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년 성경 공부 - 마르코 복음 여정  

 개강 : 4월 26일(금) 오후 7시 30분 (매주 금요일, 14주간) 

 장소 : 강의실        교재비 : $30 
 

● 4개 한인 본당 합동 야외 미사  

              (홀리 엔젤스, 홀리 마리아, 델라웨어, 체리힐) 

 일시 : 5월 5일(일) 오전 11시 

 장소 : Fort Washington State Park 

              (500 S. Bethlehem Pike, Fort Washington, PA 19034) 
 

● 부활 대축일 바자회  

 ‘성당 기금 마련 부활 대축일 바자회’가 오늘 미사 후 친교

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엠마오 소풍(뮤지컬 관람) 

 일시 : 4월 24일(수) 

 장소 : Sight & Sound  Theater (Lancaster, PA) 

 출발 : 성당(오전 10시)     도착 : 성당(오후 7시) 

 참가비 : $100/개인 

 점심(뷔페), 뮤지컬 관람, 교통편(코치 버스) 포함 

 문의 : 김정숙 이사벨라(856-979-5101) 
 

● 이냐시오 영성 수련 일일 피정 

 일시 : 4월 28일(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장소 : Morristown Loyola House 

 문의 : 전례부(이수영 에우프라시아) 
 

● 성모님 꽃 봉헌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Catholic Strong Campaign  
 성당 발전 모금 활동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모금액 합계 : $30,200.00> 

 신부님, 권혜원, 최영숙, 김연자, 김재숙, 이경실, 이상민,  

 김광대, 이보월, 김성문, 황선동, 안우풍, 박영희, 윤모니카  
 

● 2019년 성지 순례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서 

 장소 : 터키, 그리스 13일      날짜 : 9월 9일(월) 

 비용 : 3,500불 가량   문의 : 윤모니카 회장님(254-289-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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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총으로 치유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치유

와 용기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하면서 양승숙 마리아, 고정

림 세실리아, 방영애 레나타, 김영순 스텔라, 최영숙 에스터, 

김 레지나, 김윤선 호노리나 그리고 김성문 루카 형제님을 위

하여 기도합니다. 

 

● 구역 소식 

 박민수 벨라도 형제님과 이매향 도나타 자매님이 엘리사벳 

구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구역 모임 

 1) 엘리사벳 구역 : 5월 1일(수) 오후 6시 30분에 정경재 엘

리사벳 구역장님 댁에서 있습니다. 

 2) 마리아 구역 : 5월 4일(토) 오후 6시 30분에 최화숙 마

리아 구역장님 댁에서 있습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은 전례주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축일입

니다. 복음은 “주간 첫날” 새벽에 일어난 사건을 들려줍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갑니다. 엄격한 율

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유다인들은 다닐 수 없습니다. 그녀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란 것은,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

기 때문입니다.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보다, 누군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다고 

생각하고 이를 무덤에 대한 모독 행위라고 여깁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

다.” 그녀에게 부활은 이상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

게 달려가 이 일을 말하자, 두 제자는 그 이야기를 확인하러 

곧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본 것들, 곧 

수건과 아마포는 참으로 이상한 사건을 증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기에 부활에 대

한 그분의 예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복음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예고도 매우 분명하지 않았습

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남’, ‘다시 깨어남’에 대하여 말씀

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지 못하

여 그분의 부활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그

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

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 이후에야 제자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

님의 예고가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밝혀 준 사건입니다.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 4월 14일(일) > 
 

    봉헌금          $485.00  
 

    교무금          $400.00        

  김영두(1,2), 황선동(4-6)      
 

   미사예물        $70.00 
 

  미사책 판매금   $187.00    
  

     Total             $1,142.00 
 

 < 4월 18일(성목요일) >      봉헌금    $275.00 
 

 < 4월 19일(성금요일) >      봉헌금    $173.00 
  

 < 4월 20일(부활성야) >      봉헌금    $178.00 
  
 

    

입당성가 139번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행전 10, 34ㄱ. 37ㄴ-43 

화 답 송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

워하세. 

제2독서 콜로새서 3, 1-4 

부 속 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복     음 † 요한 20, 1-9 

봉헌성가 138번 만왕의 왕 

성체성가 180번 주님의 작은 그릇 

퇴장성가 136번 예수 부활하셨도다 

    

주   일 
주님 부활 대축일 

4월 21일 

부활 제2주일 

4월 28일 

부활 제3주일 

5월 5일 

제1독서 권명자 율리안나 김정숙 이사벨라 야외미사 

제2독서 황선동 스테파노 황선동 스테파노 야외미사 

봉 헌 자 문혜숙, 강옥화 김광대, 문혜숙 야외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