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사 시작 30분 전에 함께 기도합니다. 첫 주는 성체 강복 

및 조배, 2-4주는 묵주의 기도를 올리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2주 : 레지오단, 3주 : 전례부, 4주 : 기도회, 5주 : 구역부 

● 미사 일정 안내 

 1월 1일(화) 오후 5시 : 신년미사. 미사 후 떡국 파티 

● 2018년 교무금 완납 

 <교무금 완납자 명단> 

 권선용, 강옥화, 김광대, 김영복, 김윤선, 김연자, 김재숙, 김영두, 

 김성문, 김성욱, 김성철, 박영희, 송현배, 윤모니카, 유명옥,  

 안우풍, 오세환, 이긍주, 이경실, 이순덕, 이상민, 이인태, 장석영, 

 장한민, 최영숙, 황선동 

● 자선 송년의 밤  

 자선 송년의 밤 행사가 성황리에 잘 치러졌습니다. 함께 해 

주신 분들, 도움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익금 

전액은 남부 뉴저지 지역의 노인 및 청소년 기금으로 사용됩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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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당 묘지(All Saints Cemetery) 

 성당 묘지를 분양합니다.  

 Single : $730(현재 $1,100)         Double  : $1,600(현재 $2,200)  

 * 2018년 올해 안에는 이전 금액으로 분양합니다. 

● Catholic Strong Campaign  
 성당 발전 기금 조성에 정성을 다해서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문의는 이경실 스텔라 자매님께 연락바랍니다. 

 <가톨릭 스트롱 : $13,300.00> 

  김도윤 신부님, 권혜원, 최영숙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총으로 치유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치유

와 용기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하면서 양승숙 마리아, 고정

림 세실리아, 방영애 레나타, 옥달영 안드레아, 박영목 다니엘, 

김영순 스텔라, 최영숙 에스터, 김 레지나, 장석영 요한, 이강

열 요셉 그리고 김윤선 호노리나 자매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 성화 주간) 

    2018. 12. 30 (다해)      제1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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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명) 
 

마리아 구역 : 최화숙, 최만섭, 황선동, 황태영, 김글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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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건강 엑스포(Women’s Health EXPO) 

 일시 : 2019년 2월 9일(토) 오전 10시 - 오후 2시 

 장소 : Fountain of Life Center 
 2035 Columbus Rd. Burlington, NJ 
 주관 : Debora Heart and Lung Center 

 내용 : 무료 혈압, 당료, 피검사 및 전문의 상담, 심장, 폐 검

사 및 상담, 통역 지원, 남편들도 환영  



 
오늘날 가정은 많은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가정이 도덕적

으로 파괴되면 사회와 교회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어 인류의 첫 가정을 만드셨고, 모

든 인간이 가정에서 태어나 그 안에서 자라나기를 바라셨습

니다. 가정 안에서 당신 사랑의 계획이 실현되는 이상적인 방

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외아들도 예외 없이 가정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셨습

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로 이루어진 성가정은 매우 신앙

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여자는 순례 의무가 없지만, 마리아는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순례 가는 요셉과 동행하였고, 열세 살

이 된 남자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성인으로 선

언되었기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열두 살이 되던 해에 

축제를 지내러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도 그에 따른 불편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오가는 사람들은 남자들 일행과 여자들 일행으

로 큰 무리를 지어 다녔는데 어린이는 어느 쪽으로든 다 따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예수님이 요셉과 함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던 반면에 요셉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날 일정을 마치고 

식사와 저녁 휴식을 위하여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

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녁 식사도 거르고 밤을 새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들은 

사흘 뒤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큰 걱정과 불안이 

담긴 마리아의 말을 통하여 예수님을 향한 요셉과 마리아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 삶의 중심이었기

에 그들은 자신들을 완전히 잊고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였

습니다. 아이들은 가정에 주신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 12월 25일(화) > 

입당성가 113번 성요셉과 성마리아 

제1독서 집회서 3, 2-6. 12-14 

화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

는 모든 사람! 

제2독서 콜로새서 3, 12-21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

여라. ◎ 

복     음 † 루카 2, 41-52 

봉헌성가 107번 천사의 찬송 

성체성가 98번 이사야 말씀하신 

퇴장성가 101번 글로리아 높으신 이의 탄생 

 

    

주   일 
성가정 축일 

12월 30일 

성모마리아 대축일 

1월 1일 

주님 공현 대축일 

1월 6일 

제1독서 이상민 아우구스티노 하국일 암브로시오 신선희 카타리나 

제2독서 이수영 에우프라시아 김재숙 제노베파 김정숙 이사벨라 

봉 헌 자 김영두, 김영숙   

성가정 축일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나자렛 성가정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 신심을 본받게 하기 위

하여  교회가 제정한 축일입니다. 1921년 예수 공현 대축일 

후 첫 주일을 성가정축일로 제정하였다가 1969년 전례력이 

개정되면서 성가정 축일은 성탄 후 첫 주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봉헌금          $527.00  
 

     교무금          $900.00 

  송현배(10-12), 유명옥(7-12) 
   

     Total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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