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당 울뜨레아   

 8월 15일(목) 오후 7시에 울뜨레아 모임이 있습니다.  
 

● 양로원 미사   

 8월 15일(목) 오후 3시에 미사가 있습니다. 
 

● 성모 승천 대축일  

 8월 15일(목)은 의무 대축일입니다. 오후 12시 미사에 많은 

참석바랍니다.     
 

● 사목회 모임  

 8월 22일(목) 오후 7시 30분에 성당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구

역장님들과 각 부서장님들 꼭 참석해 주시고 관심 있으신 신

자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 사목회 신임 총무  

 사목회 총무에 장인숙 벨라뎃다님이 선임되셨습니다.   
 

● 친교  

 오늘 말복을 맞이해서 성모회에서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제41차 남성 꾸르실료 교육   

 일시 : 10월 24일(목) - 27일(일) 

 장소 : 뉴턴 수도원 

 문의 : 신부님 혹은 윤모니카 회장  
 

● 제24차 이냐시오 영성 4박 5일 침묵 피정   

 주제 : 내적 자유를 향한 여정 

 일시 : 8월 14일(수) - 18일(일) 

 참가비 : $480            선착순 : 50명 

 문의 : 이수영 에우프라시아   
 

● 성가책 판매  

 소 : $25,   대 : $30  
 

● 성모님 꽃 봉헌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2019년 성지 순례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서 

 장소 : 터키, 그리스 13일       

 날짜 : 9월 29일(일) - 10월 11일(금) 

 비용 : 3,195불 (필라델피아 출발)      

 문의 : 윤모니카 회장(254-289-1682) 
 

 

 

 
 

 

  

  

 
 
 

 
 

사목회 

제노베파 

마틸다 

 

 

연중 제19주일    2019. 8. 11 (다해)        제1503호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관우 바오로 부제, 이길자 데레사, 배향숙 루시아,  

  한 베드로>  

 



 
제1독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준비하고 있

었다는 점을 상기합니다. 하느님의 업적과 은혜로운 개입, 특

히 하느님께서 기적으로 당신 백성을 이끄시고 충실한 이들

에게 상을 베푸시고 당신 계획에 반대하는 이를 심판하신 파

스카 해방에 대하여 묵상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런 묵상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충실하심에 

근거한 희망을 불어넣습니다.제2독서는 믿음을 다룹니다. 믿

음은 우리 존재를 위한 탁월한 기초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특별한 은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희망도 사랑도 없으며, 사랑 안에서 하느님 뜻에 대한 헌신도 

없습니다.  

믿음은 구원사의 완성에서 하느님의 친구들, 당신의 책임자

들과 협력자들을 알려 주는 표시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느

님께 인정을, 곧 하느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사실 

믿음은 기다림과 여정과 갈망이며 이 땅을 넘어 본향을 찾는 

것입니다.오늘 복음은 기다림에 대한 준비를 매우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양 떼”와 같지만 불쌍하

고 경솔한 사람들로 느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가난한 

이들과 비천한 이들에게 하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

하여 주님의 제자는 이 세상의 재물을 멀리해야 하고, 그의 보

물이 있는 곳에, 곧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같

은 이유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만남을 기다리며 졸지 않고 

기분 좋게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몸소 그를 천상 잔치에 초대하시어 시중을 드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냥 충실하고 현명해야 합니다. 이 훈계는 

모든 이, 특히 교회 안에서 책임을 맡은 이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들은 주인을 섬기고 기다리되 제멋대로 오만하게 처신해서

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고 당신 교회 안에

서 우리는 모두 종들입니다.(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 8월 4일(일) >   
 

   봉헌금          $515.00          

 매일 미사책 판매금        $110.00         
 

  예물봉헌         $140.00 

 

     Total             $765.00 

  

입당성가 337번 미사 시작 

제1독서 지혜서 18, 6-9 

화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제2독서 히브리서 11, 1-2. 8-19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

의 아들이 오리라. ◎ 

복     음 † 루카 12, 32-48 

봉헌성가 340번 봉헌 

성체성가 171번 오 거룩한 생명의 샘 

퇴장성가 6번 찬미 노래 부르며 

    

주   일 
연중 제19주일 

8월 11일 

연중 제20주일 

8월 18일 

연중 제21주일 

8월 25일 

제1독서 하국일 암브로시오 권명자 율리안나 김정숙 이사벨라 

제2독서 김재숙 제노베파 황선동 스테파노 김희동 프란치스코 

봉 헌 자 안우풍, 이경실 김영복, 오세환 권명자, 권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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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