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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제 5 주일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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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분
한국어 평일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후 친교실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한국어 성체조배: 매월 둘째 수요일 한국어 저녁미사 후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8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
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 금요일
금요일(오후 2 – 8 시). 화, 목요일(오후 2 – 6 시).

미사성가
►제 1 독서

입당 ()

봉헌 ()
사도 6,1-7

►제 2 독서

성체 ()

파견 ()
1 베드 2,4-9

화답송

복음환호송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알렐루야.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찬양이 어울린다. 비파 타며 주님을 찬송하고
찬송하고, 열 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진실하다. 주님은

►복음

요한 14,1-12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하심이네. ◎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공 동 체

소 식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레지오 마리애 단원 모집

5 월 18 일

전 니콜

이 바오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5 월 25 일

유 요한

김 헬레나

성인복사

한인공동체 레지오 마리애 신심단체를 결성하고, 현재 남녀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클라라 자매님(단장)께 문의해
주십시오.

6월1일

이 클라라

이 요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견진성사 교리교육

6월8일

이 마틸다

이 바오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오는 7 월부터, 견진성사를 받고자 하신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리교육 프로
그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견진성사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유 요한 교육
부장님께 문의해 주십시오.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한인공동체 성당청소:
성당청소: 5/31 (토
(토) 오후 3 시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5 월 11 일

$ 405.00

_

$400.00

오는 5 월 31 일 토요일은 다섯번 째 토요일로, 한인공동체에서 성당청소를
하는 날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고 경건하게 가꿀 수 있도록 많은 참여바랍
니다.

*2 차 봉헌은 매월 첫째, 셋째 주일미사에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 시복식 및 성지순례 : 8/11(월
월)-8/16(토
토) 5 박 6 일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에 한국어 평일 미사가 있습니다.

교황님과 함께하는 124 위 한국 순교자 시복식 및 한국성지순례 참가신청에
관한 안내
1 차 신청마감: 비용 1 인당 $900 (6 월 20 일 이전 신청 시)
2 차 신청마감: 비용 1 인당 $1,100 (7 월 20 일 이전 신청 시)
참가비 지불방법: 수표 또는 크레딧 카드. 항공료는 별도
신청 및 문의처: Tour America. 전화 (201) 224-0096
온라인 신청 및 정보: www.kapaus.org/2014korea

한국어 성체조배 : 매월 둘째 수요일 저녁미사 후

산클레멘테 Garage Sale:
: 6/21 (토
(토) 오전 7 시 - 오후 1 시

매월 둘째 수요일,’7 시 30 분 저녁미사 ‘후에 한국어 성체조배 및
성체강복이 있습니다.

장소: 성당 추자장
Vendor set-up 시간: 5:30 am – 6:30 am (Vendor fee: $15).
일반인 쇼핑시간: 7 am – 1:00 pm
문의 및 후원 연락처: 661-247-7970 (Susana).

‘주일미사
주일미사’
주일미사 전 기도 – 주일 미사 시작 전 15 분
‘아침 8 시 주일미사’ 전에 삼종기도와 아침기도를 매주 바치기로 했습니다.
미사시작 15 분 전까지 성당에 오셔서 다 같이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한국어 평일미사 :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성모성월 기도를 바치기 바랍니다.
(가톨릭 기도서 30 쪽)

주임 신부님 한국방문:
월) - 5/29 (목
목)
한국방문 5/19(월
주임신부님이신 전요아킴 신부님께서 5 월 19 일 어머님을 뵙기위해 한국
방문길에 오르십니다. 신부님 모친 분의 영육간의 건강, 신부님의 안전한
여정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소공동체 구역모임:
구역모임: 5/18(주일
5/18(주일)
주일) 오전 8 시 주일미사 후

말씀의 이삭

?

?

조욱희 아우구스티노 | SBS PD
“그런 놈은 시청 앞 광장에 매달아 놓고 찢어 죽여야 합니다. 나라가
죽이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교도소에 찾아가서라도 꼭 복수할 겁니다.”

계시다면 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않으시는가?’ 의문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찾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은 이 모든 비극을 감싸 안아줍니다.

연쇄 살인범 유영철에게 사랑하는 형을 잃은 동생이 카메라 앞에서 울부짖
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는 못했지만, 네 형제간 우애는 돈독했고 함께

피조물이면서도 자유의지를 지닌 우리 인간에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자유의지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모이면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었던 큰 형이 비참하게 살해
당한 뒤, 우울증을 앓던 둘째 형이 자살했습니다. 비극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늦은 시간까지 잠 못 이루다 아침 일찍 회사를 향해 문을

막냇동생마저 먼저 떠난 두 형을 따라갔습니다. 네 형제 중 유일하게 남은

나섭니다. 길가에 성당이 보입니다. 범죄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는 몸도 마음도 많이 아픕니다. 분노가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살아남은

하루하루 분노속에서 몸과 마음이 고통받는 분들, 그리고 씻을 수 없는 큰

자의 고통을 이겨내고 삶을 이어갈 에너지가 그에겐 남아있지 않습니다.

죄를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복수의 마음 뿐입니다. 복수는 그가 살아가는 가장

기도드립니다.

짓고

그

죗값을

치르고

있는

큰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카메라로 기록하는 것은 큰 고역입니다. 부정적
에너지가 제 마음의 평화도 흔들어 댑니다. 왜 인간 세상에 이런 비극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탐욕, 나태, 식탐, 색욕, 교만, 시기, 분노…. 인간은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인간 세상에는 비극이 끊이질 않습니다.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박해, 엽기적인 살인 사건, 심각한 자연 파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그리고 하느님은 존재하시는가?

-서울주보에서-

수형자들을

생각하며

조용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