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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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후 친교실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성체조배: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저녁미사 후)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8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
703-5957)

미사성가

입당 ()

►제 1 독서

봉헌 ()
지혜 18,6-9

화답송

파견 ()
히브 11,1-2.8-19

복음환호송

◎행복하여라,
○

►제 2 독서

성체 ()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백성!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알렐루야.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복음

루카 12,32-48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영성체송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그대로, 당신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배불리신다.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공 동 체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8 월 11 일

이 클라라

이 요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8 월 18 일

유 요한

이 바오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8 월 25 일

이 마틸다

김 헬레나

성인복사

9월1일

전 니콜

이 요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소 식

기도모임:
수)
기도모임 8/14(수
나눔주제: ‘평화는 분열을 통해 옵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화) 저녁 8 시
임원회의 8/13(화
소구역 공동체 모임:
주일)
모임 8/18(주일
주일 주일미사 후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매월 셋째 주일, 주일미사후 성당 친교실에서 구역별 소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CCD(카톨릭
카톨릭 교리교육)
주일)
교리교육 등록 : 8/18(주일
주일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8월4일

$ 230.00

$ 64.00

$ 700.00

*2 차 봉헌은 매월 첫째, 셋째 주일미사에 있습니다.

대상아동: 1-12 학년
등록일:8/18(주일) 영어미사 후 친교실(Room 6)
지참서류: 영세증명서, 첫영성체 증명서.신청비:$65

CCD 오리엔테이션 : 9/1(주일
주일)
주일 ‘9 시 30 분 영어미사’
영어미사 후

‘매일미사책
매일미사책’
매일미사책 관련 안내문
‘매일미사’
매일미사’책은 신청가족 별로 한 권 또는 두 권씩 주문되어서
비치되어 있습니다.신청하시고 책값을 납부하신 분들께 책이
부족합니다.임의로 여러 권을 취득하신 분은 반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신청을 추가로 하실 분께서는 이 그레이스 자매님(재무부장)님께 문의해
주십시오.

대상: CCD 참여 아동의 모든 부모님들은 참가요망.
등록일:8/18(주일) 영어미사 후 친교실(Room 6)

전 요하킴 신부님 안식년:
안식년 8 월 1 일-12 월 6 일
전 요하킴 주임신부님께서 약 4 개월간 안식년을 가지십니다. 안식년기간
동안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병환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모승천대축일:
모승천대축일: 8/15 (목
(목) 미사 저녁 6 시
8 월 15 일, 성모 승천 대축일은 성모 마리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은총을 받으신 것을 경축하는 대축일입니다. 한국 교회의 4 대 의무축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축일인 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축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8 월 15 일 미사는 저녁 6 시에 있습니다.

말씀의 이삭

‘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7 월 27 일 St. Vincent de Paul Store & Center 에서 열린 자선 봉사
행사에 참여해 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용할 양식,
양식, 미사

차 동엽 노르베르또 신부 | 인천대교구

예수님의 약속

하느님의 구원 섭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렇다면 ‘성체’라는 이 신비로운 실재의 근거를 우리는 어떻게

완수되었던 것입니다.

설명해야 할까요? 그 답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사제로

발견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게

오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하는 ‘영적인 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한번 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해방을 얻으셨습니다” (히브 9,11-

청했습니다.

12).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요한 6,34).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기묘한 사랑의 업적이 모든 세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대물림하여

“내가 생명의 빵이다” (요한 6,35).

하셨습니다.

마지막 작별의 때가 오자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당신 몸을 생명의
빵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생생하게

재현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 19).
이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행하면 당신께서 늘 새롭게 현존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나 다름없는 말씀입니다.

“받아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마태 26, 26).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 즉, ‘밥’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로써 낳으시고 먹으시고 기르시는 하느님 사랑이
예수님의 희생적인 ‘내어줌’을 통하여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윽고
예수님은 당신 피를, 죄의 용서를 위한 계약의 증표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흐릴는 내 계약의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

동료 의식과 동정과 지지의 요구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적인 희망이 사라졌을 때 계속 희망을 간직하도록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로써 양의 피 흘림을 통한 규약의 파스카(희생)
제사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추월 불가능하게 완성
되었습니다.

고통, 죽음과 최후의 대면을 하는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요구는

도와달라는 탄원입니다.

피다” (마태 26, 28).

명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복음] 회칙67
회칙67항
67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