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당 울뜨레아   

 본당 울뜨레아가 창립되었습니다. 도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대 간사로 윤모니카 자매님께서 선출되셨습

니다. 

 울뜨레아 월례 회합은 매월 셋째 화요일 오후 8시입니다.   
 

● 화요 미사 시간 변경  

 화요일 평일 미사가 6월부터 오후 7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 2019년 성경 공부 - 마르코 복음 여정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강의실        교재비 : $30 
 

● 2019 북미주 성령대회  

 일시 : 7월 20일(토) 오전 9시 - 오후 9시 30분 

        7월 21일(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장소 : Felician University 
 262 S. Main St. Lodi, NJ 07644 
 참가비 : $40(토: 점심, 저녁, 일: 점심 포함, 강의녹음 USB) 

 신청 마감일 : 7월 14일(일) 

 문의 : 김충수 마르코 형제님  
 

● 제37차 미동북부 지구 울뜨레야 

 일시 : 7월 4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데마레스트 성당 
 573 Piermont Rd. Demarest, NJ 07627 
 

● 성가책 판매  

 소 : $25,   대 : $30  
 

● 성모님 꽃 봉헌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Catholic Strong Campaign  
 성당 발전 모금 활동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금액 합계 : $32,200.00> 

 신부님, 권혜원, 최영숙, 김연자, 김재숙, 이경실, 이상민,  

 김광대, 이보월, 김성문, 황선동, 안우풍, 박영희, 윤모니카, 

 송미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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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 

글로리아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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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 모임 

 엘리사벳 구역 : 6월 8일(토) 오후 7시 김영두 프란치스코 

형제님 오피스에서 있습니다. 음식 한 가지씩 가져오시길 바

랍니다.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십

자가의 충격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

신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십자가 사건이 끝이 아니

라 새로운 시작이며, 패배가 아니라 온전한 승리였음을 확인

시켜 주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렇다고 이 승천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에 나

오는 승천 장면이나, 성지에서 만나는 주님 발현이나 승천 장

소에 남아 있는 발자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

름을 뚫고 떠나버리셨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승천의 근본적인 의미는 공생활을 통하여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모두 완수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본디 자리, 하느님 아

버지의 오른쪽, 곧 하느님 차원으로 올라가셨음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공간일 뿐 아니라 하

느님의 초월성, 하느님의 영역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마르코와 마태오 복음서에서와 달리 오늘 읽은 루카 복음서

에서 주님의 승천을 겪은 제자들은,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

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기도하며 지냅니다. 예루살렘이 제자들

에게는 시련과 아픔의 도시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십자가의 처절함과 그에 대한 

두려움에 도망치는 제자들의 모습을 간직한 도시였기 때문입

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을 두려워하지 않습

니다. 자신들이 겪은 그 모든 것이 실패와 패배가 아니라는 것

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승천을 통해서, 당신께서 보여 주신 

그 모든 일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것이며, 당신의 십자

가와 부활로 인간 구원이 결정적으로 실현되었음을 보여 주

신 것입니다. 승리와 영광 속에 개선하시는 주님을 찬미합시

다. (이성근 사바 신부)  

 < 5월 26일(일) >   
 

   봉헌금          $382.00  
 

    교무금          $420.00 

  권선용(1-4), 황선동(4-6) 
 

  감사헌금           $300.00        신부님 

  위령미사         $200.00       송현배 
      

     Total             $1,302.00 
 

 House of Charity 초과분 75% 반환금       $1,012.50 
  

 

입당성가 141번 1,2절 죽음을 이긴                                 (143) 

제1독서 사도행전 1, 1-11 

화 답 송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

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제2독서 에페소서 1, 17-2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

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

리라. ◎ 

복     음 † 루카 24, 46-53 

봉헌성가 440번 주님의 발자국 아는가                            (341) 

성체성가 501번 받으소서 우리 마음                               (177) 

퇴장성가 141번 3,4절 죽음을 이긴                                  (49) 

    

주   일 
주님 승천 대축일 

6월 2일 

성령 강림 대축일 

6월 9일 

삼위일체 대축일 

6월 16일 

제1독서 신선희 카타리나 하국일 암브로시오 권명자 율리안나 

제2독서 김정숙 이사벨라 김재숙 제노베파 황선동 스테파노 

봉 헌 자 김영미, 김희동 이수영,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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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