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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성사 · 면담 

Weekday   PM 8:00 (Tuesday · Thursday) 유 아 세 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7:30

Saturday   PM 8:00 축성 (차량, 집)  항 시 가 능

Sunday   AM 7:00, 10:00(교중) 고 백 성 사  미사 시작 전  20분

  Sunday School  11:30am 혼 인 면 담  3개월 전 사무실로 신청

  PM 5:00 (Youth) 신 앙 상 담  항 시 가 능

 오늘의 전례 

주보 제 2015-1021호 부활 제5주일(생명 주일) 2015년 5월 3일

                    연령회장 : 하동한(아오스딩) 267-616-8899 

 전례 봉사자 

일   시 미사해설 제 1독서 제 2독서 복      사 성체 분배 다과봉사 헌금봉사

5월 2일(토요특전 )  8시 권혁석 김원태 김용식 주성현 김영진 최민서 김현수 최진아 강호신

5월 3일(주일)         7시
                          10시                                 
                   11시 30분

권혁석
김항규

이철규 김정애 조영진 조봄이
성재용 이태영 강주은 변윤수 고동후
이    규 박준렬 오승민 이한나

김근회
김정용 차주삼 김석현 North East     

& Oxford
 Cottman &
Pennypack

5월 5일(화)            8시 김도호 허성희 이병헌 이한나 이세진 정승현 인    준
5월 7일(목)            8시   이인섭 이현숙 김명준 이    규 신승우 신정우
5월 9일(토요특전)   8시                이미숙 장현기 박순완 조영진 조봄이 함재희 오지원 오정원 강남운
5월 10일(주일)       7시
                          10시                                 
                   11시 30분   

변용천
홍현표

이진용 노원진 성재용 박준렬
이병헌 이    규 김영진 최민서 이세진
고동후 이재선 이재욱 오채빈 김현수

나선호
강호신 장현기 이규선    Upper

   Dublin
 North East     
& Oxford

학부모 쿠폰 판매(10시 미사 후)  5월 : 11, 12학년            Van 봉사   5월 3일 : 이인섭  10일 : 김완수  17일 : 박범수   24일 : 박병학  31일 : 이인섭

입당 성가  : 34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봉헌 성가  : 215 영원하신 성부    217 정성 어린 우리 제물

제  1독서  : 사도 9,26-31 신앙의 신비 : 신앙의 신비여, 십자가와 부활로

화  답  송  :   
제 2독서 : 
복음환호송 :

복      음  :

                       

 

                                               

주님,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1요한 3,18-24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요한 15,1-8

영성체송  :

성체성가 :          
파견성가 :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172 그리스도의 영혼   170 자애로운 예수
134 거룩하다 부활이여
 

  



기도는 천천히, 성가는 빠르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

우리나라에 ‘포도나무’가 들어오고 포도 
재배가 자리 잡는 과정에 선교사 신부님들
의 도움이 컸습니다. 현대적인 포도 재배는 
1910년경 수원과 뚝섬에서 포도나무를 심
은것이 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 자료에 따르면 안성(현 구포동) 본
당의 초대 주임 공베르(A. Gombert,孔安國, 
1875~1950) 신부님이 1910년 이전에 포도
를 재배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베르 신부는 자신이 재배한 포도를 이용
하여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여겨지며, 이것
이 한국에서 최초이자 현대적으로 양조된 
포도주였습니다. 선교사들은 포도 농사를 
통해 가난한 교회의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신자들에 대한 목
자로서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포도나무로, 신앙인들은 가지로 비유하십
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더 할 수 없이 밀

접한 생명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님이란 줄기에 붙어있음으로 인해 생명이
충만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례를 받고 그리
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참다
운 신앙인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후에 사랑하는 제자

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
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
무것도 하지 못한다.”(요한 15,5)고 하시며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
은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며 기
도 생활에 충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
활의 실천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비로
소 주님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2독서에서 요한 사도는 “말과 혀로 사랑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자”
고 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계명은 한마디로 
사랑의 계명이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

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
고 권고하십니다.
작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나라 방

문을 끝내고 바로 로마에서 한국교회 방문
의 의미를 ‘기억, 희망, 증언’이라고 요약하
셨습니다. 특히 “과거 순교자들의 기억은 현
재에서 새로운 증언이 되고 또 미래의 희망
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한국의 첫 그
리스도인들처럼 사회의 온갖 차별을 극복
하는 형제적 사랑을 실천하고 소외되고 가
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라”고 권고하셨습니
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가난하고 소
외받는 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하겠습니
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무르게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항상 풍성한 열매
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염수정 추기경 | 서울대교구장

             감실은 왜 있을까?

  성당에는 항상 감실이 있다. 감실은 성체
를 모셔 둔 곳으로, 대부분 성체를 성합에 담
아 모신다.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에는 성체를 집안
에 모셨으나, 4,5세기경부터 성당에 모셔두
는 관습이 생겼고, 8세기에는 제단에 모시
게 되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지금
과 같은 형태의 감실을 만들어 성체를 보관
하도록 규정했다. 감실은 보통 황금빛의 작

은 금속 상자로 불꽃이나 십자가 등의 모양
으로 화려하게 장식된다.
  감실 옆에는 붉은 성체등이 켜져 있는데, 
이를 무덤을 비추는 '등불' 또는 항상 켜 놓
기 때문에 '영원한 불'이라고도 부른다. 이렇
게 성체등을 밝힘으로써 '주님의 몸'인 '성체'
가 감실에 있음을 알려 준다. 예식이나 미사
가 시작되기 전에 성당에 들어온 신자는 '감
실 안의 성체'를 향해 머리를 숙여 예의를 갖
추어야 한다. 예식이나 미사 때가 아닌 경우

에도 감실을 향하여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감실은 성체를 모신 곳이기 때문이다. 성체
는 예수님의 몸으로, 함부로 하면 안되기 때
문에 사제와 허락된 사람외에는 감실에 손
댈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통 때
감실은 자물쇠로 잠가 둔다. 미사처럼 감실
을 여닫을 일이 있을 때에는 감실 앞에 열쇠
를 두었다가 여닫는다. 

교회상식  교리상식

     생명의 말씀

5월 3일 필립 : 최준성 김상엽 안필래 이철원 권수훈    제임스 : 전준  염정관   야고버 : 권순현
5월 4일 캐서린 : 이가람 

5월 5일 율리아 : 백승숙        안젤로 : 성준용
5월 6일 레오 : 김관철

♡ 금주의 영명 축일자 - 축하합니다!  



공지사항  공동체 소식

하느님께 바치는 교무금 납부는 가장 먼저, 제 달에, 기쁘게 봉헌합시다! 

     미사 지향 

특
전

연 

지향자 봉헌자 지향 내용

임화(요한)  
영원한 안식김기형(요셉) 강영희

하광옥(데레사) 김용상

생

함월성(수산나) 권율리아나 주님 은총
서용원(야고버) 건강 회복
김성호(이냐시오) 가정 김성호 주님께 감사

오
전
7
시

연

김기형(요셉) 친구여
영원한 안식정연호(스테파노) 김복열

김보필(요나단) 김윤상, 박루시아

생

서용원(야고버)  
건강 회복

송말리, 김봉춘
박다희(미카엘라) 홍순남 감사
조광수(바오로) 최데레사 생신 축하
김정용(레안데르),
정완순(세실리아) 조인순 축하

오
전
10
시

연

김동호(프란치스코) 김토마, 
권마리아

영원한 안식

김보필(요나단) 김도호
안갑순(모니카) 이혜경
이재복(니콜라오) 이연복
김기형(요셉) 아들, 딸
이승조(안토니오) 엄소피아
박필기 최재호
김동형(바오로) 박율리안나
이재수(아오스딩) 정인혜
이숙재(아녜스) 이인화

 

오
전

10
시

생

지향자 봉헌자 지향 내용

도대철(베드로)
하글라라 축복, 자비

도하상(바오로)
박경선(율리아나),
하옥희(글라라) 평화의 모후 Pr. 주님 축복, 생일 축하

김충열(마리아)
김종혁

건강
김광배(요한)
김태순(마리아) 건강, 생일
양은석(스테파노) 박노선

건강 회복

김종덕(마리아) 박남희

서용원(야고버)
한진수
익명

박광희(요안나) 박남희
신안나 친구들
김애란(글라라)  박병학 축생일, 축복
김정용(레안데르),
정완순(세실리아) 

강신정
축 팔순, 건강, 축복

황옥순(안젤라),
이영호(요한) 건강, 축복

윤혜리(세라그레이스) 윤베로니카 축생일 건강 축복

박성진(요셉) 이복순 영육간 건강
서백동(시몬), 
박혜은(릴리안)

서영찬, 
나연숙 가정 축복

박진용(가브리엘),
박진호(미카엘) 신안젤라 졸업 축하, 

주님 은총, 축복
이승원(요한) 정인혜 건강, 축복
박원규(바오로), 
권인택(율리아나) 김성호 가정 축복, 건강

■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3,591 -           교 무 금 $5,195.-   
감사헌금 $660 .
김정용, 정완순 $300.-    익명 $220.-  익명 $140.-
안기호(5)
박종순(5)
송요한(5)
이행복(4)
황정환(4)
서순희(4)
서의수(5)
조광수(5)
김완수(4)

♡ 2015 세계 가정대회 개최:필라델피아 컨벤션센타
일시 : 2015년 9월 22일(화)-27일(주일)
대주제 : Love Is Our Mission, The Family Fully Alive
(사랑은 우리의 사명, 온전히 살아있는 가정)
 5월 주제 :  Light in a dark world  

♡ 각 단체 행사 예산서 제출  
각 단체는 2015년 7월-2016년 6월 행사
예산안을 사무실에 제출바랍니다.   

♡ 주일학교 야외미사
일시 : 오늘(5월 3일) 11:00am-3:00pm
장소 : Ft Wahington  Park Mill Road Pavilion
작년 10월 성당 야외미사 했던 장소
문의 : 김향숙(젬마) 267-261-5551
 

♡고추, 오이, 가지, 호박 등 각종 모종 판매
   일시 : 오늘(5월 3일) 미사 전, 후 성당 앞

♡ 구역장 모임 5월 5일(화) 저녁 미사 후

♡ 성시간 : 5월 7일(목) 저녁 미사 후

♡ 사회복지 기금 마련 골프대회
일시 : 6월 14일(주일)13:00pm
장소 : Melrose Country Club
7600 Tookany Creek Parkway
Cheltenham, PA, 19012
비용 : 1인당 $100.-(기념품, 저녁 제공)
접수: 5월 16일(토)부터
시상식, 저녁식사 : 성당

♡ 재속 프란치스코회 모임
일시 : 5월 10일(주일) 8:15am 온유방

♡ 제대  꽃 봉헌 김정용 $100.-

♡ 푸름회  도네이션 사목회 $520.-

♡특별헌금 - Catholic Home Mission 
    오늘(5월 3일) 미사 중에  Catholic
    Home Mission을 위한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특별헌금 - Catholic Charities Appeal
희망은 믿음과 같이 하느님으로부터의 선물
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집이 없는 자,
약한 자들을 위하여  필라 교구에서 2015년
가톨릭 자선 기금을 모금합니다. 본당에서
는 매달 1번씩 5달 동안 가톨릭 자선 기금을 
모금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5월 모금 일시 : 5월 17일(주일)  

채홍식(5)
김홍길(5)
이길환(5)
김영기(4)
이평일(1-4)
정동근(3-4)
김용민(4-5)
이주산(4-5)
강남운(2-3)

이종원(3-4)
황제운(1-4)
홍길자(4-5)
김대우(1-6)
함창옥(5-8)
김희천(1-6)
이익경(3-5)
박순학(1-12)
김윤상(1-12)



   

   

 
     

         
        윤상원 치과
    치아 이식 수술 및 보철
               (610) 356-9424
      8 St. Albans, Newtown Sq.

주보 제 2015-1021호 2015년  5월 3일

        옷 수선 전문
                     저렴한 가격
        세탁 공장,  드랍스토어, 개인  일감도 받습니다.
                   방아가다 267-255-9052

  필라 한인 상조회
 십시일반,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장례비용을 준비하세요

      Tel:267-241-3421

부활 제5주일(생명 주일)

          

    공인회계사 (CPA)

       박희중, 고현우

       마재진  E.A.

      (215) 782-2121

  그레이스 김 보험
           오바마 케어
           메디 케어
       610-275-6321

     빅센트릭 가전제품
      창고판매 => 시간, $$ 최대 절감
       (김치)냉장고, 세탁기, 오븐, - -
       무료배달, 판매세 없음, 무이자 할부
         443.250.8094/sales@BigCentric.com
        151 Edgemoor Rd, Wilmington, DE

♡ 2015년 홀리엔젤스 본당 피정 안내 
대상 : 사목위원 전체, 각 단체장, 각 구역장
주제 : 봉사자의 자세, 공동체 활성화와 발전
일시 : 6월 6일(토), 5:00pm-6월 7일(주일) 5:00pm
참가 비용 : $50.- (토, 일 식사 포함, 1인실 제공)
장소 : Malvern Retreat House
315 W.Warren Ave. Malvern PA, 19355
접수 및 문의 : 5월 17일(주일)까지 김완수 267-632-7450 

♡ 동북부 M.E. 제 70차 부부주말 안내 
일시 : 5월 23일(토) 7:00pm-5월 25일(월) 5:00pm
장소 : Wyndham Garden Hotel, NJ(Newwark Airport)
신청 : 호텔 예약 관계로 4월 25일(토)까지
문의 : 임라파엘, 오틸리아 C)908-403-7833 
           e mail : seapig63@gmail.com 
 

♡ Qunne  Retreat
일시 : 5월 22일(금)-5월 25일(월) 
장소 : Marian Shrine Retreat House
          174 Filors Lane Stony Point NY, 10980
 Admission $300.-    
신청 마감 : 5월 15일(금)까지
문의 : Dave Lee    iam401k@gmail.com

♡어버이 성서 탈출기 공부 시작
일시 :  매 주일 10시 미사 후(11시) 
장소 : 성당 2층 성가대 옆방
문의 : 김정애 율리아나  610-203-3258

♡ 한글학교  2015-2016 가을 & 봄학기 등록 안내
  등록비 : $100.- 봄학기 & 가을학기 (6월부터는 $120.-)
  점심 : 1명 $50.-  2-3명 $100.-  4명이상 $150.- (가을 학기)
  등록  : 4월 26일(주일), 5월 10일(주일), 17일(주일), 31일(주일)
             지하 친교실, 미사 후

♡ 음악의 밤
토요성가대에서는 5월 성모성월을 맞이하여 성모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성가들과 우리의 노래들로 연주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음악들과 함께 주님께 감사하는 
은혜로운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일시 : 5월 23일 (토) 저녁 8시,    토요특전 미사 : 7:30pm

 ♡ 무료 유방암 검진 안내
일시 : 5월 20일(수) 3:00-7:00pm   
장소 : Mary T. Sachs Breast Center AMH-Schilling Campus 
           Northwood Bldg. 2729 Blair Mill Rd. Willow Grove  
문의 : 강 줄리안나 610-529-5685  
대상 :  40세 이상의 의료 보험이 없는 여성

  
♡ 영수증 모으기 안내
 한아름 3월 영수증 유효 날짜 : 5월 31일(주일) 
   아씨 4월 - 6월 영수증 유효 날짜 : 7월 12일(주일)
 황금성, 아리수, 서라벌, 코리아 가든, 수라, 날마다 좋은집, 
    코리안 바베큐, 상하이, 코코카페, 식당 영수증의 3% 수익이 되오니 
    식당 영수증을 성당 입구 수집함에 넣어주세요

♡성물방 소식 청국장 판매

         아리수
    Korean, Chinese Restaurant
          1002 Skippack Pike, 
          Blue Bell, PA, 19422
          (Tel)215-654-8900

♡ 구역 모임
      Blue Bell : 5월 6일(수) 7:30pm  상하이  267-471-9047

Jenkintown : 5월 9일(토) 7:00pm  허채만 형제 댁 267-312-6887
Huntingdon Valley : 5월 13일(수) 7:00pm  홍콩 킹 뷔페 267-626-6836
Ft. Washington : 5월 13일(수) 7:30pm  정용남 형제 댁 215-619-04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