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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라네. ◎

입당송 |
세. 천사들도 이 큰 축제를 기뻐하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찬양하네.

제2독서 | 1요한 3,1-3
복음환호송 | 마태 11,28 참조

제1독서 |

묵시 7,2-4.9-14

◎ 알렐루야.

화답송 |

시편 24(23),1-2.3-4ㄱㄴ.5-6(◎ 6 참조)

○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

주님 안에서 다 함께 기뻐하세. 모든 성인을 공경하며 축제를 지내

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

◎ 주님,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이옵니다.
○ 주님의 것이라네,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 누리와 그 안
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 강 위에 굳히셨네. ◎

복

음 | 마태 5,1-12ㄴ

영성체송 |

마태 5,8-10

○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보리라. 행복

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리라.

않는 이라네. ◎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

○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

의 것이다.

라. 이들이 야곱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
라디오 FM 105.3MHz /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184번 /

231번 /

307번 /

274번

생명의말씀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사람, 성인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 서울대교구장

모든 성인 대축일은 천국에 있는 모든 성인을 기억하

산상설교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

며 하느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성인들의 모범을 본받고

상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인 사고방식

자 다짐하는 날입니다. 또한, 전례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인

과 가치관,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가

11월 위령성월은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돈, 명예, 성공이 되어서는

지난 한 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기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은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과 겸손하고 온유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우려가 깊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가난한

모두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은 하느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도교인은 언제나 감사하며 고통 앞에서도 하느님께 희망

오늘 복음은 ‘행복선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

을 둡니다. 우리가 남에게 온유하고 자비를 베풀며, 평화

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를 위하여 일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느님을 뵙고, 하느님

성인들은 생전에 행복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왜 행

나라를 차지하고 행복을 얻을 것입니다.

복했을까요?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
다. 모든 것이 하느님께 달려 있음을 알기에 오직 하느님

삶이란 유한하지만 사라질 운명을 간직한 것은 아닙니

께 모든 것을 의탁하였습니다. 자기 생명조차도 하느님께

다. 모든 삶은 끝을 맞이하지만, 하느님께서 그 삶을 품고

서 주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산상설교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당신의 뜻 없이 떨어

의 행복선언은 하느님의 구원과 은총에 힘입은 사람들이

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품어 안으신 분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의 근본 지

하느님이십니다. 그 하늘나라를 향한 염원이 우리를 향해

향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인들이 피 흘려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행복이 부귀와 권
세, 그리고 세상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의미를

성인들은 우리에게 사라질 운명이 슬픈 것이 아니라 영원
을 향한 갈망 없음이 진정한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잘 깨닫는 이들은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 세월
만 지나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잘 압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마태 5,12)

사
사진
설명

누구든 세상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됩니다. 노고와 수고로움
이 있어야 비로소 의식주를 해결하게 되고 가족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게 됩니다. 힘들지만 최선을 다
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
한산모시. 충남 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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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다.”

홍덕희 아녜스 | 가톨릭사진가회

말씀의이삭
집콕 생활 안에서도 소확행 체험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잃은 것도 많고 힘든 일도 있었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 평협회장

니다.

지만, 세상의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잃은 것이 있으

맛있게 먹는 가족들을 보면서 왠지 제가 큰일을 해낸 것

면 얻는 것도 있기 마련인 듯합니다. 요즘 청명한 가을 하

처럼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고, ‘나도 요리를 할 수

늘도 코로나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코로나 창궐이 심했

있구나’하는 새로운 재미와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거기에

던 지난 2월 집콕 시간을 보낼 때를 되돌아보면 또 나름의

더 발전해 ‘오이소박이’와 ‘물김치’까지 도전을 해보게 되었

은총과 감사의 시간이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요. 나중에는 과감하게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해서 제가

평소에 가족들 나름대로 바빠서 식탁에 함께 모여 식사

만든 요리로 음식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거나 가족 미사를 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

그러나 양 조절이 잘 안 되어 문제였습니다. 오래전 배

콕 생활이 이어지면서 평화방송을 통해 가족들과 함께 미

우자 생일에 좋아하는 ‘낙지 미역국’을 끓였는데, 아뿔사!

사와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 일상이 멈춘 상태인지라 식사

기름에 덖은 미역이 물에 불어 끓여 놓고 보니 한 들통이나

때가 되면 자연스레 식탁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되어 보름 동안 먹었던 악몽이 ‘목살 김치 된장찌개’를 끓

그동안 몹시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정

일 때도 다시금 재연되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때 배꼽을 잡

지된 상황에 문득 가족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고 쓴웃음을 지었던 기억이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떠

마음이 들어 용기를 내어 요리에 도전해보았습니다. 어느

오릅니다. 저의 작은 희생, 깜짝 이벤트가 가족들에게 사랑

토요일 아침, 가장 만만해 보이는 ‘콩나물국밥’을 끓이기로

의 백신이 되어주고, 답답한 집콕 생활 안에서도 소확행과

하고, 전날 유튜브를 보며 레시피를 적어 놓았습니다. 아침

가족들 안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였기에, 어려움 속에

에 일찍 일어나 배우자 몰래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자재를 찾

서도 서로 뭉치면 남다른 행복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아보니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무작정 마트에

좋은 체험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서 콩나물과 나머지 식자재를 모두 준비해 정성껏 뚝배
기에 끓였습니다.
식탁에 올려놓고 짜잔! 가족들을 불러 시식을 한순간

나를이끄는

성경구절

“오~우 아빠 짱!” 가족들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와 유쾌
한 아침 식사가 되었고, 일일 셰프의 뿌듯함도 누릴 수 있
었습니다.
한번 자신감을 얻은 후, 두 번째로 시도한 요리가 ‘목살
김치 된장찌개’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가족들 몰래 서
프라이즈 이벤트로 하려고 하다 보니 냉장고에 있는 식자
재를 일일이 찾을 수 없어서, 레시피에 필요한 재료를 통째
로 사는 바람에 배우자의 쓴소리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

선화자 데오필라
목5동성당

֕ਔੈ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바보의나눔’이
함께하는 국내외 원조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청주교구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크리스토폴 스팀 방문세차사업

청주교구 유지재단 산하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는 가톨

업이라는 새로운
새 운 계획을
을 세웠습니다.
세웠습
웠습니다
니다 이들은
이들은 다양한 사연

릭 정신에 따라 생명과 사랑을 존중하고, 사랑과 봉사를

이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좌절과 스트레스로 암 수

실천하여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

술과 투병을 오래 하셨던 분, 알코올 중독에서 스스로 일

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나신 분, 미혼모로서 자랑스러운 엄마로 살아가기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가난한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노력하는 분, 편마비로 혼자서는 어렵지만 보조 역할을 충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품위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인간 존

분히 해내실 수 있는 분, 성인이 되었지만 장애를 가진 딸

엄성 회복을 위해 함께 동반해 주기를 당부하셨듯이, 저희

과 함께 살기위해 고군분투하는 분, 이런 분들이 모여 세

청주지역자활센터는 자활 참여자들의 신체적, 정서적 상

차사업을 위한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청소

태를 고려하여 그들이 꿈꾸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기와 가정용 휴대 스팀기를 빌려와서 차량 세차를 시도하

자 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소득층, 기초

였고, 이 과정에서 가정용 장비의 한계점을 느끼게 되었습

생활수급 대상자, 자활 특례, 조건부 수급자 등으로 이루어

니다. 하지만 경험적 노하우를 키우기 위해 부족한 장비로

지며, 대부분 잦은 실패와 좌절로 고립된 생활을 오래 하신

나마 차량 세차를 봉사하며 자신들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

분들이 많고, 배움의 정도나 건강이 좋지 않아 스스로 생계

습니다.

를 유지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저희 센터는 일자리를 통

저희는 현재 여러 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어 한정된

하여 자신과 가족의 안정적 삶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것을

사업비로 모든 사업에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스

목적으로 하며, 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자의

팀 방문세차사업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장비와 이동 수단

식을 바꾸기 위해 가치 중심적인 자활사업을 운영하여 사

으로 승합차가 필요하지만, 모두 고가의 제품들이라 저희

회 공헌의 의미를 부여하고, 참여자들의 자활 의지를 고취

자활 센터 정부 지원금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꿈은 ‘자립’입니다.
저희 청주지역자활센터는 매년 9월, 다음 연도 신규 사

자립을 통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것

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자립 의지가 강한 분들

이고, 그 기반을 주축으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역

이 의견을 모아 시장조사를 하고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

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역할을 하게 된 우리 청주자

아이템을 제안하는데, 이미 자활 사업을 적극적으로 체험

활인들은 본인이 받은 사랑과 관심을 이웃에게 전하고 더

한 몇분이 자신들의 자립 기회를 찾고자 스팀 방문세차사

큰 나눔의 열매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803-271075 (재)바보의나눔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홈페이지(cc.catholic.or.kr)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

2020년 10월31일~12월4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청주교구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를 위해 쓰여집니다.

는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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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_ ① 인터넷 신청: www.babo.or.kr > 기부하기 > 연계기부 > 사랑의 손길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② 전화 신청: 727-2510 (재)바보의나눔

11월은 위령성월이며, 11월 2일(월)은 ‘위령의 날’로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김창만(안드레아) 신부님 선종
서울대교구 소속 김창만
(안드레아, 88세) 신부님
께서 지난 10월 19일(월)에 선종하셨
습니다. 김창만 신부님은 1933년 평
안북도 신의주시에서 출생하여 1963
년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청량리성
당, 성신고등학교, 당산동·영등포동·
화양동·정릉동·마천동성당에서 사목하시다가 1996년 원
로사목자가 되셨습니다. 10월 22일(목)에 장례미사를 거
행했으며, 용인 성직자 묘역에 안장되셨습니다.

교회는 오랜 전통에 따라 ‘모든 성인 대축일’ 다음날인
11월 2일을 ‘위령의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
라의 성인들을 먼저 기념하고, 이튿날에는 연옥의 영혼
들을 위하여 기도하자는 뜻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으로 신자 참석 없이 각 묘역별로 교구 사
제단 100명씩만 미사 봉헌을 합니다.
때: 11월2일(월) 오후 2시

용산 성직자 묘역
(용산성당 내)

문의: 02)719-3301
용산성당

참석범위: 제15 영등포-금천지구 ~ 제4 종로지구 신부
(각 지구별 10명)
미사집전: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사제단 공동집전
강론: 제4 종로지구

2021년 서울주보 코너

때: 11월2일(월) 오후 2시

용인 성직자 묘역
(용인공원묘원 내)

문의: 02)816-2961
흑석동성당

접수대상: 손글씨에 자신 있는 신자 누구나
작품규격: 정사각형이나 가로로 긴 직사각형(※세로로 긴 형태는 불가)
작품형태: ① 종이에 붓과 펜으로 쓴 작품은 스캔하여 스캔본 접수
② 디지털 작품은 해상도 300dpi의 JPG 파일 접수
접수기간: 11월1일(일)~11월30일(월) | 작품개수: 1인 1작품

전체준비 및 강론: 제14 동작지구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1954년 11월 5일 김피득 베드로 신부(47세)
•2004년 11월 8일 김몽은 사도 요한 신부(77세)
Ҫүঈܻ
11월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때, 곳: 11월2일(월)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이희정 십자가전: 1전시실
이명애 수녀 초공예전: 2전시실
전시일정: 11월4일(수)~9일(월)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
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
지구별 상담소: 4성북지구(노동사목회관), 5지구
(노원성당), 9지구(천호동성당), 13지구(삼성산성
당), 17지구(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 / (월~금) 10시~18시
전화상담: 02)727-2137 / (월~금) 10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학교(2020/가을)
접수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culture.catholic.or.kr) 참조
대림 소품공예
–기도 담은 대림초

평일반 11월19일(목) 10시~13시
주말반 11월21일(토) 14시~17시(각 1회)

성탄 소품공예
- 기쁨 담은 성탄초

평일반 11월26일(목) 10시~13시
주말반 11월28일(토) 14시~17시(각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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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멜 수도회
도미니코 수도회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도원
툿찡 포교 베네딕도 서울 수녀원

더 자세한 사항 QR코드 클릭 ▲

낙태 상처 치유 프로그램 및 미사
당분간 휴강하며, ‘거리두기’ 종료 후 재개합니다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순교자현양 신심미사
때: 매월 첫째주(화) 11월3일·12월1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가톨릭예술아카데미 ‘온택트 공개강좌’ 수강생 모집
가톨릭예술아카데미에서는 온라인에서 만나는 다
양한 ‘온택트 공개강좌’를 선보입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문의: 02)751-4107, 4110 홍보위원회
대상: 20대 이상 천주교 신자 및 일반인(강좌별
선착순 300명) / 회비 없음(강좌별 일괄 신청)
신청: 온라인 신청(네이버 카페 ‘가톨릭예술아카데
미’ https://cafe.naver.com/catholicartstory)
때: 11월11일~12월5일 20시~21시
곳: 줌(Zoom) 어플을 활용한 비대면 강좌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가톨릭예술아카데미’ 참조
옛 사람의 길을 따라서:
전통화 이론수업
언택트 시즌의
매주(수)
스트레스 관리
뮤지컬과
매주(목)
함께하는 묵상
매주(화)

김현정(영화배우, 화가)
윤제연(서울대학교병원 교육인재개
발실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슬(공연기획사 하람컴퍼니
대표, 뮤지컬 배우)

매주(금) 탈출기로 떠나는 인생여행 허영엽 신부(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매주(토)

컬러와 영감이 머무는 문지윤(스타일리스트, 뷰로드
끌로디아 대표)
공간이야기

ٴ

매월
주말
매월 둘째주(토) 15시~(일) 13시
수시
수시

ॵл݉

ęԔੈ۾ӿ֍࢝ЩћĚ ࢹѿ

참석범위: 제4 성북지구 ~ 제14 동작지구 신부
(각 지구별 8명)
미사집전: 총대리 손희송 주교와 사제단 공동집전

Ґ

지역별 장소
강북구 삼양로139나길 16-8
본원(경북 왜관)
수도원(고성)
본원(돈암동)

향심기도 소개강의
지도: 이승구 신부 / 대상: 누구나
때: 11월4일부터 매주(수) 14시~16시(4주간)
곳: 명동(옛) 계성여고 상설고해소 윗층
회비: 1만원 / 문의: 010-6542-8642
분과별 사목위원 교육
올해 ‘분과별 사목위원교육’은 진행하지 않습니
다 ‘2021년 사목지침 및 부서별 계획’은 서울대
교구 홈페이지(aos.catholic.or.kr) ‘간행물-사목지
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미사 취소 안내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사회교정사목위원회는 매
년 광탄 나자렛 묘원을 방문하여 미사를 봉헌했
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사
를 취소합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 02)921-5094
평신도사도직연구소 열린세미나
서울평협 평신도사도직연구소에서 유튜브 생
중계를 통해 비대면 열린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02)777-2013
주제: ‘공동합의성-권위주의와 다수결주의를 넘어서’
발제: 현재우 박사 / 토론: 문창우 주교, 이근상
신부, 이미영 소장
때: 11월7일(토) 오후 4시~7시
유튜브 채널: cpbcTV_가톨릭 콘텐츠의 모든 것
자세한 내용은 www.clas.or.kr 또는 모바일앱 ‘서울평협’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2020년은 한
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0년 11월28일까지 ‘한
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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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140-7414
010-3012-2616 조성하 신부
010-8353-2323
010-5301-1319
010-8191-0377(www.benedict.or.kr)
֕ਔੈ

성물조각•영성가구 교육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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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신•구약 성경 완독 피정(8박9일)
때: 12월12일(토)~20일(일)
문의: 010-3340-0201 도미니코 피정의집(횡성)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렉시오 디비나 피정(말씀으로 기도하기)
내용: 유덕현 아빠스와 함께하는 자연 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때, 곳: 매주(토) 14시~(일) 14시, 올리베따노 성 베네
딕도 수도회(주최, 경남 고성군) / 문의: 010-2816-1986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 대상: 20세~39세
때, 곳: 11월7일(토) 18시(미사), 가톨릭회관 1층 경당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예수고난회 명상의집 12월 피정
1) 명상의집 재건축에 도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 피정
때: 11월부터 / 대상: 개인 피정, 소그룹 25인 이하
2) 11월 위령성월 9일기도
때: 11월2일(월)~10일(화) / 문의: 02)990-1004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때: 11월6일~8일, 11월11일~13일, 11월16일~19
일, 12월5일~7일, 12월11일~13일, 12월31일
~2021년 1월3일(연말연시₩해넘이₩해돋이피정)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내용: 효소단식으로 몸속에 쌓인 독소₩노폐물₩체지
방을 없애고 성체신심 세미나를 통해 성체신심의
은혜를 재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영육 간의
건강과 자연치유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피정
때, 곳: 11월13일(금)~16일(월)₩11월27일(금)~30일
(월)₩12월4일(금)~7일(월)₩12월18일(금)~21일(월), 성 도
미니코수도원(수유동) / 문의: 010-9363-7784 신 글라라
피정지도: 노경덕 신부(수유동)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예수마음선교수녀회)
곳: 예수마음 피정의 집(문산) / 지도: 권민자 수녀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11월7일(토)~8일(일), 12월12일(토)~13일(일)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입학 안내
원서접수: 11월20일까지 / 상호문화캠프: 11월7일(토)
상세 전형 일정 학교 홈페이지 참조
캠프 참석 및 입학 문의: 061)432-9241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입학생 모집
기숙사 학교 / 기간: 단기(1년)₩장기(1년 이상)
대상: 초5~고1 /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
co.kr)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청소년문화공간JU역촌동 학교 밖 청소년 모집
대상: 학교 밖(학업중단) 청소년 14세~24세
활동: 검정고시반 운영, 자기계발, 체험활동 등
곳: 청소년문화공간JU역촌동 / 문의: 02)382-5652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과정: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홈바리스타, 창업,
로스팅, 자격증(주1회₩12주) / 교육문의: 010-90408306, 010-2511-6845(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돈보스코미디어스쿨 신입생 모집(기숙형)
대상: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청소년
학년편성: 중등 3년, 고등 3년 / 교육과정: 기초,
인문예체능, 특성화, 진로체험, 특별교육
수시입학 / 기숙사 운영(통학 및 기숙 중 선택)
블로그: blog.naver.com/donboscoschool
곳: 살레시오미래교육원(양천구 신월3동)
문의: 02)833-0930(dybsbosco@daum.net)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겨울학기 모집
대상: 연령 무관 / 초급부터 최고급과정까지
과목: 오르간₩피아노₩반주₩성악₩합창지휘₩작곡₩CCM₩
관악기₩현악기₩바로크악기₩국악₩앙상블(남₩여 그레고
리오 성가₩플루트₩현악₩목관₩리코더₩클래식 기타) 등
접수: 11월2일(월)~28일(토) / http://www.casm.site
때, 곳: 3개월 수업(12월~2021년 2월), 최양업홀(전철 1₩4
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 문의: 02)393-2213~5
시스띠나음악원 회원 모집 / 문의: 02)363-2258
평화방송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의 성가발성
오전반 (화, 금) 11시 오후반 (화) 19시30분(주1회)

국악성가연구소 수강생 모집 / 문의: 02)558-2004
(화)

무용지도자사과정(장구₩노래₩무용₩레크레이
션) 11시~16시

(목)

장구반주 초급 11시₩중급 14시
₩고급 16시30분, 솔리스트 과정 19시

3박4일 11월26일(목)~29일(일), 12월17일(목)~20일(일)
8박9일 11월16일(월)~24일(화), 12월26일(토)~2021년 1월3일(일)
40일

12월22일(화)~2021년 1월30일(토)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음악아카데미
교육과정: 수시 모집
회비: 16만원(8주 기준) / 문의(접수): 해당 과목 강사

Ҫ
복음화학교 141기 온라인 유튜브 4주차 수업
때: (월) 10시₩(수) 19시₩(목) 14시 / 문의(수강신청):
02)2096-0410, 0411 새천년복음화사도직협회 교육국
온라인 마리아학교 수강자 모집
대상: 현장수업받기 힘든 분 / 1:1 폰, 인터넷 수강 가능
문의: 010-9620-4820 마리아학교(가톨릭회관 318-2호)

오르간

(화) 16시30분~18시30분,

18시30분~20시30분

강사: 강세나
(010-7795-6409)

국악기-대금₩소금₩단소, (화, 수) 10시30분
강사: 김경숙
생활음악악기-팬플룻₩
~12시30분, 15시
통기타₩우쿨렐레₩오카
(010-7930-2074)
~17시,
18시~20시
리나₩아이리시틴휘슬
재즈피아노 (목) 19시~21시, (금) 10시~12시 강사: 한상희(010-7244-1312)

ݹ
cpbc소년소녀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초2~초6 첫영성체 받은(2021년 예정인) 가
톨릭 신자 / 문의: 02)2270-2291, 010-2650-8014
오디션: 11월22일(일) 13시, 가톨릭평화방송 B1 합창단실
11월19일(목)까지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pbc.co.kr) 공지사항 참조
ࢊ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11월4일(수)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첫 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사도직)
때, 곳: 11월7일(토) 9시30분~12시(9시30분 쎌기도
₩10시45분 미사),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02)756-3473
예수성심전교수도회
모든 미사, 코로나로 인해 신청자만 참석 가능
1) 첫금요일 예수성심 신심미사
때: 11월6일(금) 19시30분(성시간 18시30분)
곳: 예수성심전교수도회 본원(서울 세검정)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2) 첫토요일 성모신심미사
때, 곳: 11월7일(토) 11시, 예수성심의 어머니성당
11월4일(수)까지 예약 필수 / 문의: 010-4550-6955

অծ
까리따스가정폭력상담소 무료 놀이-심리 치료
대상: 가정폭력피해자 및 자녀(한부모가정 우선함)
놀이치료, 개별상담, 가족상담
회비 없음(해피빈₩KT&G 지원)
문의: 02)2202-7806(cafe.naver.com/jscounseling)
까리따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가족이 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알코올 중독 회복을 위한 주₩야간재활 교육 및
의존자 가족교육과 자녀모임 상시 운영
치료재활 여성반 신규 개설-매주(수) 19시
때: 주₩야간 운영시간 (월~금) 9시~17시, (화~수) 19시~21시
응암동성당 ‘요셉 추모와 축복의 벽’ 패 신청
추모패₩축복패 접수 / 사용 기한: 무기한(단, 20년
이후 재건축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대상: 고인(추모패), 세상을 살고 있는 교우₩비신자
등(축복패) / 사용료: 1인패 100만원, 2인패 150만원
혜택: 명절, 위령의날, 매월 합동 위령미사, 생미사 봉헌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 문의 / 문의: 02)2021-2700

2021년 도림동성당 혼인미사 및 기념미사 접수
거룩한 혼인미사(실내₩야외 선택가능)를 위한 아
름다운 성전과 넓은 성모마당(주차 100대, 신도림
역 2번 출구 셔틀버스 운행 가능), 소형 혼인미사 및
기념미사를 위한 작고 예쁜 경당(10~20명 참석 미
니웨딩, 각종 가정 기념 미사(은혼₩금혼₩환갑₩칠순))
11월3일(화)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접수
문의(접수): 02)833-9439 도림동성당 사무실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가족, 직장동료 등 관계자들 사이의 관계회복을
가족치료
수지에니어그램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10세 이상 참가 가능(상시)
청소년
감정코칭
전문심리상담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ࢮਊભ߽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상처치유 프로
그램으로 진로 코칭으로 유도됨(상시)
가족치료, 개인, 부부, 심리정서
(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문화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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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신간

위령성월

추기경 마르크스의
자본론

한국교회사연구소 엮음
208쪽Ⅰ1만원
문의: 02)756-1691(내선2)

라인하르트 마르크스 지음
놀민Ⅰ416쪽Ⅰ2만4천원
문의: 02)762-1194

새 기도문과 어문규정을 반영하고 판공성사 준비에 도움을 줄 성찰 안

이 책은 19세기의 마르크스가 아닌 우리 시대의 마르크스가 독일 뮌헨과

내서를 부록으로 실어 더욱 쉽고 풍성하게 개정했다. 전례력으로 한 해

프라이징 대교구의 대주교로 봉직하던 2008년에 출간한 책 ‘자본론’을

를 마무리하는 11월 위령 성월에 연옥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한 달간 매

완역한 것이다. 마르크시즘의 전철을 밟지 않으면서, 신들린 지금의 자본

일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주의를 어떻게 멈춰 서게 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를 살핀다.

오늘의 꿈꾸는 우리, 내일의 빛나는 별

자율형 사립 동성 고등학교
동성 고등학교(교장 조영관 신부)는 생명을 일깨우는 가톨릭 영성을 토대

우리 학교는 사회통합 기회균등전형 실력향상응원 장학금, 사회다양성전

로 탁월한 지성과 바른 인성의 조화를 통해 ‘진리와 사랑’으로 봉사하는

형 입학생 장학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학제도를 마련하여 경제적 어려움

Humane leader(전인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분명한 교육 철학과 이념을 가

을 극복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진 가톨릭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등
교하는 학생들에 대한 방역 및 지도 등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 가톨릭 신자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

만, 가톨릭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래 교육을 위해서

우리 학교는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열려있지만, 가톨릭 신자

선생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 학생들에게는 그 어떤 곳보다도 가장 최적의 가톨릭 학교임이 분명합
니다. 학생들이 학업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미사, 사순

■ 지성과 인성을 통합한 전인교육

및 성탄 판공성사 등으로 학생들의 신앙을 돌보아 줍니다. 또한 주일학교

우리 학교는 선택이 다양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수업, 학생들의 고유한 특성

를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대교구 청소년국과 연계된 ‘교구학생진학

이 반영된 학교생활기록부가 될 수 있게 돕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 개별

장려금’을 통해 1회 100만 원을 지원하여 신앙생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현직에 있는 동문 교수님들이 직

이러한 가톨릭 학교의 의미는 사제성소를 위한 신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접 오셔서 후배들이 우리 학교에서 자신의 숨은 재능과 진로를 잘 모색할 수

‘예비 신학생 반’을 통해 가장 빛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업의 성취뿐만

있도록 도와주는 동성 TR(Talentum Repertus: 재능발견) 진로 프로그램을 마련

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 또한 함께 이룰 수 있길 희망하는 교우 여러분들의

하여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규 교과로서의 인성교육 , 서울대

큰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교구 내 유관 기관(청소년국,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과 협조하여 진행하는 다
채로운 인성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살기 좋은 학교를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

※ 입학 설명회 일정 안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소규모 위주(20명 이내)로 진행합니다.

나가는 ‘동성학교 평화지킴이’(Dong-sung School Peace Makers) 프로그램 등이

일시

장소

소규모

10월21일(수) 오후 7시•10월31일(토) 오전 11시
11월4일(수) 오후 7시•11월18일(수) 오후 7시
11월21일(토) 오전 11시
<사회통합전형> 11월14일(토) 오전 11시

본관 시청각실

대규모

11월28일(토) 오전 11시

스테파노홀(대강당)

예신반
전형

11월14일(토) 오후 2시

본관 시청각실

있습니다.

■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

동성 고등학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가톨릭 사회교
리를 바탕으로 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
공함으로써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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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대성당 소식

[ 전년대비 교무금ㆍ주일헌금 비교표 ]

✜✜ 기부 천사 ✜✜
명동성당 종합계획 2단계 기금

(단위: 원)

총

계

교 무 금

2019년
1,330,142,060

2,124,076,399

736,272,045

2019년 대비 2020년 주일헌금 ☞ 35% 수준

2019년 대비
2020년 교무금+주일헌금

누계 : 1,853,449,203원

1,233,928,800

2019년 대비 2020년 교무금 ☞ 93% 수준
주일헌금

(10월 19일 ~ 10월 25일 : 10,050,000원)

2020년(v)

57% 수준

(v 2020년 교무금ㆍ주일헌금 총계는 예상수치입니다！)

본당 재정 결산 보고 및
재정 확충을 위한
2020년도 교무금 책정ㆍ납부 요청
2020년 10월 1일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9월 본당 수입은 2019년 1~9월 대비 약 20억
원 가량 부족하고 이 중 교무금과 함께 본당 수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일헌금은 전년대비 35%
수준밖에 미치지 못합니다(상기 [비교표] 참조).
코로나19가 현재와 같이 계속된다면 다양한 경비
지출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입 감소로 인해 본당
운영에 매우 심각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10월 1일 기준, 본당 19,305세대 중 2,970세대만이
교무금을 책정하셨고, 이는 전체 대비 15.3%에 불과
합니다. 교무금을 충실히 내는 것은 건전하고도 올바른
신앙생활의 표현이자 하느님 자녀된 우리 믿는 자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정성껏 봉헌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2020년도 교무금 책정을 못 하신 교우
분들께서는 본당 사무실로 내방하시어 책정ㆍ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경우 교무금 책정을 먼저 하고 이체하셔야만 장애
(납부자 확인불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본당
재정 확충을 위해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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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년도(2017년~2019년)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ㆍ제출하신 분들은 제외
※2016년에 작성ㆍ제출하셨던 분들은 다시 작성
ㆍ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동의서 관련’ 참조

이 아 린 : 10,000,000원

이 영 옥 :

50,000원

기부 천사 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
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ㆍ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본당 사무장 ☎ 010-9072-5883

◉ 명동대성당 평일ㆍ주일미사 시간 (9월 5일부터 적용)
요

일

미사시간

월~ 금

10:00, 18:00

토요일

10:00, 18:00, 19:00(늘푸른청년미사)

일요일

7:00, 9:00(영어미사), 10:00, 11:00
12:00(교중미사)
16:00, 17:00, 18:00, 19:00(청년미사)

※상기 모든 미사는 ‘대성전’에서 봉헌됩니다.
※토요일 오후 6시ㆍ7시 미사는 ‘주일미사’입니다.
※주일미사 참례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적사항을 작성하실 때
‘전체 차량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성당 개방 시간 ☞ 월~ 토 : 09:00 ~ 20:00
☞ 일요일 : 06:00 ~ 20:00

◉ 미사 시간 재편에 따른 본당 사무실 업무 시간
요

일

근무시간

화~ 금

09:00~19:00

토요일

09:00~20:00

일요일

07:00~20:00

비

고

평일(화~금)
점심시간
[12:00-13:00]
사무실 폐문

◉ 주일 미사 참례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기에
미사에 참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집에서 방송
미사, 묵주기도, 성경 봉독(말씀 전례), 선행 등으로
미사참례 의무를 대신합니다.
-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발열, 기침, 인후통, 숨 가쁨,
감기, 기관지염, 폐렴 같은 호흡기 증상과 설사,
근육통, 피로감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최근 2주 이내에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 고령자(65세 이상),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과 같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면역력이 약한 초ㆍ중ㆍ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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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2호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이길재(베 드 로) 신부
부 주 임 손태진(바 오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부 주 임 유영주(세례자요한) 신부
보 좌 김주신(멜 키 올)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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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령 성월ㆍ위령의 날 미사 》
11월 [위령 성월]은 우리 교회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특별히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정성된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
하는 교우들은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全大赦)’의 은총을 날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과 친지의
영혼, 특히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
하는 한 달이 되도록 합시다！ 또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며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실한 신앙인으로 믿음을 굳게 다지는 [위령 성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11월 2일(월)은「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로, 당일 모든 미사는 세상을 떠난
조상, 가족, 은인들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로
봉헌됩니다. 위령미사에 미사 지향 접수하실
분들은 11월 1일(주일)까지 본당 사무실로 접수
하시거나 당일 합동 위령미사 시작 전, 제대
앞에 마련된 봉헌함에 직접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ㆍ합동 위령미사 ☞ 오전 7시, 10시 / 오후 6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에 따르는
본당의 세부 지침
(2020년 10월 18일자 발령)
10월 12일(월) 오전 0시부터 시행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에 맞추어, 수정된 본당의
세부지침입니다.
ㆍ개인 기도와 묵상을 원하시는 신자분들을 위해
10월

26일(월)부터

‘평일(월~금요일)에

한하여’

대성전을 개방합니다.
▣ 개방시간 : 오전 10시 미사 후 ~ 오후 4시까지
ㆍ신자분들의 고해성사를 위해 11월 1일(주일)부터
‘주일에만’ 문화관에서 임시 고해소를 재개합니다.
▣ 고해성사 : 주일 오전 10시 ~ 오후 7시까지
ㆍ그동안 중단되었던 단체 모임이나 회합 등의 활동은
지도 신부님과의 논의 후 단체장과 참석자 모두가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단계적으로 재개
합니다. 단체장은 방역 준수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ㆍ그동안 중지 또는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였던
예비신자 교리반은 대면 수업으로 정상화됩니다.

◉ 11월 예비신자 교리반
명동대성당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과정의
교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비신자환영식은 11월
1일(주일) 오후 2시 교구청본관 401호에서 있습니다.
교리반

시

간

금요반

오후 7:30

주일반

오전10:00

장

소

교구청
본 관
402호

강

사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이 요셉피나 수녀

ㆍ미사 참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체온을 측정하고
이름, 세례명, 연락처, 소속 본당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이후 입장이 허락된 분들은 입장 전 손 세정제로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합니다.
ㆍ사회적인 거리 유지를 위해서 미사 참례인원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주소지(거주지) 인근 본당
에서 미사에 참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반 50명씩 환영식 당일 선착순으로 접수

◉ 명동 보름장 개장

◉ 2020년도 하반기 견진자 감사예물

․일시 : 11월 1일~11월 29일 매주 주일 10:00~15:00
․장소 : 명동대성당 들머리ㆍ가톨릭회관 앞마당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 견진성사를 받으신 분들께서 감사예물로
7,286,000원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11월 병자영성체 없습니다！
◉ 성체현시ㆍ강복 : 11월 5일(목) 오후 6시 / 대성전
◉ 평신도 주일 2차 헌금
다음 주 11월 8일은 연중 제 32 주일이자 평신도
주일로,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10/19-10/25)...................20,980,130
• 연중 제 30 주일 헌금....................17,689,000
• 감사헌금 (10/19-10/25).................2,619,000
김 다리아 / 윤 베네데타 / 이 대건안드레아
이 미카엘라 / 이 바오로 / 이 힐데가르트
임 사무엘 / 장 베로니카 / 전 마리안나
현 베로니카

우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주교좌명동대성당
본당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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