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사 시작 30분 전에 함께 기도합니다. 첫 주는 성체 강복 및 

조배, 2-4주는 묵주의 기도를 올리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성경 공부  

 4월 6일(금)부터 7월 6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성당 홀에서 있습니다. 교재비는 $20입니다. 

● 사순 미션 

 사숚절 미션인 ‘마르코 복음’ 필사를 완료하싞 분들입니다.  

 권명자, 권선용, 권수희, 권혜원, 김명숙, 김영숙, 김재숙, 김정숙, 

 문혜숙, 송미라, 안정수, 이경실, 이보현, 이수영, 이숚덕, 장한민,   

● 엠마오 소풍 및 벗꽃 놀이 

 월요일(9일) 워싱턴 DC로 벗꽃 놀이 겸 엠마오 소풍을 갑니다. 

옷은 춥지 않게 입고 오시고 우비나 우산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

니다. 출발시간은 오전 8시 예정입니다. 15분 전까지 성당 주차

장에 도착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성가책 판매  
 수정 보완판 새 가톨릭 성가책을 판매합니다. 구입은 김재숙 

제노베파 총무님께 문의 바랍니다.  

  * 가톨릭 성가 대 $30,       가톨릭 성가 중 $25   

● 2018년 교무금 및 교구 House of Charity 

 2018 House of Charity 성당 목표액은 $10,250.00입니다. 

 문의 : 김재숙 제노베파, 이경실 스텔라  
 

 <House of Charity : $8,150> 
  싞부님($2,000), 권혜원($250), 김광대($1,000), 김성문($1,000), 

  김성철($250), 김연자($250),  김윤선($300), 김희동($250),  

  유명옥($300), 이경실($250), 이숚덕($250), 정경재($300),  

  최만섭($250), 송미라($500), 최영숙($500),  황선동($500) 

● 제62차 성령 세미나 

 일시 : 4월 22일(일) 오후 5시 - 25일(수) 오후 4시, 3박 4일 

 장소 :  Marian Shrine Retreat House 
               170 Filors Lane. Stony Point, NY 10980 
  인원 : 선착숚 45명         싞청마감 : 4월 12일(목) 

  참가비 : $340(숙식제공) 

  문의는 김충수 마르코 형제님께 연락바랍니다.   

● 경애원 후원  

  경애원 후원으로 $600을 모았습니다. 참여해주싞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권명자, 권수희, 권혜원, 김광대, 김명숙, 김영두, 김혜정,  

  유명옥, 정경재, 허인선, 무명> 

 

 
 

 

 
 

 
 

 

 

레지나 구역 

라파엘  구역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     2018. 4. 8 (나해)     제1431호 

● 구역 모임  

  레지나 구역 : 4월 17일(화) 오후 7시에 최영숙 에스터 자매님 

댁에서 있습니다.   

 

 

 

 ● 이집트, 이스라엘 성지 순례 13일 

 일시 : 2018년 11월 12일(월) - 24일(토)   

 비용 : $3,780 

   ($3,495+운전사 및 가이드 팁 $185 +국경, 비자세 $100 포함) 

 코스 : 이집트(룩소, 시나이), 이스라엘 요르단(페트라) 

 문의 : 윤모니카 회장님(254-289-1682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총으로 치유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치유와 

용기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하면서 양승숙 마리아, 고정림 세

실리아, 방영애 레나타, 옥달영 안드레아, 박영목 다니엘, 김영

숚 스텔라 그리고 최영숙 에스터 자매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토마스가 제자들

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가 믿음이 약하다고 질책하

는 태도는 옳지 못합니다. 우리도 가끔은 토마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하느님께서 나타나 주시기를, 그분

의 강력한 표징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

습니다. 믿음은 자연 과학이 말하는 증명을 통한 확실한 근거

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한 삶의 표양으로 확실성

을 얻는 신뢰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토마스의 

불신앙에 대한 질책이라기보다 눈으로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혹과 불신이 있음에도 어떻게 그분을 따를 수 있

는지 길을 제시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곧, 부활은 먼저 문을 

모두 잠가 놓고 두려워 떨며 영혼의 밑바닥을 직시하는 제자

들의 마음을 해방시키신 성령을 입을 때 체험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인사

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며 성령을 보내 주십니

다. 부활은 인간이 태초에 하느님께 지음받을 때 “흙으로 빚

어 코에 숨을 불어넣어 주신” 장면을 연상시키며, 새로운 생

명으로의 탄생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얻은 새 생명은 진리의 성령을 따르는 삶

이고, 초기 교회가 자아의 탐욕과 욕망에서 벗어나 가진 것을 

나누고 필요한 만큼만 쓰며, 공동으로 소유하는 삶을 살면서

도 기쁨에 가득 찬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출발점이었습니

다.  

믿음은 성령 안에 사는 것이며, 성령을 입은 사람은 소유로

부터 자유로워져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능력을 얻습니다. 

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유 없이 이웃의 험담을 하며 흉

을 보거나 악과 담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 사는 기

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4월 1일(일)> 
 

   봉헌금               $743.00  
 

   교무금           $800.00  

  김영두(2), 이긍주(4), 이상민(1-3) 
 

   감사헌금         $100.00            안우풍 
 

    Total               $1,643.00 
           

      

입당성가 139번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행전 4, 32-35 

화 답 송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

하시다. 

제2독서 요한 1서 5, 1-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밎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복     음 † 요한 20, 19-31 

봉헌성가 132번 감사의 송가를 

성체성가 180번 주님의 작은 그릇 

퇴장성가 134번 거룩하다 부활이여 

 

    

주   일 
부활 제2주일 

4월 8일 

부활 제3주일 

4월 15일 

부활 제4주일 

4월 22일 

제1독서 하국일 암브로시오 김정숙 이사벨라 권명자 율리안나 

제2독서 권혜원 로사리아 김희동 프란치스코 정경재 엘리사벳 

친교봉사 신명숙 글로리아   

부활시기에는 왜 사제가 흰색 제의를 입을까요?  
 

백색은 부활의 기쁨과 영광 그리고 결백을 상징하기 때문에,  

부활시기와 대축일 미사 때 사제는 흰색 제의를 입습니다.  

 

부활초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부활초는 예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강림 대축일 저녁까지 

사용합니다. 가운데 십자가를 중심으로 글자를 써넣는데 위에

는 그리스 문자의 첫 글자인 '알파(A)가, 아래에는 마지막 글

자인 '오메가'(Ω)가 씌어집니다. 십자가 사이에는 그 해의 연도

를 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