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 사순 시기 공동체 미션 

 - 요한 복음서 필사하기 

 - 평일 미사 참례하기 

 - 십자가의 길 참여하기 
 

● 제28주년 본당 창립 기념일 

 오늘은 제28주년 본당 창립 기념일입니다. 축하연은 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친교에 도움주신 

신용철 마태오 형제님 감사합니다.   
 

● 화요일 저녁 미사 신설 

 3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미사가 소성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십자가의 길  

 사순시기 동안 매주 주일 미사 30분 전에 십자가의 길이 있

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엠마오 소풍(성극 관람) 

 일시 : 4월 24일(수) 

 장소 : Sight & Sound(Lancaster, PA) 

 출발 : 성당(오전 10시)     도착 : 성당(오후 7시) 

 참가비 : $100/개인 

 점심(뷔페), 성극 관람, 교통편(코치 버스) 포함 

 문의 : 김정숙 이사벨라(856-979-5101) 

* 선착순 50명 접수받습니다. 
 

● 양로원 미사 

 양로원 미사가 20일(수) 오후 시 분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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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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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리아 구역 : 신명숙, 김성철, 장한민, 오세환, 안우풍, 

   홍혜자, 김영복, 강옥화, 장인숙, 장석영, 이경실, 이순덕,  

   권수희, 김윤선, 권선용, 권명자 (16명) 
 

엘리사벳 구역 : 정경재, 정의환, 김영두, 김영숙, 김희겸, 

   배진형, 배향숙, 이영진, 신용철, 신선희, 김충수, 김영순, 

   박영희 (13명) 
 

로사리아 구역 : 권혜원, 김성문, 김정숙, 이상민, 이수영,  

   하국일, 김재숙, 김희동, 김혜정, 임익철, 김부월, 송미라, 

   김레지나 (13명) 
 

비오 구역 : 김성욱, 윤모니카, 최영숙, 김광대, 김모니카, 

   문혜숙, 문만기, 백윤기, 허인선, 노영순, 방효선, 방영애,  

   최미라, 유명옥 (14명) 
 

마리아 구역 : 최화숙, 최만섭, 황선동, 황태영, 김글라라, 

   송현배, 송현숙, 이긍주, 이보현, 정광근, 정정자 (11명) 

글로리아 

로사리아 

엘리사벳 

사순 제2주일     2019. 3. 17 (다해)       제148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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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중동에서는 임금들이 서로 계약을 맺을 때 희생 제물

을 가져와 반으로 자른 뒤 계약 조건을 말하며 잘라진 제물 사

이로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둘 가운데 누구라도 계약

을 어기면 이런 식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 

장면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른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며,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

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점이 발견됩니다. 계약 당사자

인 아브라함은 잘라진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잘린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계

약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니 창세기 15장은 하느님

과 아브라함의 계약을 이야기하는 대목이라기보다 하느님의 

일방적인 약속, 곧 하느님의 언약에 관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계약

을 맺으시는 것도 아브라함이 청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 편에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계약에 당신 스스로를 옭아매시는 하느님. 여기서 당

신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려는 하느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오늘 제2독서는 이런 하느님의 모습이 당신의 외아들 예수

님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

음은 주님께서 변모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실 때, 바로 당신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셨

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당신이 바로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제

물이며, 당신의 피로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리라는 것, 그리

고 우리 모두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알려 주십니

다.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이루고자 하셨던 

하느님의 충실하심 덕분입니다. (염철호 요한 신부)  

 < 3월 10일(일) > 

입당성가 127번 십자가 바라보며 

제1독서 창세기 15, 5-12. 17-18 

화 답 송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제2독서 필리피서 3, 17 - 4, 1 

복음  

환호송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

라. ◎ 

복     음 † 루카 9, 28ㄴ-36 

봉헌성가 123번 십자가 지고 가시는 

성체성가 163번 생명의 성체여 

퇴장성가 118번 골고타 언덕 

 

    

주   일 
사순 제2주일 

3월 17일 

사순 제3주일 

3월 24일 

사순 제4주일 

3월 31일 

제1독서 권명자 율리안나 김정숙 이사벨라 이상민 아우구스티노 

제2독서 황선동 스테파노 김희동 프란치스코 이수영 에우프라시아 

봉 헌 자 권선용, 이경실 권명자, 김연자 황선동, 황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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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헌금          $430.00  
 

    교무금          $510.00      

  김성철(1-3), 박민수(3,4), 최미라(1-3)  
 

   미사예물        $40.00      
 

 성가책 판매금      $25.00 
 

 매일 미사책 판매금      $5.00 
  

     Total             $1,0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