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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 안내 >

 제 1독서  사무엘기 하권5,1-3

# 화 송  시편 122(121),1-2.4-5(◎ 1 참조)

  ◎ 기 하며 주님의 으로 가리라.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 서1,12-20

  복음 송 마르 11, .10 참조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되어라

 복음  루 23,35 -43

  주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성가  입당 76  헌 220 성체 175 파  73

      화성 레

성모 을 

 : 성 베르나르도

성모님을 르면 길 지 않고,

성모님을 부르면 실 치 않네.

성모님을 생 하니 헤매지 않고, 

성모님이 붙드시니 어  리 네.

성모님이 감 면 두렵지 않고,

성모님이 이 시니 지치지 않아,

성모님의 도 으로 목표에 이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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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 

시 의 여유로 에 인 의 존재  가치의 의미를

조용히 사 해 본다.

나는 어 서 다가 어 로 떠나가야 할 것인가 ?

가 구나 가야할 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 할 것인가?

독일의 철학자이며 문헌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있다, 우리가 신을 죽여 버렸다

고 외치  그도 죽을때는 정작으로 신을 찾지 않 가.....

나는 다, 이제서야 다.

70이 은 지금에서야 게되었다. 

하지만 오  시 속에 달 으로 게된 

그 은 길을 가야만 하는데도 

지금도  이며 가지 못하고 있다.

이리도 함께 가야할 은 길이 있는데도 

감히 함께 가자고 을 내 지도 못하고 있다....

단지 세속의 세 에 물들어 우 거리는

나약한 만을 해만 하는가?.....

오늘도  심히 기도만하고 있다. 

오  주여 .....

오소서 성 이여

제 안에 오 서 주님의 영을 어 어 주소서.

제안의 건한 의 영을 게 하소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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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저는 개신교 신자입니다 천주교신자인 심이피제니아를 만나 

성모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고있습니다 에 성모상 이 여  

계시는데 유독 에 들어온 자그마한 파티마 성모상이 었   저는 

에 있는 시 이 많아서 성모님과 대화를 나 고 고민 이나 문제가 

있으면 어머니께 의  드리고 고백하곤하  꽃도 항상 사서 

바 드리고 어느날부  몸이 시 아파오기 시작 습니다 도 

제대로 못 고 치과에 다와서 항생제를 어도 지를 고 

성모님께 말씀 드렸 니 바로 어머니 께서 치유해주셨어요 정말로 

거짓말 같이 같이 나 어요 할 루야 또 한 은 리를 다 서 

도 못하고 있었는데 또 기도드렸 니 바로 게 해주셨어요 

거짓말 같은 기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  개신교에서는  

못느  성모님의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그분앞에선 저는 항상 어린애가 니다 순 과사랑을 

평생 실천하신 성모님  주님과함께 찬미와영광 받으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루 20,42> 

소  소식

브릿지구역

이 페이지는  각 구역이나 신심단체가 새로운 정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직접 꾸미는 ‘주보 사랑방’입니다



      바오로딸 성경 학교 학생모집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 영성 중 선택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원서접수: 바오로딸 성경학교 홈페이지

   (https://uus.pauline.or.kr/) 

•마감: 2023년1월 31일

•문의 사항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11월 매일미사책을 신청하신 분들은 성당입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차 헌금
•11월 20일: Works of Mercy Campaign (빈곤층 지원)

•12월 4일: Christmas Flower

      사목회 피정 안내
•일시 및 장소: 11월 20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요셉회 송년 모임
•일시 및 장소: 12월 4일(일) 미사 후 친교실 

•요셉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반석회 송년 모임
•일시 및 장소: 12월 10일(토) 오후 12시 친교실

•반석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대건회+야고보회 송년 모임
•일시 및 장소: 12월 10일(토) 오후 5시 친교실

•대건회/야고보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성모회 고춧가루 판매
•고춧가루 필요하신 분들은 미사 전 후에 친교실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고춧가루 13개 ($25), 매운 고춧가루 3개 ($30)

      노스브런스윅 구역 모임
•일시 및 장소: 11월 27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이스트브런스윅 구역 모임
•일시 및 장소: 11월 27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통합사목회의
•일시 및 장소: 11월 30일(수요일) 저녁 7시 경당

      피스브릿지 구역 모임
•일시 및 장소: 12월 4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먼로 구역 모임
•일시 및 장소: 12월 4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성 당 소 식 말 씀 의 전 례

      미사지향 (연미사)
•추성태(바오로)    - 가족

•김진철(요한)    - 가족

•김경희(수산나)    - 가족

•김명자(헬레나)    - 가족 

•김상기(요셉)    - 가족

•한경애(율리아나)   - 가족

•한석희(빈첸시오)   - 한상철(빈첸시오), 

       김순옥(율리아)

•김기용      - 김순옥(율리아)

•최덕수, 권순예    - 이정옥(지타)

•이상옥, 원길자    - 이광호(다니엘)

•이창섭(어거스틴)   - 이광호(다니엘)

•세상을 떠난 레지오 단원들의 영혼 - 성모의 꽃씨 Pr.

      미사지향 (생미사)
•염은미(클라라)    - 가족

•송광석(어거스틴)   - 가족

•송현경(마리아)    - 가족

•송민아(데레사)    - 가족

•송대건(안드레아)   - 가족

•송지아 하나    - 가족

•휴고 송 Rigby    - 가족

•티파니 송     - 가족

•Aaron Rigby    - 가족

•함형우(요셉)    - 박락준(베드로)

•이은숙(가브리엘라)   - 전례분과 독서단

•성낙철(안드레아), 성경숙(에스델)    - 이막동(아네스)

•이긍주(베드로), 이보현(요안나) 가정 - 가족

•Ethan 탄생 축하       - 이정옥(지타)

제 1독서 사무엘기 하권5,1-3

그 무렵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의 골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의 

임금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전하신 이는 

임금님이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임금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헤브론으로 

임금을 찾아가자, 다윗 임금은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본당 주임 신부님의 사목지침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성모정원은 

십자가 형태의 보도블럭 포장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의미가 

포함된 주요 부분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항목을 확인하시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자유금액 헌금도 환영합니다.

주요 구성요소(헌금 기준액)

•성모상($1,000 이상):성모성심 성모상

•성모상 반석($500 이상):콘크리트 기초위 화강석 마감

•좌우 날개벽($300 이상): 성모상 좌우 날개벽

•묵주 표식($200이상): 성모상 주변 묵주 표식

•성 십자가 보도($100): 십자가형의 보도블럭 포장

•벤치 (시중가): 묵상과 기도를 위한 벤치

•공원 입구 기둥

•조명등

•기타 자유금액 후원

부분별 금액 전체를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모 정 원

성모정원 조성 후원안내

11/13 현재 성모 정원 후원자 명단

•성모 정원에 후원해 주신 모든 신자분
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1,12-20
형제 여러분, 성도들이 빛의 나라에서 받는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 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 아드님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맏이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맏이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십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루카 복음 23,35ㄴ-43

그때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네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 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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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대림 시기 특강 및 성사 일정
일시: 대림 1주 (11월 27일) ~ 대림 4주 (12월 18일)

<특강 일정>   미사 중
1. 대림 1주 (11월 27일):  한국 천주교 무명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

   > 김정찬 사도요한 신부님,

      대전교구 해미 국제 성지

2. 대림 2주 (12월 4일):  탄자니아에서 만난 예수님

          > 유용희 율리안나 자매님

3. 대림 3주 (12월 11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 윤석로 이냐시오 부제님

4. 대림 4주 (12월 18일):  요셉 성인의 침묵과 성탄

   > 주임 신부님

<판공성사 일정>
1.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3시 30분

2. 매주 주일    오전 10시 40분 - 11시 20분

3. 특별 판공 일정: 추후 공지

       

      유스그룹 커피 쿠폰 판매
•유스그룹 학생들이 기금 마련을 위해 캡슐커피 

스테이션을 친교실에서 운영 중이오니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커피 쿠폰 1장 구매시 $2

•커피 쿠폰 12장 구매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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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주일 헌금 (145명)............................................$1,533

•2차헌금 (유틸리티)..........................................$386

•교무금...............................................................$1,170

 최영옥(11)  한철희(11-12) 하건철(10-11)

 염기선(10)  김영필(11-12) 박재영(11-12)

 장문국(5-12)

•성모 정원 조성 기금........................................$5,000

 이막동($100)  곽신규($100)  양은희($100) 

 이용문($200)  황분숙($200)  최혜자($200)  

 썸머셋($200)  백상헌($300)  김동근($300) 

 서정근($500)  박화성($500)  변태용($500)  

 한철희/한지혜($1,000)    대건회($300) 

 올드브릿지($200)   이스트브런스윅($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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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장 줌 화상 회의
•일시: 11월 22일 (화요일) 저녁 8시

•shorturl.at/inB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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