하나의 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

라고 합니다. 우리 천주교회는 구약 성경 46권, 신약 성경

경을 완성합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

27권, 모두 73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의

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또한 성경은 하느님께서

성경을 구약이라 하고, 그리스도 탄생 이후에 기록된 것을

쓰신 책이면서도 한편으로 인간의 손을 빌려 기록되었으므

신약이라고 합니다.

로, 성경이 쓰였던 당시의 시대와 문화 상황뿐 아니라 당시

구약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맺어진 계약입니

의 일반적인 문학 유형과 표현, 서술 방식 등을 염두에 두

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

어야 합니다. 성경 저자들이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하시어 그들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온 인류를

기록했던 것처럼, 성경을 읽는 우리 역시 성령께 의지하여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구약성경은 (모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계시헌장 2항 참조).

세)오경,

역사서,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로 구분됩니다. 이

러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준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를 우리의 언어로 알아보게 해주신 하느님의 크신 배려입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새로운 계약입

니다. 하느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말씀을 건

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하느님의 약속이 당신의 외

네시고 나의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하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신약

님 뜻을 찾으며, 이를 따라 살고자 노력할 때 생명의 말씀

성경은 네 복음서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 사

인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줄 것입니다.

도들이 개인과 공동체에 보낸 서간들과 요한 묵시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는 모든 성경의 핵심입니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의 탄생과 공생활,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이 참으로 하느

[화가를 사로잡은 성경 한 구절]

“주님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시편
119,105)

고준석 토마스데아퀴노 신부 |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부소장

홍해 건너기

모세는 캔버스의 오른쪽 구석 홍해 바다 위에 파도를 이기며 서 있습니다. 니콜라 푸생은 홍해를 건넌 백성들에
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선물과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구원과 사랑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조차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감사는 새로운 은총으
로 우리를 초대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오늘도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하루를 지내면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서울대교구 온라인 성경채널’에서 확인하세요! | 온라인 성경채널 사이트: onbible.cathol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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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특강
제목 l 다산 정약용과 초기 천주교회

종강 미사

강사 l 정민 교수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일시 l 9월5일(목) 19시30분~21시

일시 l 11월28일(목) 19시30분~21시

2019 가을

장소 l 명동대성당 문화관 코스트홀

영성

장소 l 명동대성당 파밀리아채플

문화

헬로우 기도
2019

내용 : 삶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월피정
대상 : 청년 누구나
때, 곳 : 매월 첫 번째(화) 19시30분~21시, 성미관 202호

청년 성경 통독:
사도행전, 서간

내용 : 각 서간에 대한 입문 + 통독 + 새기기
대상 : 그리스도교적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고자 하는 청년
때 : 9월9일~11월18일 매주(월) 19시30분~21시 (10회)
곳 : 성미관 202호 | 수강료 : 3만원

도자기
성물 만들기

때 : 10월7일~11월4일 매주(월) 19시30분~21시 (5회)
곳 : 성미관 206호 | 수강료 : 5만원 (재료비 별도)

내용 : 본당 혹은 그룹을 위한 영성서적 지도자 양성 과정
(수료 후 추기경님 증서 수여됨)
때 : 9월2일~12월16일 매주(월) 10시~13시 (16회)
곳 : 성미관 202, 207호 | 수강료 : 20만원

태블릿 드로잉

대 상 : 펜 사용이 가능한 태블릿 PC 소지자
드로잉 어플리케이션 사용 / 기종 상관 없음
때 : 10월14일~11월4일 매주(월) 19시30분~21시 (4회)
곳 : 성미관 207호 | 수강료 : 5만원

공필화
‘성경의 동식물’

때 : 9월18일~11월13일 매주(수) 19시30분~21시 (8회)
곳 : 성미관 206호 | 수강료 : 6만원 (재료비 별도)

가톨릭 영성서적
그룹 지도자 양성

내용 : 영적 독서를 통한 신앙과 자아 성장
대상 : 신자
때 : 9월19일~11월28일 매주(목) 14시~16시 (10회)
곳 : 성미관 202호 | 수강료 : 10만원(도서비 별도)

가톨릭 명작읽기

스테인드글라스
‘썬캐쳐’ 만들기

해금으로
드리는 기도
- 시작반 ‘요나서’로
연극하기

인문학
신앙, 인문학을 만나다
때, 곳 : 9월5일~11월28일 매주(목) 19시30분~21시 (11회), 교구청 501호 | 수강료 : 8만원

9월 5일

1강

정민 교수

9월 19일

2강

송혜경 박사

9월26일

3강

송혜경 박사

오피스 요가

때 : 9월2일~30일 매주(월)
낮반 15시~16시30분, 저녁반 19시30분~21시 (각 5회)
곳 : 성미관 206호 | 수강료 : 5만원 (재료비 별도)

때 : 9월18일~11월13일 매주(수)
아침반 10시30분~12시, 저녁반 19시30분~21시 (각 8회)
곳 : 성미관 202호 | 수강료 : 6만원 (악기 대여비 별도)
때 : 10월2일~11월27일 매주(수) 19시~21시 (8회)
곳 : 성미관 207호 | 수강료 : 6만원
때 : 9월19일~11월28일 매주(목) 12시10분~12시40분 (10회)
곳 : 성미관 207호 | 수강료 : 3만원

다산 정약용과 초기 천주교회
예수님과 신약 외경 (신약 외경의 예수님)
예수님과 탈무드 (탈무드의 예수님)

10월10일

4강

송혜경 박사

예수님과 쿠란 (쿠란의 예수님)

10월 17일

5강

전호엽 신부

신앙인의 탄생 - 잊고 사는 세례성사 이야기

10월24일

6강

전호엽 신부

양육되는 믿음 – 기억해야 할 성체성사 이야기

성탄 소품 공예

때 : 11월18일(월), 20일(수), 25일(월), 27일(수)
19시30분~21시 (4회)
곳 : 성미관 206호 | 수강료 : 5만원 (재료비 별도)

가톨릭출판사 신학강좌

10월 31일

7강

전호엽 신부

믿음의 회복 – 오해로 물든 고해성사 이야기

때 : 9월18일~11월27일 매주(수) 14시~16시 (10회)

11월 7일

8강

박승찬 교수

이성과 신앙의 조화 1 - 초대 교회와 그리스 교부

곳 : 교구청 501호 | 수강료 : 12만원

11월 14일

9강

박승찬 교수

이성과 신앙의 조화 2 - 아우구스티누스와 스콜라 철학

9월 18일

1강

11월 21일

10강

박승찬 교수

이성과 신앙의 조화 3 - 토마스 아퀴나스와 그 이후

9월25일

2강

11월28일

11강

종강 미사

미술사
무료 공개강좌

때, 곳 : 9월23일(월) 19시30분~21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내용 : 르네상스로 떠나는 교회미술 이야기 | 강사 : 양정무 교수

알수록 재미있는
가톨릭미술이야기Ǎ

때 : 9월30일~12월2일 매주(월) 19시~20시30분 (10회)
곳 : 교구청 501호 | 수강료 : 8만원

알수록 재미있는
가톨릭미술이야기ǎ

때 : 10월7일~12월9일 매주(월) 19시30분~21시 (10회)
곳 : 교구청 502호 | 수강료 : 8만원

허영엽 신부 심리상담1 - 가톨릭 영성과 상담
안소근 수녀

성서신학1 - 아가의 해석

10월 2일

3강

10월 16일

4강

10월23일

5강

10월30일

6강 한광석 신부

11월 6일

7강

11월 13일

8강 한광석 신부

11월20일

9강 최대환 신부 철학2 - 교양이란 무엇인가?

윤주현 신부

성서신학2 - 아가에 나타난 사랑
영성신학1 - 교부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신학2 - 그리스도교 영성의 원류인 오리게네스
윤리신학1 -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최대환 신부 철학1 - 자기배려란 무엇인가?
윤리신학2 - 하느님은 남자인가?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

11월27일 10강 허영엽 신부 심리상담2 - 상담자이신 예수님

※ 7월22일부터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culture.catholic.or.kr)에서 선착순 접수합니다. 홈페이지에 각 강좌별 문의전화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ࢮਊભ߽

오늘(7월21일)은 ‘농민 주일’입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교회는 농민들의 노력과 수고를 기억하면서 도시와 농촌

•1984년 7월25일 김병호 베네딕토 신부(64세)

이 한마음으로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맞갖게 살도록 일

•2011년 7월27일 김상우 프란치스코 신부(42세)

깨워 주고자 합니다. ‘농민 주일 담화문’은 서울대교구 문
화홍보국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알림마당-

바티칸 뉴스 홈페이지: www.vaticannews.va/ko.html

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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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 아버지,
우주에 질서와 조화를 주시고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시어
온갖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날이 갈수록 생명이 죽어 가고
공동체가 파괴되어 가는 오늘날에도
모든 이가 마음의 고향인 농촌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온갖 죽어 가는 것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농업이 경시되는 상황에서도
땀을 흘려 농사짓는 농민들이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농사일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랑과 일치와 신뢰가 싹트게 하시고
농촌과 도시가 하나로 이어져
온 누리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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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말하고 나누는 사회교리(울림)
“성냥팔이 소녀를 구하라!“
때: 9월7일(토) 14시~19시30분 / 회비: 1만원
곳: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홍대)
문의: 924-2721 노동사목위원회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아멘.

신구약 성경통독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내용: 신·구약 성경 / 강의: 조창수 신부

주제: 심각한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때, 곳: 매주(월) 13시~16시, 가톨릭회관 3층 강

때, 곳: 7월25일(목) 19시, 명동대성당 / 문의: 727-2272
주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 주관: 환경사목위원회

당·19시~2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회비: 5만원(6개월) / 문의: 3789-5425 사목국

약혼자 주말
내용: 건강하고 행복한 혼인생활 준비

가톨릭 교리학교 저녁반

대상: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 혹은 혼인 1년 미만의

대상: 교리봉사자, 교리교사, 본당봉사자

신혼부부 / 회비: 부부 28만원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9월3일~12월10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서울대

집전: 김동원 신부(대만 선교 후 귀국, 수궁동성당 주

교구청 401호(15주) / 문의: 727-2066 사목국 교육지원팀

(금)~29일(일) / 신청: www.samok.or.kr/edu

임) / 문의: 727-2407, 2409

회비: 9만원(8월13일까지 선착순 100명 마감)

문의: 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때, 곳: 8월1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727-2336

민족화해위원회

가톨릭상담심리사 교육생 모집

김원경 개인전(한국화): 제 1전시실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북녘 본당 갖기’ 미사)

대상: 가톨릭상담심리에 관심이 있는 만 20세 이상

전시일정: 7월24일(수)~29일(월)
행림건축 디자인전(모형, 드로잉, 사진): 제 2전시실
산청성심원 60주년 기념 사진전: 제 3전시실
전시일정: 7월17일(수)~29일(월)

가톨릭 신자 학생들의 모임 가톨릭학생회 회원모집
자녀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길 바라시나요? 자녀가

때, 곳: 7월23일(화) 19시, 명동대성당 / 문의: 727-2420
이번 주 기억할 본당: 서울대교구 곡산 본당·송림 본당

미사 후에는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
기도를 봉헌합니다.

때, 곳: 7월26일(금) 14시, 명동대성당 소성당

서울대교구 예비신학생 8월 모임

주체적인 신앙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세요? 냉담하고

학년
중1

있지는 않은가요? 가톨릭학생회에 초대합니다.

중2 8월5일(월)~7일(수)

대상: 가톨릭 신자 학생(중1~고2)

중3
고1 7월24일(수)~26일(금)
고2 8월16일(금)~18일(일)
고3
8월11일(일) 오전 9시
일반

문의: 742-4151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중고등학교사목부

가톨릭 신자(자격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일정: 과목별 교육일정은 홈페이지(http://seoulccpa.
catholic.or.kr) 게시판 참조 / 문의: 727-2126
신청방법: 홈페이지 가입 후 메뉴-회원전용-교육신청

2020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모집(수시)
사제지망 일반예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세요. 다양하고 재미있는 신앙 활동을 원하시나요?

활동: 정기적인 학생 모임 및 다양한 체험 활동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심리학회

신청기간: 7월15일부터 과목별 개강일 전날까지

2) 후원회 미사 / 문의: 727-2415

성당에 나갔으면 하시나요? 가톨릭학생회에 가입하

곳: 가톨릭청소년회관(혜화동)

때: 197차 8월23일(금)~25일(일), 198차 9월27일

때

곳

희망하는 수도자, 남녀 평신도를 모집합니다.
문의

010-9972-2123
충북괴산고사리수
010-2742-2123
련관(중등부여름캠프)
010-9954-2123
충청도 일대(도보성지순례)
010-9961-2123
성신교정(신학교 체험)
성신교정 대건관
서편성당

010-2577-2123

지원구분: 고교졸업(예정)자, 대학수료자, 수도자,

만학도(1985년 2월28일 이전 출생) / 모집전형: 잠재능
력우수자전형, 가톨릭지도자추천전형, 농어촌전형
원서접수: 9월6일(금)~10일(화) 인터넷 접수
교리시험·면접: 11월8일(금)
문의: 740-9704, 9705 / 홈페이지: http://songsin.catholic.ac.kr
֕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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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선택이다’ 1일 피정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강사: 문종원 신부 외 / 문의: 877-2131, 010-3078-5249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때, 곳: 7월27일 10시~17시, 낙성대동성당 2층 강당
회비: 5만원 / 계좌: 농협 281-02-310603 나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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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티순교성지 피정
주제: 영화산책 / 강사: 변지안(한티순교성지)
때: 8월3일(토) 16시~4일(일) 13시 / 문의: 054)975-5151

지리산 피아골 피정의 집 / 문의: 010-5388-5706
때: 7월26일~28일, 8월2일~4일, 8월9일~11일, 8월31

성모승천수도회 십자가 도보 성지순례

일~9월1일, 9월28일~29일, 10월12일~13일, 10월19일

때, 곳: 8월17일(토), 남양성모성지₩요당리성지

~20일, 11월2일~3일, 11월9일~10일 / 출발: 전철

출발: 7시30분, 전철 2₩4호선 사당역 공영주차장

2₩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7시 정각(죽전, 신갈 7시20분)

문의: 010-3080-9104(사전접수 필수)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소록도성당 피정 / 문의: 010-5388-5706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 성경), 강의, 묵상, 미사

때: 9월28일~29일, 10월5일~6일, 10월12일~13일, 10월

지도: 수원교회사연구소장 신부

역삼동성당 성령기도회

19일~20일, 11월2일~3일, 11월16일~17일 / 출발: 전철

성가기도: 고영민(찬양선교사) / 회비 없음(선착순 100명)

강사: 박용일 신부, 이상기 / 문의: 010-2777-8840

2₩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7시 정각(죽전, 신갈 7시20분)

때, 곳: 매월 셋째주(토) 9월21일 14시~20시, 구산성지

때: 매주(금) 19시 미사 후 19시40분~21시40분

임진강을 따라 걷는 2019년 DMZ 평화의 길

문의(접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예수마음기도 / 문의: 063)263-1004

때: 10월3일(목)~6일(일) 3박4일 / 회비: 15만원

젊은이 찬양의 광장(청년성령쇄신봉사회)

주제: 예수마음기도 / 지도: 권민자 수녀

곳: 파주 연천구간 순례 /

매주 금요일 저녁 젊은이들과 청소년 가족을

때, 곳: 8월2일(금)~4일(일), 천호성지 피정의 집(주최)

2766(www.pu2046.kr) 민족화해센터

성체성사를 사는 젊은이 기도모임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 문의: 064)796-9181

때, 곳: 매월 네번째(토) 7월27일 19시, 인보성체수도회

올레, 미사, 기도, 강의 /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주최, 수유리) / 문의: 010-3667-7205 박 모니카 수녀

때: 8월28일~30일, 9월1일~4일, 9월18일~20일,

문의(접수):

031)941-

9월22일~25일, 9월27일~29일, 10월3일~6일
일본 가고시마교구 주관 성지순례
제주 성지순례 3일

회비: 65만원(월1회 출발) / 문의: 010-3645-9028

때, 곳: 9월17일~19일₩10월15일~17일₩11월5일

~7일, 제주성지 6곳(성지 해설)
때: 매주(토) 19시~21시30분 / 문의: 874-6346

해외순례: 2020년 3월2일, 그리스₩터키 12일 / 문의:

064)805-9689 가톨릭사회경제연합 사회적협동조합

곳: 삼성산 피정의 집 2층 중강당

예수회 후원회 금요 침묵 피정
예수마음기도(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주제: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

때, 곳: 8월14일(수) 18시~18일(일) 16시, 경북 안동

시오.”(루카11,1)Ⅴ / 강사: 김용수 신부

문의: 010-9620-5603 김 마리아 수녀

때, 곳: 7월26일(금) 10시~13시, 예수회센터

신구약 성경통독 피정 / 문의: 010-3758-3572

회비 없음, 미사 봉헌 / 문의: 3276-7777

때: 8월3일(토)~11일(일) 8박9일

젊은이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꽃동네 기도회)

곳: 성령강림사도수녀회(주최) 루하피정센터

대상: 중₩고, 대학, 일반 젊은이(35세 미만)

하느님 자비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팔로티회)
때: 7월23일(화) 12시15분~14시50분(미사)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6층 / 문의: 033)432-4121

하느님의 섭리 안에 머묾-2019년 하계 특별 피정
때: 7월26일~28일, 8월2일~4일, 8월9일~11일
곳: 다물피정의 집(주최) / 문의(접수): 010-8906-2141

56차 이탈리아 순례
때: 11월8일~20일(12박13일) / 회비: 440만원
문의: 010-9454-5648(www.terrasanta.kr) 작은형제

회 이스라엘 성지 한국 대표부

때: 8월2일(금) 13시~4일(일) 16시
곳: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중강당 / 회비: 3만원
문의: 010-5490-5345(myungkkot@hanmail.net)

곳: 천주교 성령쇄신봉사회관(관악구 조원동) 3층
문의: 866-6345 대표 전화 / 인스타그램: 루하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피정지도: 토마스 신부(본원)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때, 곳: 7월26일(금)~29일(월)₩8월2일(금)~5일(월)₩8

월15일(목)~21일(수),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문의: 010-9363-7784 신 글라라

말씀기도회(도미니코 수도회)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신비를 관상할 목적으
로 가톨릭 전례들(묵주₩미사₩성시간)로만 이루어진 기도
회입니다. 기도의 참된 맛을 체험하시고 싶은 분들께
말씀기도회는 은총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회비 없음
때, 곳: 매주(월) 18시45분, 도미니코 수도원(강북구 수유동
572-17) / 문의: 991-9665, 010-4884-7206 노경덕 신부

성 도미니코 선교수녀회 피정 / 문의: 010-3340-0201
효소단식 피정 8월1일(목)~4일(일) / 회비: 28만원
여름 개인 피정 프로그램

8월9일(금)~11일(일)

성경완독피정 8월10일(토)~18일(일) / 회비: 48만원

어농 청소년 성지 여름 프로그램
지도: 박상호 신부 / 문의: 031)636-4061
청년 찬양 피정 8월17일~18일 청소년 찬양 피정 8월2일~4일

황사영•성 남종삼 성지 도보순례(송추성당)
송추성당 매월 마지막주(토) 오전 10시(미사, 도보순례)
성지순례 다음카페: 송추성당 / 010-6334-1228 김 레베카
제주₩추자도

성지순례(프란치스코의 집)

8월29일~9월1일

(황사영가족묘) 문의: 010-3736-1877 라 이시도르

문의: 010-9200-3532 프란치스꼬 성지순례회
나가사키와 상고토₩하고토 5일
이스라엘₩요르단 11일

10월8일~12일
10월24일~11월4일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예수마음선교수녀회)
곳: 예수마음 피정의 집(문산) / 지도: 권민자 수녀
1박2일 8월17일~18일. 9월28일~29일

2박3일 무료 치유 피정

침묵 피정(예수 고난회) / 문의: 062)571-5004

때, 곳: 8월2일(금) 18시~4일(일) 15시, 청주교구 성

곳: 광주 명상의 집 / 냉방 완비

령쇄신봉사회(주최) / 010-3527-7281, 043)213-9103

7월29일(월)~8월1일(목)

출발: 전철 2호선 교대역 14번 출구(빵집) 13시30분

8월3일(토)~7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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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회 시작: 매주(금) 19시30분

내용: 영육간의 건강과 자연치유력 회복을 위한 피정

때, 곳: 4박5일, 가고시마₩나가사키 / 미사 3회

삼성산 청장년 성령 기도회(야훼이레)

위한 기쁜 찬양 기도회와 미사가 있습니다

3박4일 8월1일~4일, 8월22일~25일

문의(접수):

8박9일 8월7일~15일, 9월18일~26일

010-4906-5722,
031)953-6932

회비: 18만원
회비: 22만5천원

40일

9월16일~10월25일, 12월13
일~2020년 1월21일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MOMENTO)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그림에니어그램 전문가반 16주

말씀과 찬양과 쉼이 함께하는 시간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사)한국커피협회 문의: 727-2472

때, 곳: 8월29일~12월26일 매주

그 순간(Momento)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보세요
대상: 40세 미만의 청년 누구나 / 회비 없음
때, 곳: 8월27일(화) 19시30분(매월 1회-9월24일₩10월29일
₩11월26일₩12월17일),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홍대)

1층 카페 / 문의: 338-7832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가정선교회 성가정 영성 1일 대피정
강사: 윤민재 신부, 이현주 회장 / 문의: 010-

2367-2297, 010-5674-8511, 777-1773 대표 전화

(목) 10시~13시, 그림에니어그램

2019년 제25회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

연구소(서초동) / 문의: 010-7342

때: 8월28일(수)~30일(금) 9시~17시(총 3일)

-9300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전교수녀회 우만동

곳: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성요셉관 5층 대강당

대상: 해외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선교사(귀국한지 1개월 이상)

계좌: 우리은행 1002-554-540926 이현숙

때: 10월14일(월)~18일(금) / 문의(접수): 953-0613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로 전화 접수

주관: 한국가톨릭해외선교사교육협의회(KCFMEA)

문의: 032)340-2435, 2530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주최: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해외선교₩교포사목위원회

때: 첫째주(수) 8월7일 9시30분~16시30분

안동시•가톨릭상지대학교 귀농귀촌 교육

곳: 가톨릭회관(전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6번 출구, 4호

안동시 지원 가톨릭상지대학교 운영 귀농귀촌 입소

선 명동역 6번 출구) 3층 강당 / 접수 없음₩회비 없음,

교육반 모집 / 문의: 054)851-3005~8 가톨릭상지대학교

김밥 판매(2천원), 미사 준비, 개인컵 지참(현장 판매)

귀농귀촌 입소교육반: 4주간 안동 귀농인의집 입소교육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펜션형 숙소, 편의시설 완비, 텃밭 운영 및 농촌 체험 등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때: 2기 9월19일~10월11일, 3기 10월17일~11월8

때: 7월27일~30일, 8월1일~4일, 8월6일~8일, 8

일(2₩3기 중 택1) / 홈페이지(lead.csj.ac.kr) 접수

월1일~4일(추자도)-왕복항공권과 여름해변 또
는 우도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자유일정 포함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Ҫ

문의: 828-3600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ݹ
제6회 가톨릭영화제 사전 자원활동가 모집
모집분야: 자막번역, 디자인, 촬영, 홍보 등

글라렛 어린이 선교단 모집(글라렛 선교 수도회)

문의(접수): 010-9620-4820, 774-0448 / 회비: 17만원

대상: 초1~5학년 / 모집: 합창단, 무용반, 해금반

(레지오, 기타 단체에서 5명 이상 함께 접수시 15만원)
9월6일~2020년 2월 14시~16시 가톨릭회관 205호
저녁반 2일 매주(금) 5개월 19시~21시 가톨릭회관318-2호

명사초청 특강

문의: 010-3513-1849 지도 신부

국악성가연구소 청년합창단 ‘한별’ 단원 모집
때, 곳: 매주(월) 19시30분, 고속터미널성당
문의: 010-3011-2723 지휘자

9월~12월

2020-21 영성코스 사전 안내 16과목, 16시간
문화강좌

연습: 매주(토) 10시~12시30분, 수도원(성북동)

대상: 각 파트 70년생 이하 / 담당: 강수근 신부

문의: 010-4149-1853(carmelcenter.kr) 가르멜 수도회

때, 곳: 8월7일(수) 14시₩8월12일(월) 19시, 가톨릭회관

ICPE 선교회 새로운 복음화학교

대상: 만 18세~39세 이하 서울시민

계좌: 우리 1006-301-276411 티없으신성심 / 분납 가능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527호 / 문의: 2096-0410, 0411 복음화학교 교육국

특전: 훈련기간(8월~12월) 임급지급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내용: 마리아론 일체와 33일 봉헌 기도

카페(cafe.naver.com/cmc04) 참조 / 010-5234-5044
복음화학교 138기 개강(새천년복음화사도직협회)

모집기간: 7월1일~31일 / 훈련과정: 기계가공(CAM₩CAD)

활동기간: 10월말까지 /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caff.kr) 참조

마리아학교 수강자 모집

낮반

성물조각•가구제작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돈보스코 서울형 뉴딜일자리 훈련생 모집

4주 숙박, 체험비, 재료비 전액 지원 / 참가비: 10만원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월10일~13일, 8월15일~18일, 8월23일~25일, 9

2019년 해외선교사 귀국 프로그램

회비: 5만원(중식, 교재비 포함)

숲해설₩초공예반₩서예반 수시 모집

춘천교구 작은 본당 도우미(재능기부) 모집
내용: 춘천교구 내 작은 본당의 사목(어르신, 청소
년 등)에 대한 도움 / 이메일: ccsamok@hanmail.net

강사: 프릿츠 마스카레나스 / 인원: 30명

인천교구 지혜의 샘(북방선교기도공동체) 교육

분야: 음악, 미술. 청소년 상담, 웃음 치료, 글쓰기교실,

때: 8월10일~15일 / 문의: 010-7548-6664

곳: 부천시 송내동 366-5 지혜의 샘

어르신 체조 등 / 자세한 내용 춘천교구 홈페이지 참조

교육관에서 매일 미사와 묵주기도 100단이 있습니다

문의: 033)240-6049 춘천교구 사목국

문의: 032)343-1871(www.jwisdom.or.kr)

서울성모병원 어린이학교 교사 자원봉사 모집

곳: 예수성심 선교수녀회 영성센터(부산) / 회비: 35만원

커피바리스타 교육(가톨릭바리스타협회)
주1회 12주 교육과정: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홈바리

월·수 성경 맥잡고 둘러보기 화 성경통독 길잡이

주1회, 6개월 이상 서울성모병원 어린이학교

스타, 창업, 로스팅, 자격증 / 교육문의: 010-9040-

목·일 말씀치유 낮 기도회

교사로 자원봉사하실 수 있는 분을 모집합니다

8306, 010-2511-6845(http://club.catholic.or.kr/barista)

금

성시간, 말씀치유 철야기도회 19시~다음날 4시30분

모집과목: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미술,

미술치료, 음악치료, 종이접기, 클레이수업 등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9월 정규입학 모집

예수회센터 강좌(9월 개강)

대상: 초5~고2 / 기간: 단기(1년)₩장기(1년 이상)

이 밖의 다양한 강좌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 2258-8983 (월~금)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

문의(접수): 3276-7733(http://center.jesuits.kr)

문의: 2258-5313 정다운

가톨릭청소년버스 자원활동가 모집
분야: 청소년 상담, 교육, 문화활동, 거리아웃리치 봉사

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 oakinternational.co.kr

일상생활 안에서의 영신수련 (월) 10시~12시 권오면 신부

서울대교구 32기 아버지학교 지원자 모집

박병준 신부
영성과 철학상담-아픈
(화) 19시~21시
영혼을 철학으로 치유하기
홍경자 박사

때, 곳: 8월25일~9월29일 매주(일) 14시~20시(5주

그리스도인의 대화법–비폭력대화 (수) 10시~12시 이윤정 강사

곳: 은평구(매주 금), 강북구(월 1회 목)

간₩추석 제외), 잠실성당 / 회비: 10만원

영성의 향기 첫째₩셋째주(수) 10시~12시

자기소개서(자유양식) 이메일(portlandor@naver.com) 접수

문의(접수): 0505-503-7080(sgkim@atec.co.kr)

고통과 악, 그리고 영성(신설) (목) 14시~16시 심현주 박사

심종혁 신부

대상: 청소년을 사랑하는 대학생
활동기간: 8월15일 17시(3개월 이상 가능자만 지원 가능)

문의: 727-2100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ਔੈ

베네디레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월례미사

제주도 관광

논현동성당 (일) 오후 9시 미사

중남미 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제주운전기사사도회에서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모집: 피아노, 바이올린, 트럼펫

집전: 유경촌 주교 / 문의: 749-4596

및 성지 안내차량, 호텔, 팬션, 골프 예약 가능

문의: 010-9048-5972 음악감독

때, 곳: 7월29일(월)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마니피캇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오기선요셉신부 월례미사•29주기 기일미사

추기경님 직속 어린이 합창단 ‘마니피캇’ 신입단원 모집

집전: 황인국 몬시뇰, 오웅진 신부 외 사제단

대상: 초등2~5학년 가톨릭(예비) 신자

월례미사: 7월25일(목) 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오디션: 자유곡 1곡(악보 지참), 면접

기일미사: 7월30일(화) 10시30분, 용인천주교묘지

때, 곳: 9월1일(일) 15시30분,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김수환추기경기념경당(031-334-0807) / 무료버스

연습: 매주(화) 18시₩(일) 13시

예약접수: 010-8982-9819 명동대성당 출발, 010-

문의(접수): 338-7830 유 안토니오

8936-2331₩010-5202-5145 절두산순교성지 출발

카카오톡: 마니피캇어린이합창단

도봉산성당 열린미사•열린성가 / 문의: 3491-2326
ࢊ

곳: 도봉산성당(도봉산길 11) / 도봉산을 찾는 신자

들을 위한 첫 토요일 열린미사₩열린성가
평양교구 신우회 미사 / 문의: 727-2056
때, 곳: 7월24일(수)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7번 출구 / 내용: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연도 및 미사

열린미사

주례: 박범석 신부,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개인, 부부, 가족(자녀), 청소년 및 미술치
료(아동) / 종합심리검사
전문
심리치료 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성격), 학교
₩직장내의 부적응 소통과 관계의 어려움 등

ਓݹ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교육수사회)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전문상담: 청소년 문제, 개인, 부부, 가족, 영성

근무 주 40시간, 기숙사 가능 / 문의: 032)930-8500~3
가회동성당 묘지관리인(계약직) 모집 / 문의: 763-1570

씨튼 부부행복프로그램 / 문의: 010-6799-3732

업무: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소재 묘지관리

이마고부부치료, 개인, 가족, 사별상담(유₩무료)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묘지관리경험자 우대

곳: 씨튼 영성센터(주최) / 1급상담전문가 박란희 수녀

강론: 고준석 신부 / 문의: 727-2525 사무국

문의: 726-0700(www.jjscen.or.kr)

때, 곳: 7월30일(화) 15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101호)

삼양동선교본당 재활매장 ‘살림’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첫회 무료)

때, 곳: 7월22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주례: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권순기 회장

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도움 / 987-3978

옹기장학회 월례미사

가능, 전철 2호선 신도림역 2번 출구 셔틀 이용

한민족돕기회 통일기원 미사
অծ

의류, 신발, 가방, 생활용품을 기증받음. 재활용사

사)₩14시(미사·성시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한 아름다운 성전과 넓은 성모 마당, 주차 100대

ਨҕঈܻ

대상: 가톨릭 신자 / 문의: 032)933-7237, 4825

때, 곳: 매월 넷째주(토) 7월27일 13시(고해성

거룩한 혼인미사(실내·야외·소규모 선택가능)를 위

매월 첫번째(토) 오후 6시

예수의 성모 관상 수도회 영성미사•영성강의
영성미사: 미사, 강의 / 강의: 문호영 신부

도림동성당 혼인미사 / 문의: 833-9439

열린성가연습 매월 첫번째(토) 오후 4시 / 대상: 누구나

절두산순교성지 마리아연령회 미사 / 문의: 3142-4434
때, 곳: 7월26일(금) 11시30분, 전철 2₩6호선 합정역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신자 확인서

가신 김수환 추기경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

전문심리치료: 영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 및 가족

7월25일(목)까지 방문₩우편(우 03052, 서울시 종로구

을 위해 봉헌합니다(고해성사: 10시30분~10시55분)

치료, 개인(우울₩공황₩대인기피₩강박) 종합심리검사

북촌로 57) 접수 / 서류 심사 후 면접 일자 개별 통보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서

서 울 주 보
게 재 신 청
안
내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문화홍보국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서울주보 게재신청은 교회기관·수도회이거나,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서울대교구 사목국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의뢰하는 광고나 상업적인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게재 월로부터 한 달 전 첫째 주 화요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한 단체에서 한 달에 4번까지 게재가 가능합니다.
•내용 수정·취소는 주보 게재일로부터 2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 및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ؤഡࢻ࣓ੌݹ
가르멜 수도회
성심의 프란치스코 수녀회
예수 고난회
한국외방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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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역별 장소

010-9986-5680(cafe.daum.net/wowcarmel)

7월28일(일)

수녀원(장위동)

010-8563-6875, 941-4139

8월3일(토) 17시~4일(일) 11시

수도원(우이동)

010-6804-4909

8월3일(토)~4일(일)

신학원(수원)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문화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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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말씀의 365일

삶의 뜨락에서

신간

영원한 도움의 성모
이콘으로 드리는
9일 기도

임덕일 지음
으뜸사랑 Ⅰ492쪽
1만4천원Ⅰ구입문의: 6325-5600

데이비드 베르트만 지음Ⅰ영원한 도
움의 성모 수도회 옮김Ⅰ성서와함께
76쪽Ⅰ6천원Ⅰ구입문의: 822-0125

임덕일 신부가 매일 한 편씩 기도로써 짧게 적어 내려간 묵상과 성경

이 책은 ‘영원한 도움의 성모’ 이콘을 바라보며 9일 동안 기도하도록 안

구절을 함께 엮었다. 파킨슨병 투병 중임에도 일자별로 기록한 성실함

내한다. 9일 동안 하루하루 성모님의 눈빛, 손짓, 의복과 예수님의 손,

에서 원로사제의 진리를 향한 열망이 묻어나는 책이다. 또한 따뜻하고

샌들 등 ‘영원한 도움의 성모’ 이콘의 부분을 나누어 깊이 묵상할 수 있

간결한 문체로 푸근함을 더해 옆집 할아버지의 말씀을 연상케 한다.

도록 그림과 묵상글 기도문을 실었다.

신간

신부님,
저도 중독인가요?

신간

당신은 지금 무엇을
청하는지 아십니까

홍성민 지음
바오로딸Ⅰ304쪽Ⅰ1만2천원
구입문의: 944-0944

마태오 무나리 지음Ⅰ박희전 옮김
프란치스코출판사Ⅰ88쪽
8천원Ⅰ구입문의: 6325-5600

술, 마약, 도박, 스마트폰, 일, 종교 중독 등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

그리스도교 기도문들 가운데 제일 많이 바치는 기도가 아마도 주님의

는 사회문제에 대해 중독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기도일 것이다. 이 책은 ‘주님의 기도’를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이

있는지, 자칫 무겁게 흐를 수 있는 주제를 재치 있는 필치로 밝게 담았다.

들을 위한 책이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회복자의 생생한 체험 수기와 중독 관련 단체가 부록으로 들어가 있다.

대한 기도 영성을 깨달을 수 있다.

신간

라 베르나

임창준 지음
프란치스코출판사 Ⅰ184쪽
1만4천원Ⅰ구입문의: 6325-5600

공연

슈투트가르트
페가소스 스트링
콰르텟 내한공연
입장권: R석 5만원, S석 4만원, 청소년(S석) 1
만원 / 문의: 3274-8601
전화예약후관람당일서울주보나어플리케이션
의본안내문지참시주보1부로4명30%할인

프란치스코 성인은 라 베르나 산중에서 깊은 신비 체험을 한 후 친필

마포문화재단이 독일 정통 실내악단을 초청하여 선보이는 <슈투트가

로 남겨 놓은 기도문에서 “하느님, 당신은 고요이시나이다”라고 찬탄

르트 페가소스 스트링 콰르텟>이 8월9일(금),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한다. 작가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러한 신비 체험이 어려 있는 라 베

에서 있다. 헝가리·오스트리아·스위스·이탈리아 등을 무대로 연주활동

르나를 순례하면서 고요의 신비를 사진 안에 담았다.

을 펼치던 이들이 정통 실내악단의 진수를 보여준다.
֕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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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교무금 책정ㆍ납부 및
연말정산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제출 안내
2019년 6월 30일(주일) 현재, 본당 19,251세대 중
2,780세대만이 교무금을 책정하셨고, 이는 전체
대비 14.4%에 불과합니다. 2019년도 교무금 책정을
아직 못 하신 교우분들께서는 본당 사무실에 내방
하시어 책정ㆍ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경우 교무금 책정을 먼저 하고
이체하셔야만 장애(납부자 확인불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부터 본당 사무실과 국세청간소화서비스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필히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성당 사무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신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는 작성일 기준
5년까지만 유효합니다. (☞문서보존년한 5년)
※ 2016년ㆍ2017년ㆍ2018년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ㆍ제출하신 분들은 제외
※ 자세한 안내는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동의서 관련’ 참조

◉ 2019년 상반기 견진성사 사진 안내
2019년 상반기 견진성사를 받으신 분들은 아래의
장소에서 견진성사 사진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소 : 명동대성당 범우관 403호 사진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내선 2215번)

◉ 우리농 명동 보름장
․일시 : 7월 21일(주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 명동대성당 들머리ㆍ가톨릭회관 앞마당

◉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주례 : 환경사목위원회
․일시/장소 : 7월 25일(목) 오후 7시 미사 / 대성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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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영성체 교리교사 모집
첫영성체를 준비하는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을 위해
봉사해주실 교리교사를 모집합니다.
․대상 : 세례 받은 20~30세 청년
․문의 : 송민경 (카타리나) 교감 ☎ 010-9914-9406

◉ 명동대성당 여성봉사분과 신입회원 모집
․대상 : 봉사에 관심 있는 45~65세 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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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적 본당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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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장 ☎ 010-5054-6495 (문자 요망)

◉ 옹기장학회 월례미사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서
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합니다.
․일시/장소 : 7월 22일(월) 오전 11시 / 파밀리아 채플
․주례 : 박범석 신부님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 고준석 신부님 (고해성사 : 10:30 ~ 10:55)
․문의 : 옹기장학회 사무국 ☎ 727-2525

◉ 명동대성당 상설 고해성사
요일

고해시간

월

13:00~17:00

화~금 11:00~20:00
화
수
목

상 : 가톨릭에서 세례 받은
20세 이상 ~ 40세 이하 남녀 교우
․주요활동 : 매주 일요일(11시, 12시) 미사의 안전,
질서유지를 위한 전례봉사
․절
차 : 1차 이메일 접수 (가입신청서)
2차 인터뷰 (교적증명서 제출)
․문
의 : 단 장 ☎ 010-7277-0140
교육장 ☎ 010-5030-7093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여 메시지 주시면
가입신청서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13:00~17:00

주일

고해대상

교구 상설 고해
글라렛 선교 수도회
살레시오회
꼰벤뚜알 프란치스코회

화~금 17:00~18:00
토

고해담당

남자수도회 장상협의회 성직자,수도자만
지극히 거룩한 구속주회

금

◉ 전례봉사분과 안내선교회 신입단원 모집
․대

www.mdsd.or.kr

명동대성당 소식

본당 사제

11:00~20:00

교구 상설 고해

14:00~18:00

파리 외방 전교회

10:00~12:00

본당 사제

10:00~20:00

교구 상설 고해

16:00~18:00

일반신자

작은 형제회
본당 사제

※ 매주 월요일은 성직자ㆍ수도자만을 위한 고해성사일
이며, ‘지하성당’에서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 일반신자 고해성사는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옛 계성여고에 신설된 고해소’에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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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dsd.or.kr

제2844호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지상술(힐라리오) 신부
부 주 임 손태진(바 오 로) 신부
부 주 임 이세호(시 몬) 신부
전례․성음악분과 유영주(세례자요한) 신부
청 소 년 박성진(스테파노) 신부

U 본당 연령회 U
010-6375-1784

미 사 성 가

입당 : 337

봉헌 : 340, 342, 219

《 축하합니다 》

◉ 8월 예비신자 교리반
명동대성당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과정의
교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8월 입교 시 세례성사는
2020년 2월에 거행되며, 예비신자환영식은 8월 4일
(주일) 오후 2시 교구청본관 401호에서 있습니다.
시

간

장

소

강

사

교육관
301호

임 마리아 수녀

◉ 청소년봉사분과 주일학교 여름 캠프
구

분

기

간

장

2020년도부터 교우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혼인미사 시간이 일부 변경되며, 2020년 1월과
2월 혼인예약은 2019년 7월 24일(수)부터 선착순으로
방문 접수합니다.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혼인미사
예약은 예년과 같이 추첨으로 진행되며, 추첨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합니다.

혼인장소

소

초등부

7/26(금)~7/28(주일)
2박 3일

경기도 안성시
<금광관광농원캠핑장>

솔봉이

7/27(토)~7/28(주일)
1박 2일

경기도 양주시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중ㆍ고등부

8/02(금)~8/04(주일)
2박 3일

강원도 홍천군
<뷔송블루펜션>

요일

시간

금

13시

토, 공휴일

12시, 15시

토, 일, 공휴일

11시, 14시, 16시

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금요반 오후 7:30 교구청본관 장원혁 (세례자요한) 신부
401호
토요반 오후 2:00

파견 : 77

◉ 2020년도 명동대성당 혼인미사 예약 안내

황 안나 원장 수녀님께서 오는 7월 26일(금)
영명 축일을 맞으십니다. 영육 간에 건강하시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교리반

성체 : 344, 497, 179

․혼인예약기간 : 2020년 1월 ~ 2월
․방문접수시작 : 2019년 7월 24일(수) 09:00~18:00
월요일은 성당 사무실 휴무이므로
화~주일 09:00~18:00 사이 방문 요망
․필수준비사항 : ① 교적증명서 1부 (신랑, 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 50만원 (현금 또는 수표
/ 계좌이체ㆍ카드 불가)
․문
의 : ☎ 774-1784 (내선 4번)
※본당 홈페이지(www.mdsd.or.kr)→미사와 성사→
혼인성사에 공지된 혼인 관련 안내문과 이행조건
들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혼인 비용은 2019년 7월 기준이므로 예약 이후
변동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캠프 기간 중 소성당 초등부 주일미사는 없습니다.

◉ 8월에는「유아세례, 병자영성체」가 없습니다.

◉ 명동대성당 엘리사벳 장학회 후원금 접수

◉ 7월 세례자 감사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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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후원계좌 : 우리은행 004-611313-01-085
명동성당 엘리사벳 장학회

지난 주일 세례성사를 받으신 분들께서 감사예물로
4,011,000원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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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7/8-7/14)........................18,180,000
• 연중 제 15 주일 헌금....................40,621,320
• 감사헌금 (7/8-7/14).........................610,000
김 마리아 / 오 엘리사벳 / 이 아우베르또
최 세실리아 / 허 베로니카 / 현 베로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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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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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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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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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주교좌명동대성당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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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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전화 02)774-1784

팩스 02)753-1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