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전례말씀 제1독서/제2독서 복음말씀

월요일 02/28/22
화요일 03/01/22
수요일 03/02/22

목요일 03/03/22
금요일 03/04/22
토요일 03/05/22
일요일 03/06/22

마르코 10,17-27
마태오 12,46-50
마태오 6,1-6.16-18
마르코 9,41-50
루카 9,22-25
마태오 9,14-15
루카 5,27ㄴ-32
루카 4,1-13

베드로 1서 1,3-9
베드로 1서 1,10-16
요엘예언서 2,12-18
사도바오로코린토 2서 5,20-6,2
신명기 30,15-20
이사야서 58,1-9ㄴ
이사야서 58,9ㄷ-14
신명기 26,4-10
사도바오로로마서 10,8-13

2022년
2월 27일

연중
제 8주일

<이번주전례안내>
# 제1독서 집회서 27,4-7

# 화답송 시편 92(91), 2-3.13-14.
15-16(◎ 2ㄱ참조)

◎주님, 당신을찬미하오니좋기도하옵니다.

# 제2독서 사도바오로의코린토 1서
15,54-58

# 복음환호송 필리 2,15.16 참조

○ 이세상에서별처럼빛나도록너희는
생명의말씀을굳게지녀라.

# 복음 루카 6,39-45
< 마음에서넘치는것을입으로말하는
법이다.>



미사지향

연미사 - 봉헌자

생미사 - 봉헌자

• 오경선(원선시오) - 이대우(베드로) 가족

• 김광태(루카) - 이대우(베드로) 
• 성낙철(안드레아) 가정 - 이막동(아네스)
• 양우성 - 이막동(아네스)
• 이길자(마리아) - 가족

• 서정희(유리안나) 결혼축복 - 성가대

• 이호기(아우구스티누스) - 한상철(빈첸시오)

교무금

곽신규(1-2) 염기선(2) 김삼식(1-2)
이용문(1-2) 이종권(1-3) 추승호(1-2)
이순재(11-4) 합계: $2,190

공지사항 < 루카복음> 6,27-38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오흥순(카타리나) - 가족

• 김상기(요셉) - 가족

• 이동현(요셉) - 가족

• 박병준 - 김영필(안토니오) 가족

• 이규호 - 이규순(미카엘) 가족

• 최경자(마리아) - 최헬레나

• 김은순(에스터)  - 오경숙(세실리아)
• 송유리아나 - 오경숙(세실리아)
• 최덕자 - 오경숙(세실리아)

그때에예수님께서는비유를들어제자들에게이르셨다.“눈먼이가눈먼이를인도할수야없지않으냐?
둘다구덩이에빠지지않겠느냐? 제자는스승보다높지않다. 그러나누구든지다배우고나면스승처럼될
것이다. 너는어찌하여형제의눈속에있는티는보면서, 네눈속에있는들보는깨닫지못하느냐? 네눈속에
있는들보는보지못하면서, 어떻게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네눈속에있는티를빼내주겠다.’ 하고말할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네눈에서들보를빼내어라. 그래야네가형제의눈에있는티를뚜렷이보고빼낼수있을
것이다. 좋은나무는나쁜열매를맺지않는다. 또나쁜나무는좋은열매를맺지않는다. 나무는모두그열매를
보면안다. 가시나무에서무화과를따지못하고가시덤불에서포도를거두어들이지못한다. 선한사람은마음의
선한곳간에서선한것을내놓고, 악한자는악한곳간에서악한것을내놓는다. 마음에서넘치는것을입으로
말하는법이다.”
주님의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찬미합니다.

주일헌금

주일합동미사참여 133 명 합계 : $1,521
2차헌금 (유틸리티) 합계 : $459

신 앙 상 식

환우들의빠른회복을위해기도부탁드립니다.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이석종(스테파노)

# CLC 지원기과정안내 (24주) 
- 이냐시오성인의영성에따라모든것안에서
하느님을발견하기위해성서말씀묵상, 의식성찰, 
식별을훈련하며일상삶안에서신앙을살아가는
수련을하는 CLC 지원기 ZOOM 모임이 2월말에
시작합니다. 

- 주최: NY KCLC(그리스도인공동체)
- 신청: 이케이트(이사벨라) 732-947-1026감사헌금

이종실($300) 이순재($200)

# 반석회모임
- 일시및장소 : 2월 27일 (주일) 미사후친교실

# 2022 Bishop’s Annual Appeal
- 2022년 Bishop’s Annual  Appeal 목표금액은

$35,000 입니다. 목표금액달성시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귀속됩니다.

# 최승웅(미카엘) 부제님진료및영성상담
- 부제님과의료및영성관련상담이필요하신
분들께서는매주일미사후오후 12시 30분
부터 2시까지친교실로방문하시면됩니다

# 재의수요일미사안내
- 3월 2일오전 9시영어미사
- 3월 2일오후 6시 Prayer Service & Distribution Ash
- 3월 2일오후 8시한국어미사

# 꾸리아월례회의
- 일시및장소 : 3월 13일 (주일) 미사후친교실

# 사순시기십자가의길기도안내
- 사순시기동안주일미사시작 30분전인 11시부터
부제님과각친교단체의주관하에십자가의길
기도가있습니다.

# 자원봉사자모집
- 3월 5일 (토) 오전 9시 HNS 주관사순십자가설치
작업을도와줄봉사자를모집합니다.

주일헌금과교무금
하느님께바치는우리의정성

우리는교회에헌금과교무금을봉헌함으로써하느님께우리의정성을바칩니다. 이러한헌금과
교무금으로교회가유지됩니다. 교구와본당의다양한사목활동, 단체보조, 그리고본당시설확충과
유지및보수, 그리고본당사목자생활비와직원인건비등교회활동전반에사용됩니다. 사실우리가
봉헌하는헌금과교무금은우리신자들의의무입니다. “신자들은주교회의나교구의규정에따라
교무금, 주일헌금, 기타헌금과모금등으로교회운영활동비를부담해야한다.”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제165조) 

주일헌금은우리가미사중에성찬전례의시작인예물준비때에바치는봉헌금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신자들이성찬전례에사용되는빵과포도주, 그리고교회를유지하는데필요한비용과가난한이들을
위한물건들을바치던것이그시작입니다. 주일헌금은우리가하느님께대한감사의표시이자
자기희생의상징으로서하느님께바치는봉헌금입니다.

교무금은(개신교는교무금대신에십일조를하고있습니다) 교회유지와운영에필요한비용을
신자들이저마다스스로정한대로내어놓는헌금입니다. 교무금은주일헌금과는달리개인이아니라
한가정을단위로그액수가책정됩니다. 1년을기준으로매달나눠서봉헌하면됩니다. 하지만많은
신자들이교무금을얼마큼내는것이적절한지고민합니다. 그래서일반적으로수입의 30분의 1을(한
달수입중에서하루만큼을하느님에바쳐야한다는뜻) 봉헌할것으로권장하고있지만정해진바는
없습니다. 교무금의핵심은액수가아니라우리의정성에있기때문입니다. 우리가족이얼마나정성껏
하느님께봉헌하고있는가가중요합니다.

신자들이내는교무금은모두세금감면대상입니다. 교무금뿐만아니라감사헌금, 자모회비, 
사회복지회비등본당에개인이름으로낸기부금은모두그대상입니다. 본당에서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이용하고있다면국세청연말정산시자동으로자료를받을수있으며, 그렇지않다면
본당에서기부금영수증을받아, 연말정산을할때회사에제출해야합니다.

우리는헌금과교무금을정성껏바침으로써교회를유지하고교회이름으로이웃에게자선을베풉니다.

“내가참으로너희에게말한다. 저가난한과부가다른모든사람보다더많이넣었다. 저들은모두
풍족한데에서얼마씩을예물로넣었지만, 저과부는궁핍한가운데에서가지고있던생활비를다
넣었기때문이다.”(루카 21,3-4)

고준석토마스데아퀴노신부 | 주교회의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부소장

# 사순판공성사일정
- 3월 24일 (목) 저녁 6시 30분참회예절

저녁 7시판공성사

# 사순시기손님신부님미사집전및특강
- 3월 13일사순제 2주일
프린스턴성당김기현 (모이세) 신부님

- 4월 3일사순제 5주일
이튼타운성당장재명(파트리치오) 신부님

# 각가정에서보관하고있는성지가지는각자
집에서소각해주시기바랍니다.

# 코로나관련마스크및사회적거리두기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미사참례시사회적거리두기를
원하시는신자분들께서는제대왼편(성가대맞은
편)에앉으시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