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5월 29일

주님승천
대축일

<이번주전례안내>

# 제1독서 사도행전 1,1-11

# 화답송 시편47(46),2-3.6-7.8-9 (◎6) 

◎환호소리가운데하느님이오르신다. 

나팔소리가운데주님이오르신다.

# 제2독서 사도바오로에페소서 1,17-23

# 복음환호송

○주님이말씀하신다. 너희는가서
모든민족들을가르쳐라.내가세상끝
날까지언제나너희와함께있으리라.

# 복음 루카 24,46-53

주간전례말씀 제1독서/제2독서 복음말씀

월요일 05/30/22

화요일 05/31/22

수요일 06/01/22

목요일 06/02/22

금요일 06/03/22

토요일 06/04/22

일요일 06/05/22

요한 16,29-33

루카 1,39-56

요한 17,11ㄷ-19

요한 17,20-26

요한 21,15-19

요한 21,20-25

요한 20,19-23

사도행전 19,1-8

스바니야예언서 3,14-18

사도행전 20,28-38

사도행전 22,30;23,6-11

사도행전 25,13ㄴ-21

사도행전 28,16-20.30-31

사도행전 2,1-11

사도바오로의코린토 1서 12,3-13

<예수님께서는그들에게강복하시며
하늘로올라가셨다.>

마태 28,19.20 참조

예수님께서는그들에게강복하시며
하늘로올라가셨다. <루카 24,51>



미사지향

연미사 -봉헌자

생미사 -봉헌자

•최승웅(미카엘) 부제님, 최 세레나

- 채희백(바오로) 가족

•염은미(클라라) - 가족, 에디슨 구역

•오경선(원선시오), 오애희(율리아나) - 박재영(요아킴)

Carol & Cliff Rockwell

•김용무(데레사) - 박재영(요아킴)

•김옥전 - 김태경(카타리나)

•김도용(스테파노) - 김순옥(율리아)

•황태진(필립보), 황옥자(데레사)  - 김순옥(율리아)

•이슬기(레이첼) - 김순옥(율리아)

•박지나(안젤리나), 고명진(다이애나) 견진 축하

- 김영필(안토니오) 가족, 나채국(제노) 가족

교무금납부안내

김삼식(5) 이대우(5-6) 임안나(5-6)

황태진(5-6) 유병기(4-6) 한상철(5)

합계: $1,130 

공지사항

•이근수(세례자 요한) - 박재영(요아킴), 

안현정(소화데레사)

•김진철(요한) - 가족

•김경희(수산나) - 가족

•오흥순(카타리나) - 가족

•김명자(헬레나) - 가족

•박병희 - 김 스텔라

•장인석(미카엘) - 송광석(어거스틴)

•이성현 - 이재구(프란치스코)

•김인순 - 한상철(빈첸시오)

# 2차헌금

- 5월 29일: Catholic Communication Campaign

주일헌금

미사참여 137명 합계 : $1,431

2차헌금 (Development of People)       합계 : $441

환우들의빠른회복을위해기도부탁드립니다.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염은미(클라라)

< 루카복음 > 24,46-53

테오필로스 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수난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 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1독서 <사도행전> 1,1-11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에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2독서 <사도바오로의에페소서 > 1,17-23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사물놀이 팀개강

- 일시 및 장소: 6월 4일 (토) 오전 10시, 친교실

- 준비물 : 장구와 받침대, 꽹과리, 징

- 기존 단원 및 신규 단원 환영

- 문의 : 정길예(프란체스카) 352-682-2525

감사헌금

이순재($100) 이막동($100)

# 예전혼성 4부성가책을 가지고 계신분은성당으로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네.

●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성모성월기도

# 5월 24일박지나(안젤리나), 고명진(다이애나) 학생이

견진성사를 받았습니다. 견진성사의 은총으로 두학생이

성숙한신앙인으로 살아갈수있도록신자분들의 많은

기도부탁드립니다.

# 전례분과 피정

- 일시 및 장소: 6월 12일 (주일) 미사 후 성당

# 2022 Bishop’s Annual Appeal

- 2022년 Bishop’s Annual Appeal 목표금액

$35,000을달성하였습니다. 5/27까지약정금액은

$39,559 (목표금액의 113%, 117가정참여)입니다.

# 기획분과 회의

- 일시 및 장소: 6월 5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 꾸리아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6월 12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 성당헌금봉투(빨간색, 초록색) 를개별적으로

보관하고계신분들은성당으로반납해주시기바랍니다.

# Father’s Day Mass Remebrance

- 6월 19일 아버지날 영적선물로 미사 지향을

원하시는 분들은 6월 12일까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 프린스톤한국순교자성당

주일학교후원기금마련골프대회

- 일시: 2022년 6월 18일 (토) 오전 11시집합

- 장소: 뉴저지프린스톤인근오크골프장웨스트코스

Mercer Oaks Golf West Course

725 Village Rd. W, West Winsor Twp, NJ 08550

- 참가비: 120불(점심, 저녁, 음료, 상품포함)

- 저녁식사: 프린스톤성당

1130 Brunswick Ave. Trenton, NJ 08638

- 참가신청및문의: 강완모 (908-391-9809)

최현식 (732-343-03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