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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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 11:30 (Sunday School)  혼 인 면 담  3개월 전 사무실로 신청

  PM 5:00 (Youth) 신 앙 상 담  항 시 가 능

 오늘의 전례 

 전례 봉사자 

입당 성가  : 25 사랑의 하느님   복     음 : 마르코 10,46ㄴ-52

제  1독서  : 예레미야서 31,7-9 봉헌성가 :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화  답  송  :

제  2독서 :
복음환호송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히브리서 5,1-6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

영성체송 :

성체성가 :
 

파견성가 :

212 너그러이 받으소서 
주님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170 자애로운 예수
161 성체를 찬송하세
19 주를 따르리

    
 

      

일   시 미사해설 제 1독서 제 2독서 복      사 성체 분배 봉사 구역

 10월 27일(토요특전) 8시 이미숙 김성호 정명임 주성현 이태영 장현범 이혜인 이규선

  10월 28일(주일)        7시
                             10시
                       11시 30분

변용천
권혁석

이재업 신안나 하다윗 이   규
김태국 김동영 염정관 이태영 강주은
김명준 신승우 신정우 오승민

장현기
이관수 나선호 강남운 Lansdale

  10월 30일(화)          8시 김용석 김성호 조영진 최민서 조봄이

  11월    1일(목)          8시 이미숙 임경화 이춘섭 이   규 신승우 신정우 최민서
  11월   3일(토요특전)  8시 방남분 김용식 김향숙 이병헌 강주은 고동후 이세진 강호신

  11월   4일(주일)       7시  
                             10시
                      11시 30분

권혁석
김현직

이철규 김정애 김태국 성재용
정충현 김현우 주성현 박인규 장현범
이태영 이재원 이재선 이재욱

장현기
김홍길 이규선 김석현 Lansdale

주보 제 2012-884호 연중 제30주일 2012년  10월 28일

 ‘신앙의 해(Year of Faith)’ -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루카 17,5)



기도는 천천히, 성가는 빠르게

교회상식  교리상식
             

                    위령 성월
    

11월은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의 영
혼, 특히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
을 바치며, 자신의 죽음도 묵상해보는 특
별한 신심의 달입니다.

위령성월의 신학적 근거는 살아 있는 
이들이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이 기도가 죽은 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교
회의 전통교리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모든 성
인의 통공에 대한 교리입니다. 하느님 나
라는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
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된 공동체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시간은 무의미한 것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과 살아 있는 이
들은 이 공동체의 동일한 구성원이 됩니
다.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유대감 안에서 
죽으므로 연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영혼
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
느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성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 하
느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위
령기도와 위령성월은 산 이와 죽은 이의 
통교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두 번째 위령성월의 신학적 근거는 
1245년 제1차 리용 공의회에서 선포된 
연옥에 대한 교리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보통 사람
들이 세례 후에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받으면 죄는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한 죄와 영벌
은 사라지더라도 잠벌은 남게 되며, 이 잠
벌은 보속을 통해서 탕감 받을 수 있습니
다. 이 세상에서 행해야 하는 보속이 있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를 위해 치러야 할 보

속이 있는데, 그 보속을 치르는 곳이 연옥
인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자신도 의식하
지 못한 채 죄를 짓기도 하고, 지은 죄를 
뉘우치거나 사죄받지 못한 채 죽기도 합
니다. 이때 그의 영혼은 하느님 나라에 바
로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그 죄를 씻는 정
화의 장소가 연옥입니다. 연옥 영혼들은 
속죄를 위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
으며, 이러한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와 자
선 행위, 미사 봉헌 등을 통해서 도울 수 
있다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위령성월은 연옥 영혼을 위한 특별한 
시기가 됩니다.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열심한 마음으
로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우들은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여! 보게 해주십시오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신학교 때 

학보사 선배가 나에게 소개해준 감동

적인 글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 감

동에 가슴이 울컥합니다. 그 글을 쓴 헬

렌 켈러 여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

지도 못했던 장애인이였습니다. 사람

들은 장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

의 의지로 성공한 사람을 예로 들을 때 

흔히 헬렌 애덤스 켈러(Helen Adams 

Keller, 1880-1968) 여사를 꼽습니다. 

그녀는 장애를 훌륭히 극복한 현대의 

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가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평생 교사인 앤 셜리반의 도움

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헬렌이 셜리반

을 만났을 때는 7세였습니다. 헬렌이 

어머니와 함께 보스턴의 한 시각 장애 

학원을 찾았을 당시 스물한살의 평생 

교사 셜리반을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

니다. 그러면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말

도 못하는 헬렌이 어떻게 대학에서 공

부를 할 수 있었을까요? 교실에는 앤 

셜리반이 언제나 곁에서 강의를 손가

락 말로 헬렌에게 전해 주고 집에 돌

아와서는 그 내용을 점자로 다시 적어 

읽게 했습니다. 강의 내용은 모두 셜리

반의 손가락을 통하여 헬렌의 두뇌에 

전달되어, 대학 교육의 전 과정을 이수

하였던 것입니다. 헬렌은 깨어 있는 동

안에는 1분 1초라도 아껴서 지식 욕구

를 만족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활동했습니다. 헬렌은 스스로 “일평생

을 하루 동안 살고 마치는 곤충과 같이 

나의 생활은 매우 바빴다. 무엇이든지 

강력하게 바라는 마음만 있다면 반드

시 어떻게든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바르티매오라는 소

경 거지가 예리코의 길가에 앉아 구걸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시력을 되찾고 

그분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 간

절히 청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

다고 면박을 주어도 그는 더 큰소리로 

외칩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

시오.” 우리에게도 이런 적극적인 자세

가 중요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눈먼 

거지의 청을 들어줘 눈을 뜨게 해 주십

니다. 그 소경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

야 살 수 있는 무능하고 불쌍한 사람

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르티매오에게는 

예수님만이 자비로우신 분으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이 있었습니다. 바르티매오는 여러 면

에서 신앙인의 귀감이 됩니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눈먼 소경이기 때문

입니다. 듣고 보고도 못 깨닫는다면 영

적인 소경의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우

리는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그리고 걷

고 뛰고 먹는 일상생활에 대해 별로 의

식하지 못합니다. 큰 어려움이 없기 때

문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일

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언

젠가 우리는 보기가 어렵고, 듣기가 어

렵고 걷고 말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입

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의 순간은 

더없이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우

리도 자주 주님께 다음과 같이 고백하

며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청해야 할 것

입니다. 

  “주님, 저희도 소경입니다. 저희의 눈

을 뜨게 해 주십시오!”

생명의 말씀



오
전

7
시

연

지향자 봉헌자 지향내용

이봉녀(수산나) 이응곤

영원한 안식이숙명(글라라) 김요한

이인한(제임스),
정봉금(이레나) 가족들

윤정숙(마리아) 가족 영혼을 위하여

생

이상순(데이빗),
최천웅(안토니오) 전직 회장단 건강 회복

이말희(마리아) 임경화 주님 은총,
건강회복

오
전 

10
시

연

홍연순(헬레나) 김애란

영원한 안식

강광희(다두), 박복순(마리아) 강호신
정창교(빈센트) 주명자
임명순(말따) 신안나
문두영(베드로) 문혁
정광호(요셉) 서순희

공지사항  공동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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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주기도 봉헌 - 예비신자들을 위하여
 매 미사 전에 묵주기도는 예비신자들을 위  
 하여 봉헌합니다.   
   
♡ 레지오 단원을 위한 미사
 일시 : 10월 30일(화) 저녁 8시
 레지오 단원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실시
 일시 : 10월 28일(주일) 7시, 10시 미사  후
 장소 : 지하 친교실
  
♡ 위령의 날 합동 위령미사
 11월 2일은 위령의 날입니다. 본당에서는   
 합동 위령미사를 다음과 같이 봉헌합니다
 일시 : 11월 1일(목) 저녁 8시 
 미사 후 연도가 있습니다.
 미사 예물은 제대 앞 바구니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 성당  묘지(Forest Hills)에서 위령 미사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  
 며 기도하는 위령 성월을 맞이하여 성당 묘  
 지에서 위령 미사를 봉헌합니다.
 일시 : 11월 3일(토) 2:00pm 
 장소 : Forest Hills, 101 Byberry Rd. 
  Huntingdon Valley, PA, 19116

♡ 성시간
    일시 : 11월 8일(목) 저녁 8시 미사 후 

 ♡ 주일학교 소식
 10/28 : K-6학년 Costume Parade  
 10/28 : 7-8학년 Halloween Hayride

♡ 매일 미사 책 구독 신청
 2013년 매일 미사 책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구독료 : $40.- (성주간 포함)
 신청 마감 : 11월 25일(주일)

♡ '오상의 비오 신부 이야기' 판매
 평화의 모후 기도회에서  남양 성지 개발
 기금 마련을 위하여  '오상의 비오  신부 
 이야기" 를 판매합니다.  
 $15.-(권당)

♡ 성모회 모임
 일시 : 11월 3일(토) 7:00pm
  
♡ 헌화회 모임
  일시 : 11월 1일(목) 저녁 8시 미사 후
  장소 : 인내방
  대상 : 헌화회 회원, 헌화회에 관심있으신 분

♡ 애덕의 모후 꾸리아 월례 모임
 일시 : 11월 4일(주일) 12:30pm
 장소 : 사랑방

♡ Day Light Saving End
  11월 4일(주일) Summer Time이 해제됩니다.

♡ 동절기 야간 방범

     Norristown : 11월 6일(화), 8일(목), 10(토)   
     Landsdale    : 11월 13일(화), 15일(목), 
                         17일(토), 20일(화)
     North Penn : 11월 22일(목), 24일(토), 
                         27일(화), 29일(목)

♡ 신학교 Open House
 일시 : 10월 28일(주일) 12:00pm부터
 장소 : 100 East Wynnewood Road, 
  Wynnewood, PA, 19096 
  문의 : 김상돈(아브라함) 학사님
  267-207-4667

 

     미사 지향 

안기호(10)
이제필(10)
양미란(10)
이연복(10)
이창성(10)

송원규(9-10)
홍순남(7-10)
신영민(9-11)
서태종(1-12)
허삼욱(10-12)

김영기(10)
이희구(10)
홍현표(10)
변영호(10)
이재진(11)

■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3,297.-  
   특별헌금 $1,374.- (Mission Sunday)
  감사헌금  $550.- 
   (김홍길, 김나영 $300.-, 이지철 $200.-,
    허소영 $50.-)
   교 무 금  $2,040-        

 믿음의 유산 $400.-
서순희 서용원  이은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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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지향자 봉헌자 지향내용

한상은(요셉), 오염희 한찬희

     영원한 안식김진용(마티아) 강신정

이윤구(루카), 
정옥분(수산나) 이연복

이숙명(글라라) 이주산 영원 행복

생

이영석(폰치아노) 김향숙 영육간 건강

황나타나엘, 황루이스 한찬희 생일 축하

서옥희(안나) 서순희
건강 회복이익경(도미니코),

추예순(레오나) 강선희

김종덕(마리아) 허용양
건강한 삶

이복남(젤뚜르다) 허성희
신안나

문혁
문철(안드레아)



        광고 게재하실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게재하실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게재하실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석          

                                  
 Remodeling Specialist  for 25 years
                        (H ) 215 -855-4894 
                        (W) 267-918-7437          

Galaxy Wireless, Inc
                      핸드폰에 관한 모든 것                                     

                                         갤럭시에서 도와드립니다                    
                             215-927-3244         

          5626 N. 5th St. Phila, PA, 19120                           
            e-mail : galaxywireless@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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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일미사 후 다과 봉사
     10월 28일(주일), 11월 4일(주일) : Lansdale  
   11월 11일(주일), 11월 18일(주일) : North Penn

♡ 헌금 봉사 위원 구역      
    10월 28일(주일) : Warrington  
 11월  4일(주일), 11일(주일) : Lansdale

♡  학부모회 쿠폰 판매 봉사(10시 미사 후)
     10월 : 10, 11학년            
 11월 : K, 1, 12학년

♡  Van 봉사   
     10월 28일 : 김석현               11월   4일 : 박범수                  
   11월 11일 : 김완수               11월 18일 : 이인섭

주보 제 2012-884호 2012년   10월 28일

 날짜 성경 장 날짜 성경 장

 10월 29일(월)   탈출기 34-36 11월  2일(금)  레위기  9-12

 10월 30일(화) 37-40 11월  3일(토) 13-14

 10월 31일(수)   레위기 1-4
   11월  4일(주일) 

15-18

 11월   1일(목)  5-8

♡ 금주의 성경 읽기(10월 29일 - 11월 4일)

      QP Pro Hood &  Duct
  Cleaning Systems Inc.

식당 청소 전문
인스팩션 / 보험 커버

215-900-9434,  267-255-9348

연중 제30주일

♡ 금주의 영명 축일자 - 축하합니다!  

♡ 구역 모임
     Upper Dublin : 11월 3일(토) 6:00pm                                                 Blue Bell : 11월 14일(수) 7:30pm
  장소 : 홍현표(비오) 형제 댁 484-767-0316                                  장소 : 가야 식당, 구역장 267-307-6567
 Cottman & Pennypack : 11월 3일(토) 7:30pm                                                   
 장소 : 조원덕(베드로) 형제 댁 267-265-9422                    

 ‘신앙의 해(Year of Faith)’ -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루카 17,5)

 10월 28일 시몬 : 김도호,김순봉, 김시몬, 김정욱, 김준수, 김태형, 김   현, 김효성, 김휘재, 박규원,                              
         윤상원, 이상우, 이성배, 이지철, 황제운

다데우스  : 고석종

10월 30일 제노비아 :김복실, 오보람
11월    1일 룻 : 신정희               오스본 : 유기성            린다 : 한수연               만나 : 백순미                          하나 : 정하나

베시아 : 안영숙       주디 : 이주디                진이 : 이진이              요나단 : 김보필, 이규, 인준,   은숙 : 이은숙
가라피스 : 박정준    헨니베리투스 : 은인기 베드로일라 : 김영순   비키 : 비키프랭클린

11월    3일 실비아 : 이미현, 이기선, 장희정, 조순종, 이정연, 안혜성 휴버트 : 이응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