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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전례 안내>
# 제1독서 미카 예언서 5,1-4ㄱ
# 화답송

시편80(79),2ㄱㄷㄹ과
3ㄴㄷ.15-16.18-19(◎4)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주간 전례 말씀

# 제2독서 히브리서10,5-10
# 복음환호송

루카 1,38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복음 루카 1,39-45
<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제1독서/제2독서

복음 말씀

월요일 12/20/21

이사야서 7,10-14

루카 1,26-38

화요일 12/21/21
수요일 12/22/21

아가 2,8-14
사무엘기 상권 1,24-28

루카 1,39-45
루카 1,46-56

목요일 12/23/21
금요일 12/24/21

말라키 예언서 3,1-4.23-24
사무엘기 하권 7,1-16

루카 1,57-66
루카 1,67-79

토요일 12/25/21

이사야서 52,7-10
히브리서 1,1-6

요한 1,1-18

일요일 12/26/21

집회서 3,2-6.12-14
사도바오로 콜로새서 3,12-21

루카 2,41-52

미사지향

공지사항

연미사

- 봉헌자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최상우

- 최정원(레지나)

• 오흥순(카타리나)

- 가족

• 최규학(프란치스코), 최혜경(데레사) - 가족
• 이화자(마틸다)

- 가족

• 민병애(마리아 막달레나)

- 민병즙(요한)

• 윤영노(글라라)

- 최정원(레지나)

• 최준혁(베드로)

- 최영옥(모니카)

• 임두연

- 이윤경(비르짓다)

• 한경애(유리안나)

- 가족

• 채병익(요셉),유태순(마리아) - 채희백(바오로) 가족
• 낙태된 아기 영혼

- 전옥주(글라라)

• 김금림

- 하용무(데레사)

• 장인석(미카엘)

- 장수지(아폴로니아)

• 김예제(안나)

- 김순옥(율리아

생미사

- 봉헌자

• 서영원, 서경희(피아)

- 김순옥(율리아)

• 하연승(요한) 가족 - 하건철(안토니오), 하용무(데레사)
• 하건철(안토니오)

- 하연승(요한) 가족

• 임영자(안나)

- 하용무(데레사)

• 임데레사, 안영준 가정

- 가족

• 토마스, 켈시 가정

- 가족

• 곽 율리안나

- 서정근(안젤모)

• 박재영(요아킴)

- 서정근(안젤모)

• 이종실(프란치스코)

- 서정근(안젤모)

• 오용덕(헨리코)

- 가족

• 오경선(원선시오), 오애희(율리아나) - 오 세실리아

교무금 납부 안내
김안나(5-12)
김순옥(12)

전광수(11-12)
최영옥(12)
감사헌금
하건철 ($100)

장수지(10-12)
합계: $1,100

# 코로나 관련 마스크 및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미사 참례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원하시는 신자분들께서는 제대 왼편(성가대 맞은
편)에 앉으시면 됩니다.
# 2차헌금
- 12월 19일: 유틸리티
- 1월 2일: Together in Charity
#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 12월 24일(금) 오후 4시 주님 성탄 대축일 전야미사 (영어)
저녁 8시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한국어)
- 12월 25일(토) 오전 9시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영어)
오전 11시 30분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한국어)
# 천주 성모 대축일 미사
- 1월 1일(토) 오전 9시 천주 성모 대축일 미사 (영어)
- 2022년 천주 성모 대축일은 의무대축일이 아닙니다.
# 자원 봉사자 모집
- 제대 구유 설치를 도와주실 분들은 12월 19일(주일)
미사 후 제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매일미사 구독료 및 운송료 인상
- 2022년 1월부로 매일미사 구독료가 기존 $2.9에서
$4로 인상되며, 운송료도 기존 $1에서 $1.4로
인상됩니다.
-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매일미사 구독을
신청하신 분들은 1월부터 매월 $1.5씩 추가로
사무장에게 납부해주시길 바랍니다. (총 7개월에
대한 추가납부금은 $10.5입니다.)
# 최승웅(미카엘) 부제님 진료 및 영성 상담
- 일시 및 장소: 매 주일 미사 후 오후 2시, 친교실
- 부제님과 의료 및 영성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미사 후 친교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주일 헌금 납부 안내
주일미사 참여 140 명
합계 : $1,149
2차헌금(은퇴사제 기금)
합계: $1,252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 47명
합계: $471

< 루카 복음> 1,39-45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

앙

상

식

미사 중에 바치는 ‘주님의 기도’에는 왜 “아멘”을 하지 않을까?
아멘(Amen)은 히브리어로 ‘진실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사 중에 바치는 ‘아멘’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기도와 예물기도 그리고 영성체 후 기도
끝에 교우들은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이는
교우들이 사제가 바치는 기도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그
내용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감사기도의 끝부분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서 마침
영광송을 사제가 바친 후에 신자들이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이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제의
영광송과 감사기도 전체에 온전히 마음으로 응답하며
동의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로 성체를 모시기 전에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교우들은 “아멘”이라고 응답을 합니다.
성체의 모습으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멘’은 기도를
마감하는 응답이며 주님의 뜻이 꼭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동의하는 신앙고백입니다.
우리가 미사 중에 바치는 ‘주님의 기도’ 끝에 바로 아멘을 붙이지 않는 이유는 아직 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성찬례 예식 중 영성체 예식의 시작으로 사제는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하고 교우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바치자고 권고합니다. 그러면 교우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되는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그런 다음 사제는 혼자 부속기도(附續祈禱: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를 바칩니다. 부속기도가 끝나면 모든
교우가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하고 찬미의 기도로 끝맺음을 합니다.
즉 주님의 기도 그 자체로 기도가 끝나지 않고 사제의 기도와 이어지는 영광송이 “아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 끝에는 “아멘”을 붙이지 않습니다. “에즈라가 위대하신 주
하느님을 찬양하자, 온 백성은 손을 쳐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였다.”(느헤 8,6)
김지영 신부의 교리 산책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