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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전례

입당 성가  : 251 무변 해상   복     음 : 루카 2,16-21 

제  1독서  : 민수기 6,22-27 봉헌성가 : 511 미약하온 우리 제물   513 면병과 포도주

화  답  송  :
제  2독서 :
복음환호송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갈라티아서 4,4-7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

영성체송 :

성체성가 :
 파견성가 :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174 사랑의 신비    180 주님의 작은 그릇
249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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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지향 

10
시

연

지향자 봉헌자 지향내용

강성진 (마태오)     이경주

    영원한 안식
김단순(마리아), 
홍연순(헬레나) 가족

송좌익(바오로),
장길성(벨라도) 장원익

생 신년 가정 축복 합동 기원 미사

 
저
녁

8
시

연
지향자 봉헌자 지향내용

김보필(요나단) 김도호 영원한 안식

생 강경숙(멜라니아) 길효영 축일 축하, 축복

7
시

연 김광배(토마스) 김명주 영원한 안식

생

이진용(율리아노), 
노원진(프란치스카),
이철규(마르코),
김정애(율리안나)

김정애 성가정

                                                           연령회장 : 하동한(아오스딩) 267-616-8899 

 전례 봉사자 

일   시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복      사 성체 분배 다과 봉사  

12월 31일(수) 8시   김도호 차주삼 우소원 주성현 고동후 이대근 이효근 강호신 차주삼

1월   1일(목)   7시 

                     10시       

김현직
방남분

이철규
김근회

김정애
김미해

성재용 함대희
염정관 김명준 박준렬 변윤수 최민서

장현기
김정용 한진수 김석현 성모회



            

            
  “평화가 너희와 함께!” (요한 20,26)
    

 † 찬미 예수님! 
 

지난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한국 

방문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 그리

고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시아의 

첫 방문지인 대한민국에서 교황님은 

초기 순교자들을 시복해 주시고, 아

시아의 젊은이들을 만나 희망을 주셨

으며, 한반도와 더불어 세계의 평화

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봉헌해 주셨

습니다. 또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

을 찾아 위로해 주셨습니다. 교황님

의 말씀과 행동에서 우리의 주님 그

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참으

로 은혜로운 한 해였습니다.

새해도 이런 교황님의 말씀과 행동

을 따라서 우리 주변의 고통받고 소

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며, 그

들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

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주님의 평화

가 흘러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선물로 주 

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입니다.

(요한 14,27 참조)

2015년 올 한 해 모든 가정에 하느

님께서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정생활의 기쁨

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성가정의

 거룩한 선물이 내리기를 기원합니

다. 나자렛 성가정을 이루신 그리스

도 탄생의 신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희망합

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은총이 늘 함께하시기

를 기원합니다.

               2015년 새해 첫날에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2015년 신년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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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에는 주님의 은총이 더욱 가득하시길 ...             
                                                                                      
                                                                                           지난 한해 홀리 엔젤스 공동체를 위해 힘써주신 
                                                                                                    교우 여러분들의 사랑과 봉사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더 많은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임 신부 : 이효언 펠릭스
                                                                                                                    보좌 신부 : 박창엽 파비아노
                                                                                                                                                                                                                                                                                        

                                          

                                          새해에 맞이하는 성모님의 선물                       그림묵상

                                          거룩하신 천주의 성모님께서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희망, 기쁨, 사랑을 풍성히 내려 주십니다. 영적 열매인 장미 송이로 
                                          가득한 영혼의 정원에서 기도로 어머니를 만나고, 
                                          새해에는 기쁨으로 변화되는 삶을 어머니께 드려야겠습니다. 

                                                                                                           정미연 소화데레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