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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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배, 2-4주는 묵주의 기도를 올리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사순 미션 

  사숚절 미션인 ‘마르코 복음’  필사를 완료하싞 분은 김재숙 제

노베파 총무님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성경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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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 홀에서 있습니다. 교재비는 $20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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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00> 

  싞부님($2,000), 김광대($1,000), 김성문($1,000), 김성철($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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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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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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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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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나 구역 

라파엘  구역 

 

주님 부활 대축일     2018. 4. 1 (나해)     제1430호 

 

 

 

 

● 감사합니다  

 부활절 친교에 도움을 주싞 분들 감사합니다. 

 <정경재 엘리사벳, 오세환 라파엘, 레지나, 권명자 율리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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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살아 있는 존재는 생명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생명

은 선물이고 은총이지만, 동시에 언젠가 멈추고 마는 운명의 

굴레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에게 생명은 

애착이고 미련이지만, 살면서 이미 죽음과 같은 고통과 좌절

을 맛보고 다시 일어선 사람은 죽음 너머의 희망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류와 모든 생명체가 운명처럼 

맞게 될 죄와 고통, 죽음이라는 무덤의 바위를 열고 ‘새 하늘

과 새 땅’이 선포되는 희망의 복음입니다.  

빈 무덤을 발견한 마리아 막달레나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지켜본 슬픔에 가득 찼고, 베드로는 스승을 배신한 죄책감을 

안고 빈 무덤으로 달려갔으며, 가장 사랑받은 제자 요한은 예

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빈 무덤에 

먼저 다다랐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곧 부활을 맞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순 시

기 동안 진정한 회개와 희생, 보속의 삶으로 죄와 고통에서 해

방되기를 갈망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한 사람에게, 부활은 

축제이며 기쁨이고 희망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이 하느님께서 악의 굴레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루신 영광스러운 사건이라고 선포합니다. 예

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

는 확신 속에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부활 신앙은 우리의 생명이 하느님

의 생명과 결합되어 있음을 믿는 것이기에, 더 이상 땅의 세력

에 지배되지 않고 하늘의 생명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초대합

니다. 이제 ‘알렐루야’를 외칩시다. 아무리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어둡고, 지치고, 힘들어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의 권

세에서 일으키시어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3월 25일(일)> 
 

   봉헌금               $494.00  

    교무금           $700.00  

  송현배(1-3), 이경실(3,4) 

   미사예물         $40.00 
 

    Total               $1,234.00 

 
  성목요일(3월 29일) 봉헌금             $353.00 

  성금요일(3월 30일) 봉헌금             $272.00 

  부활성야(3월 31일) 봉헌금             $345.00\ 
 

     Total               $970.00 

 

입당성가 132번 감사의 송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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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번 예수 부활하셨도다 

성체성가 503번 생명의 양식, 참사랑 

퇴장성가 129번 알렐루야 노래하자 

 

    

주   일 
부활 대축일 

4월 1일 

부활 제2주일 

4월 8일 

부활 제3주일 

4월 15일 

제1독서 이상민 아우구스티노 하국일 암브로시오 김정숙 이사벨라 

제2독서 하국일 암브로시오 권혜원 로사리아 김희동 프란치스코 

친교봉사 성모회 신명숙 글로리아  

부활시기는 언제까지일까요?  
 

주님부활 대축일부터 성령강림 대축일까지를 부활 시기라고 

합니다. 특히 이 기간동안의 주일은 `부활 제O주일'이라 하여 

부활의 연속임을 암시합니다. 이 절기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기

쁨과 평화를 나누어 받으며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일치 등이 

주요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