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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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교 안내  

 이번주부터 친교 모임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 당분간 한 달

에 한 번(매월 첫째 주)으로 축소돠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

은 양해 바랍니다.  
 

● 성모님 꽃 봉헌  

 St. Mary 성당에서 성모님 꽃 봉헌을 요청 받았습니다. 성모

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관

심 부탁드립니다.  

 <꽃 봉헌해 주신 분들> 

 김명숙 글로리아, 최영숙 에스터  
 

● 성가책 판매  

 수정 보완판 새 가톨릭 성가책을 판매합니다. 구입은 김재

숙 제노베파 총무님께 문의 바랍니다.  

  * 가톨릭 성가 대 $30,       가톨릭 성가 중 $25   
 

● 이집트, 이스라엘 성지 순례 13일 

 일시 : 2018년 11월 12일(월) - 24일(토)   

 비용 : $3,780             신청비 : $1,500 

 코스 : 이집트(룩소, 시나이), 이스라엘 요르단(페트라)    

 문의 : 윤모니카 회장님(254-289-1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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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

엘, 김영순 스텔라, 최영숙 에스터 그리고 김 레지나 자매님

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로사리아 구역 

라파엘 구역 

로사리아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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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 안내  

 레지나 구역이 로사리아 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새 구역

장으로 권혜원 로사리아 자매님이 선출되어 앞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구역 모임  

 엘리사 벳 구역 : 8월 4일(토) 오후 7시에 정경재 엘리사

벳 자매님 댁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경제 구조는 생산 능률과 효용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모든 것을 자본으로 환산하다 보면 

복음의 가치들도 물질적 척도로 평가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는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잘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

게 전한 복음은 물질적 평가와 보상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군

중은 가난한 이가 부를 얻고, 병든 이가 치유되고, 불의한 재

판의 결과가 공정하게 바뀌기를 기대하며, 복음이 세상 속에

서 내는 효과를 직접 느끼고 싶어 한다는 점을 말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기대감이 커질수록 복음이 지닌 내면의 가

치는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복음 선포는 능률과 효

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 평화와 자유의 길이기에, 예수님

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느님 안에 ‘쉼’을 통해 그것을 깨닫도록 

초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신성한 노동이 고된 노역으로 전락하고, 기쁜 봉사가 피하

고 싶은 의무감으로 느껴질 때, 내가 선택한 삶이 잘못된 판단

처럼 여겨지고, 희망찬 내일이 두려운 미래가 되는 불안감에 

빠질 때, 우리는 잠시 외딴곳에서 쉬면서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와 자유, 내가 가진 재물과 세속적 권력

이 누군가의 희생이나 나의 위선과 기만으로 얻어진 것은 아

닌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서로 다른 가치와 이념으로 갈라져 

적대하며 살아가는 현실은 물론, 우리가 지닌 내적 모순을 십

자가를 통해 화해시키시어 새로운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고 고백합

니다. 흩어진 양들을 이끌어 줄 목자가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이루어 줄 그날이 올 것임을 확신한 예레미야 예언자의 굳은 

믿음과 바오로 사도의 고백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면 좋

겠습니다.(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 7월 15일(일) > 
 

   봉헌금                $325.00  
 

   교무금             $260.00      

  김성철(7), 최영숙(4-7)      
 

  매일 미사책 판매금      $115.00 
 

    Total                $700.00 
 
   

입당성가 329번 미사 시작                                             (49) 

제1독서 예레미야서 23, 1-6 

화 답 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2독서 에페소서 2, 13-1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

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     음 † 마르코 6, 30-34 

봉헌성가 214번 주께 드리네                                       (512) 

성체성가 180번 주님의 작은 그릇                                  (500) 

퇴장성가 35번 나는 포도나무요                                      (22) 

 

    

주   일 
연중 제16주일 

7월 22일 

연중 제17주일 

7월 29일 

연중 제18주일 

8월 5일 

제1독서 김정숙 이사벨라 이상민 아우구스티노 이상민 아우구스티노 

제2독서 황선동 스테파노  이수영 에우푸라시아 

친교봉사    

병자 성사란? Anointing of the Sick  
 

병자성사란 질병과 신체적 결함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죽을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위로와 희망을 베푸는 성사

입니다. 병자성사는 병과 고통으로 허약해진 마음과 신앙을 굳

세게 하고, 구원에 도움이 된다면,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도

록 하느님께 은혜를 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