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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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s)   혼 인 면 담  3개월 전 사무실로 신청

  PM 5:00 (Youth) 신 앙 상 담  항 시 가 능

 오늘의 전례 

 전례 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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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1일(토)           8시 이미숙 장현기 박순완 김현우 강주은 신승우 신정우 이규선

  5월  12일(주일)        7시
                           1 0시  
                      11시 30분   

김현직
김미해

이진용
주수광

노원진
주민정

정충현 이병헌
김동영 조영진 이태영 신승후 함대희
김현우 김영진 고동후 이대근

강호신
김홍길 강남운 차주삼 Huntingdon   

Valley
  5월  14일(화)          8시              김용석 강호신 이   규 장현범 이혜인 이나나
  5월  16일(목)          8시   이인섭 조인선 이태영 강주은 김영진 박준렬
  5월  18일(토)          8시 이미숙  김대홍  박남미 조영진 김명준 조봄이 이한나 강남운
  5월  19일(주일)       7시  
                            10시        
                      11시 30분

김미해
방남분

신미숙 한형숙 김동영 염정관
정충현 하다윗 주성현 이   규 박인규
이병헌 강주은 이세진 이효근

김홍길
한진수 이규선 김정용

주보 제 2013-914호  주님 승천 대축일 2013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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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관 (215) 548-2304  •  연령회장 : 하동한(아오스딩) 267-616-8899

 부활 시기

입당 성가  : 141 죽음을 이긴   복     음 : 루카 24,46ㄴ-53

제  1독서  : 사도행전 1,1-11 봉헌성가 :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화  답  송  :

제  2독서 :
복음환호송 :

환소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에페소서 1,17-23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영성체송 :

성체성가 :
 

파견성가 :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163 생명의 성체여
161 성체를 찬송하세
137 부활하신 주 예수



기도는 천천히, 성가는 빠르게

             

                     집회서

  원제목은 “시라의 아들 예수의 지혜”
입니다. 초대 교회때 이 성서가 즐겨 읽
혀진 이유로 인해 ‘교회의 책’이라는 뜻
의 ‘집회서’(Ecclesiasticus)라는 이름이 
생겼는데 저자의 이름을 따서 ‘벤 시라의 
지혜’, ‘시락서’, 또는 ‘시라서’라고도 합니
다. 집회서는 율법 준수를 강조하려는 목
적으로 저자가 평생을 두고 연구한 성서
와 자신의 풍부한 경험에 대한 묵상을 쓴 
지혜문학으로 지혜서들 가운데서 도덕적 
교훈이 가장 풍부합니다. 당시 그리스 문
화의 유혹을 받고 잇는 유대인들에게 조
상들의 신앙을 다시 일깨우고 이교 신앙
에 대항하여 민족 신앙을 부흥시킬 필요
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율법의 준수
를 촉구하고, 이스라엘이 진정한 지혜를 

갖고 있음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1) 지혜의 가르침(1-23장) : 모든 지혜의 
원천은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있으며, 참 
지혜는 주님을 두려워함에 있다고 말하
고 지혜를 따르기 위한 율법 준수와 여러 
가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인관
계, 인간의 오만, 부자와 가난한자, 현자
의 행복 등 실생활에 기본이 되는 여러 가
지 생활규범을 소개하고 인간에게는 선
악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어 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2) 지혜의 찬미(24-43장) : 하느님의 첫 
창조물로 묘사된 지혜는 만물의 중재역
할을 하는 인격체로 등장하여 소개되고 
있다. 역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가르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내적 지향
이 없는 거짓 예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
다. 참된 지혜는 율법 안에 있으며 현자들

은 옛 성현의 지혜를 탐구하는 데에 심혈
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 비참과 고통
이 얼룩진 인생사에서 하느님께 온 마음
을 둘 것을 가르치고 있다. 
(3) 이스라엘 선조들에 대한 예찬(44-
50,24절) : 에녹에서 대사제 시몬까지 이
스라엘 역사적 인물에게서 나타난 하느
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느님께 의탁하
였던 구세사의 중요인물인 성도, 판관, 군
주, 사제와 예언자들을 예찬함으로써 하
느님의 위대한 업적을 이야기하고 있다. 
(4) 결어와 감사의 기도(50,25～51장) : 
만물의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신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마지막까지 
지혜를 추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향주덕(向主德)인 믿음, 희망, 사랑

  믿음이라고도 하는 신덕(信德)을 통

하여 우리는 하느님을 올바로 알아보

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도 사도 바오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

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

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해 주신다고 하

였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믿고 고백

하는 우리의 신앙은 하느님께서 계시

해 주신 당신과 진리를 알아듣고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도교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은 부활 신

앙입니다. 우리는 매 미사 중에 “주님

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

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신덕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

리의 구원을 위하여 정말로 죽으셨다

가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

다. 즉,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도 하는 망덕(望德)을 통

하여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에게 궁극

적인 행복을 가져다주는 최고 목적으

로 여기고 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도들은 성자 그리스

도와 성부 하느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갈망하게 되

었습니다. 그러므로 망덕을 통하여 우

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희망을 둘 

분은 주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

을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도달할 곳은 주님이 계신 그곳 뿐입니다.

 사랑이라고도 하는 애덕(愛德)을 통

하여 우리는 하느님과 친교의 일치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복음말씀에

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

십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

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

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

해서는 단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

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

라시는 것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주

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

으로 나날이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애덕은 증진될 것

입니다. 그리고 애덕을 통하여 결국 우

리는 하느님과 합일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여

정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덕행들은 예수님의 부

활부터 시작하여 주님의 승천으로 마

무리되는 부활시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시기까지와 맞물려 우리에게 올바

른 영성생활을 가르쳐 줄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느님께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교인의 영적 여

정은 신덕을 통하여 예수 부활대축일

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

주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하는 데서부

터 출발합니다. 또한 이 영적 여정은 망

덕을 통하여 주님 승천 대축일인 오늘 

우리의 영적 여정의 종착점이 이 세상

이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것을 확인하

고, 하느님 대전에 참여하여 영원한 행

복을 누리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우

리의 영적 여정은 애덕을 통하여 주님

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웃과 하느

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긴 여행이 될 것

입니다.

                     전영준 바오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생명의 말씀

교회상식  교리상식



특
전 연

지향자 봉헌자 지향 내용

신정희(프란치스카) 한찬희
영원한 안식

황순덕(안나) 유승구

오
전

 7
시

연

이말희(마리아), 
강대봉(마르코) 임경화 영원한 안식
오영숙
김군자(젬마) 박요안나 편안한 안식

생

조광수(바오로) 최영숙 생신 축하
김선옥(소피아) 일치의 모후 영명 축일
최은혜(율리아) 부모님 주님 은총, 감사
이상규(프란치스코), 
김영애(프란치스카)

Norristown 
구역 건강, 축복

오
전

10
시

연

김동호(프란치스코) 김항규, 박숙

영원한 안식

강광희(다두), 박복순(마리아) 강남운
김순봉(시몬) 홍길자
이경자(엘리사벳) 가족
최진식 최선희
조만순 서카타리나
이태경(글라라) 양은석
이숙명(글라라) 방아가다
박강수(바오로) 이복연

윤치근(말체리노) 윤정미

공지사항  공동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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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주기도 봉헌 - 5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일반 지향 : 정치인과 법조인
 정의를 구현하여야 할 정치인과 법조인들이  
 언제나 올곧은 양심으로 행동하도록 기도합  
 시다.
 선교 지향 : 신학교
 신학교, 특히 선교지의 신학교들이, 그리스  
  도의 마음을 지니고 복음 선포에 온전히 
 헌신하는 목자들을 양성하도록 기도합시다.
 ♡ 견진 성사 
 일시 : 6월 2일(주일) 10시 교중 미사
 접수 및 신청 마감 : 사무실,  5월 12일(주일)   
 신청비 : 1인 $25.-(사진, 간식 포함)
 교리 일정
 * 5월 25일(토) 9:00pm 이효언 신부님
    그리스도인의 성사생활
 * 5월 26일(주일) 11:00am 하형민 신부님
   견진 성령의 은총
 * 6월 1일(토) 9:00pm 박창엽 신부님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 전례 연습
 * 6월 2일(주일) 10:00am  견진 성사
    염수정 대주교님 집전
♡ 청년 미사 안내
       오늘(5월 12일) 청년 미사는 Mother's Day   
    관계로 없겠습니다.
♡ 다문화 담당 John J. McIntyre 주교님 집전 미사
 일시 : 5월 19일(주일) 오전 10시
♡ 주일학교 첫영성체
 일시 : 6월 9일(주일) 10:00am  
♡ 주일학교 방학식 
 일시 : 5월 19일(주일)

♡ 레지오 단원을 위한 미사
 일시 : 5월 28일(화) 저녁 8시
 레지오 단원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을 위한 미사
 일시 : 5월 30일(목) 저녁 8시(미사후 연도)
♡ 각 단체 행사 계획 및 지출 예산서 제출 
 각 단체장님들은 행사 계획 및 지출 예산서 
  를 6월 2일까지 사무실에 제출 바랍니다. 모  
 든 비용은 체크로 지출됩니다.
♡성령기도회 소식
   * 성령 강림 대축일 축하 기도회
   일시 : 5월 16일(목)  8시 미사 후-자정까지
   초청 사제 : 이경 바오로 신부님
      내용 : 미사, 가르침, 안수                  
   * 성령기도회에서는 성령강림 대축일(5월 
    19일) 매 미사 때 말씀의 두루마리 선물과   
   미사  후 전신자 식사(국수)를 제공합니다.

♡ ME 제 68차 부부 주말 교육
 일시 : 5월 -25일(토) -27일(월)
 장소 : Wyndham Garden Hotel, Newwark, NJ
♡ 재속 프란치스코회 모임
 일시 : 오늘(5월 12일) 8:30am,  온유방

♡ 꾸리아 월례 모임 
 그리스도의 모후 : 오늘(5월 12일) 8:30am
♡ 연령회 모임
 일시 : 오늘(5월 12일) 10시 미사 후, 성당 2층
♡ 한글 공부방 학부모 모임
 일시 : 오늘(5월 12일) 11:30am, 학교 1층

♡ 한글 공부방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일시 : 5월 12일- 6월 2일
 등록 접수 : 주일학교 미사 후 학교 건물
♡ 성당 보수를 위한 도네이션 
 승경숙 $100.-
♡ 2013 가톨릭 자선 사업 기금 모금
 필라 교구에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2013 가톨릭 자선 
 기금을 모금합니다. 다음 주일(5월 19일)
 배부되는 카드에 봉헌 금액을 책정하셔서
 준비된 바구니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오늘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당 뒤에 팜플렛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사 지향 

방무성(5)
서순희(5)
김승만(4)
김재성(4)
승경숙(4)
조광수(5)
이재업(5)
이다이(5)
이종진(5)
서용원(5)
양미란(5)

김승원(1-4)
윤낙훈(3-5)
김창호(5-6)
조영우(5-6)
신안나(5-6)
김형중(1-5)
박영호(5-6)
최원호(3-4)
호선구(5-6)
김경희(3-6)

함태기(5)
이철규(5)
박상필(5)
이달성(5)
권석주(5)
이영석(5)
전연자(4)
윤계중(5)
임경화(5)
이복연(5)
김종태(5)

■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3,232-  성모님께 드리는 봉헌금 $1.593.-
   감사헌금 임성진 $100.-    교 무 금  $4,900.-

 믿음의 유산 $655.-
조광수, 윤낙훈, 김명수, 김종태, 
박상필, 박영호, 김형중

 
오 
전 
 

10 
시

연

지향자 봉헌자 지향내용

홍연순(헬레나), 송좌익(바오로) 장원익

영원한 안식
홍연순(헬레나), 김단순(마리아) 길효영
이윤구(루카), 정옥분(수산나) 이달성
김귀임 한인만

생

김상돈(아브라함) 학사님 강신정 주님 축복
강호신(마티아), 강경숙(멜라니아) 길효영 가정 축복
김웅옥(카타리나) 가정,
이준서(요셉)가정, 박종순(안나) 가정 김경숙 건강, 축복

김완수(토마스), 소미숙(젤마나) 대자 가정축복, 건강

고재원(파비오), 윤금순(데레사) 103위 성인
들의 모후 영육간 건강

서옥희(안나) 서순희
한남순(엘리사벳) 한인만 건강, 믿음
김민지(아그네스)

김향숙
생일,졸업 축하, 

김현진(요안나) 생일축하, 건강
권 율리아나 정우회원 축 생일
서대자 가족 서카타리나 가정 평화
신브라이언(에드몬드) 김율리안나 건강
윤혜리(그레이스) 윤베로니카 축생일, 축복
강성진(마태 오) 이철규 영육간 건강회복
전연자(에리카) 일치의 모후 영명축일 축하
이준화(안토니오) 이선화,가족 생일 축, 건강



   Adams Auto Body
         Tel (215)456-0990
            Cell (267)679-7114
                김성태
    4401 -05 Rising Sun Ave.
    Philadelphia, PA, 19140

     대한 건설
              리모델링
         전기, 플러밍, 마루
     김 시몬 267-467-6122

        광고 게재하실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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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베리안 야생 차가버섯 

              액기스
    피가 살면 생명이 삽니다
          세실리아 215-475-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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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일미사 후 다과 봉사    
    5월 12일(주일) : Huntingdon Valley
    5월  26일(주일) : Warrington

♡ 헌금 봉사 위원 구역   
    5월 12일(주일) : Huntingdon Valley
    5월 19일(주일), 5월 26일(주일) : Warrington

♡  학부모회 쿠폰 판매 봉사(10시 미사 후
     5월 :   K, 1, 12학년 

♡  Van 봉사                   
     5월 12일 : 김석현      5월 19일 : 이인섭   
     5월 26일 : 김완수

주보 제 2013-914호 2013년   5월 12일

 날짜 성경 장 날짜 성경 장

     5월  12일(주일) 집회서 33-35 5월 16일(목)
집회서

46-48

 5월  13일(월) 36-38 5월 17일(금) 49-51

 5월  14일(화) 39-42 5월 18일(토) 이사야서 1-2

 5월  15일(수) 43-45

♡ 금주의 성경 읽기(5월 12일 - 5월 18일)

      QP Pro Hood &  Duct
  Cleaning Systems Inc.

식당 청소 전문
인스팩션 / 보험 커버

215-900-9434,  267-255-9348

주님 승천 대축일

♡ 금주의 영명 축일자 - 축하합니다!  

♡ 구역 모임
   * Cottman & Pennypack : 5월 18일(토) 7:30pm  장소 : 이길환 형제 댁 267-575-8985
   * North Penn : 5월 19일(주일) 5:00pm               장소 : 고재원 형제댁 267-968-2188     
   * Godfrey : 5월 19일(주일) 12:30pm                  장소 : 고향 산천,   김요안 267-205-7052
   * Upper Dublin : 5월 18일(토) 6:00pm                장소 : 이상호(요한) 267-971-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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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2일 젬마  : 김정현, 김연주, 이묘점, 최한일, 유혜자, 김향숙, 하채희
  5월  14일 마티아 : 강호신, 김선욱, 유중현, 이상훈     유스티나  : 김정임
  5월  18일 에릭 : 신영섭                                                    에리카 : 전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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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ly Angels 테니스회 여름 시즌 회원 모집 
 기간 : 6월 1일-8월 31일(총 14주, 매주 토요일 8:00pm-11:00pm)            장소 : 첼튼햄 테니스 클럽 46 E Church Rd. Elkins Park, PA,  
 회비 : 정회원 $150.-, 레슨 받는 분 $200.-(레슨은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문의 : 김창호  484-213-2875   이응곤 215-917-2100 

♡ 무료 유방암 검진 안내
    일시 : 5월 15일(수) 3:30pm 
    장소 : Mary T. Sachs Breast Center AMH-Schilling Campus Northwood Bldg. 2729 Blair Mill Rd. Willow Grove PA  
     문의 : 강 줄리안나 610-529-5685                          대상 : 40세 이상 의료 보험이 없는 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