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추석 위령미사 신청  

 9월 8일(일) 주일에 추석 위령미사가 있습니다. 부모님, 가족

그리고 친지들을 위한 위령미사를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레지오 평화의 모후 신임 단장  

 레지오 평화의 모후 신임 단장에 김영복 아나스타시아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단장으로 수고해 주신 김정숙 

이사벨라님은 서기로 계속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사목회 모임  

 8월 22일(목) 오후 7시 30분에 성당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구

역장님들과 각 부서장님들 꼭 참석해 주시고 관심 있으신 신

자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 제41차 남성 꾸르실료 교육   
 일시 : 10월 24일(목) - 27일(일) 

 장소 : 뉴턴 수도원 

 문의 : 신부님 혹은 윤모니카 회장  
 

● 성가책 판매  

 소 : $25,   대 : $30  
 

● 성모님 꽃 봉헌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2019년 성지 순례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서 

 장소 : 터키, 그리스 13일       

 날짜 : 9월 29일(일) - 10월 11일(금) 

 비용 : 3,195불 (필라델피아 출발)      

 문의 : 윤모니카 회장(254-289-1682)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관우 바오로 부제, 이길자 데레사, 배향숙 루시아,  

  한 베드로, 이매향 도나타>  

 
 

 

 

 
 

 

  

  

 
 
 

 
 

사목회 

제노베파 

마틸다 

● 구역 모임  

 비오 구역 : 8월 25일(일) 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 쾌유를 빕니다  

 지난 금요일에 수술을 받으신 이매향 도나타님의 빠른 쾌유

를 빕니다.  

연중 제20주일    2019. 8. 18 (다해)        제1504호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앞두고 당신 마음의 내면을 

관찰하도록 해 줍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성경에서 불은 일반적으로 사람

을 내면에서 깨끗하게 씻는 하느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이 

불은 벌써 땅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을 통해서 신

자 공동체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이런 불의 시험을 겪으셔야 합니다. 주

님께서 암시하시는 세례는 번민과 고난과 더할 수 없는 슬픔

을 겪으신 뒤에 죽음에 잠기실 당신의 수난입니다.“내가 세상

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 오히려 분

열을 일으키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세상에 평화가 아니

라 분열과 전쟁을 일으키러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

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 얻는 그런 세상의 평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그

리스도의 메시지가 전해 주는 평화를 누리려면, 먼저 불을 통

한 정화, 빛과 어둠, 악과 불의, 억압과 무관심, 거짓과 불의한 

상황에서 안락한 생활에 맞선 선의 싸움이 이루어져야 합니

다.이런 대립 상황은 모든 가정 안에서,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

의 믿음과 일관되기를 바라는 모든 신자의 마음에서 일어납

니다.  

유다교 회당이 나자렛 예수님을 하느님의 메시아로 고백한 

모든 유다인에게 파문을 선언하였을 때(기원후 90년 얌니아 

회의) 동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런 체험을 하였습니

다. 오늘 복음은 어떤 가족애와 물적 집착보다 하늘 나라의 가

치를 첫자리로 놓으면서 하느님 앞에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완전히 자유로운 자세를 취하도록 제시합니다.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 8월 11일(일) >   

 

   봉헌금          $465.00          

   교무금          $500.00        임익철(1-5)         
 

  예물봉헌        $105.00 

 

     Total             $1,070.00 

  

입당성가 259번 성모 승천 

제1독서 예레미야서 38, 4-6. 8-10 

화 답 송 ◎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제2독서 히브리서 12, 1-4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

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     음 † 루카 12, 49-53 

봉헌성가 432번 주여 날 인도하소서 

성체성가 156번 한 말씀만 하소서 

퇴장성가 6번 찬미 노래 부르며 

    

주   일 
연중 제20주일 

8월 18일 

연중 제21주일 

8월 25일 

연중 제22주일 

9월 1일 

제1독서 권명자 율리안나 김정숙 이사벨라 김정숙 이사벨라 

제2독서 황선동 스테파노 김희동 프란치스코 김희동 프란치스코 

봉 헌 자 김영복, 오세환 권명자, 권선용 권명자, 권선용 

         평화의 기도                    

        -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 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이해 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 받기 보다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는 베풀어야 받을 수 있고, 

용서해야 용서 받을 수 있으며,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