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사 30분 전 공동체 기도(묵주 기도, 성체 조배)에 많은 참

석 바랍니다.  
 

● 미사 안내  

 11월 28일 목요일 낮 12시 미사는 Thanksgiving 관계로 없겠

습니다.   
 

● 공동체 Thanksgiving 만찬 

 오늘 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자선 송년의 밤 

 일시 : 12월 28일(토) 오후 7시 

 티켓 : $40 
 

● 어린이 교리 교실 간담회  

 오늘 미사 후 친교실에서 어린이 교리 교실 간담회가 있습니

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찬양, 치유 미사 <매월 셋째 주일> 

 남부 뉴저지, 필라델피아, 델라웨어 지역 연합 찬양, 치유 미사 

 일시 및 장소 : 12월 15일(일) 오후 4시, 체리힐 성당 

 *찬양, 미사, 안수 및 치유 예식, 친교 
 

● Sight & Sound Theater <공연 Miracle of Christmas> 

 일시 : 12월 4일(수) 오전 10시 출발 

 참가비 : $80 (티켓, 식사 포함) 
 

● 2020 신자 주소록 발간  

 각 구역별로 신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모아서 회장님께 

제출 해주시길 바랍니다.  
 

● 성가책 판매  

 소 : $25,   대 : $30  
 

● 성모님 꽃 봉헌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관우 바오로 부제, 이길자 데레사, 배향숙 루시아,  

  한 베드로> 
 
 

 

 

 
 

 

  

  

 
 
 

 
 

마리아 

글로리아 

마리아 

 ● 구역 모임  

 제노베파 구역 : 12월 1일(일) 미사 후 임 요셉 형제님, 김 노

엘라 자매님 댁에서 있습니다. 

    주소 : 2107 Sorrento Ct, Philadelphia, PA 19145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성서 주간)       

2019. 11. 24 (다해)        제1518호   

여성 레지오 (평화의 모후 )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울뜨레아 :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7시 

열린 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소성당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사목회 :  추후 공지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온 누리의 임금이심을 기억하는 그리

스도왕 대축일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온 누리의 임금으로 

선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다윗이(제1독서) 당

신의 조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기

(제2독서)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

문입니다. 

그러한 만물의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는 십자

가 위에서 조롱을 받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께서 

아무것도 아닌 당신 백성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

시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니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통치는 세상의 왕권과는 무엇인가 다른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만물의 임금께

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만물이 하느님과 화해를 이루도

록 하시려는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

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신 것은, 오로지 당신 피로 

모든 이의 죄를 대신 기워 갚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알려 주신 하느님의 계획이었고, 십자가

는 바로 세상 창조 때부터 진행된 하느님의 계획이 온전히 실

현된 장소였습니다.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만물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

으심으로써 참된 임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오

늘,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 예수님의 왕직에 동참합시다. 곧,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마련하신 하느님의 계획입

니다. (염철호 요한 신부)  

입당성가 78번 1,2절 영광의 왕께 찬미를 

제1독서 사무엘기 하권 5, 1-3 

화 답 송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제2독서 콜로새서 1, 12-20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

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복     음 † 루카 23, 35ㄴ-43 

봉헌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성체성가 182번 신묘하신 이 영적 

퇴장성가 78번 3,4절 영광의 왕께 찬미를 

    

주   일 
그리스도왕 대축일 

11월 24일 

대림 제1주일 

12월 1일 

대림 제2주일 

12월 8일 

제1독서 박영희 마틸다 김정숙 이사벨라 하국일 암브로시오 

제2독서 이상민 아우구스티노 김희동 프란치스코 김재숙 제노베파 

봉 헌 자 김정숙, 송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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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17일(일) >  
 

   봉헌금          $1,216.00  
     

  미사예물        $210.00 

 

    Total             $1,42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