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교 롱 아일랜드 한인성

690 Woodbury Road  Woodbury,  NY 11797 
Office Tel: 516-921-3333    Fax: 516-921-3334    E-Mail:   likcc01@gmail.com   Homepage:  www.likcc.org 

 2019년 7월 07일                                                         연중 제14주일                            제 2061호            

성당 안내 미사 안내 성사 및 교리 

* 주임 신부: 이재원(다미안) 
  
  Rev.Jae Won Lee (Damian) 
               516-728-2770 
  
  
  
* 평협 회장: 이명훈(벨라도) 
               917-349-3473 
  
  
  
* 사무실   516-921-3333 

주일미사 :  토  오후 8시 (저녁주일미사) 

                일  오전 9시 30분/학생, 영어미사 

                    교중미사 낮 12시 

 

평일미사 : 수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8시 30분 

성모신심미사 : 매달 첫째 토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45분 

 고해 성사 :  미사 20분 전 

 유아 세례 :  희망일(사전 접수) 

 병자 성사 :  위급하기 전 연락요망 

 혼인 성사 :  6 개월전 상담 

  

성가 
입당 봉헌 성체 파견 

16 215, 216 198, 502 426 

제 1 독서   이사야서                66,10-14ㄷ  제 2 독서    갈라티아서                   6,14-18 

화답송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알렐루야. 

복 음   루카               10,1-12.17-20 

영성체송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전례 봉사자 (7/14) 미사해설 1 독서 2 독서 기도  봉헌  복사 

      토   8:00 pm 김혜영 박용순     

    주일  12:00 pm 장미애 배근일 이영희 N1 N6 성인  

    주일  9:30 am 김성섭 이재만 최인옥 해설자  학생 

 전례 봉사자 (7/07) 미사해설 1 독서 2 독서 기도  봉헌  복사 

      토   8:00 pm 장미애 김태일 김혜영    

    주일  9:30 am 이은화 김창식 이정수 해설자  학생 

    주일  12:00 pm 김혜영 이창준 조유순 N1 N6 성인  



    예비자나 전입자는 선교분과위원의 안내를 받아서 성당 사무실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공지를 원하는 경우 수요일 오후 3시까지 사무실에 공지 요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공동체 소식 

 본당 소식  2018~2019년도 종교교육학교  

 

 

 

 

▶ 방학입니다. 

    즐거운 여름 방학 되세요! 

 

날짜 담당 봉사내용 

 7월 07일 (주일) N5구역 식사준비 및 뒷정리 

 7월 14일 (주일) N6구역 식사준비 및 뒷정리 

 7월 21일 (주일) Q1구역 식사준비 및 뒷정리 

 7월 28일 (주일) S1구역 식사준비 및 뒷정리 

 8월 04일 (주일) S2,S3구역 식사준비 및 뒷정리 

 구역별 다과봉사일정 

◈ 주일 오전 미사 안내 

    7, 8월 방학기간 중 주일 오전 9:30분 미사는 

   일반미사로 봉헌합니다.학생들이 주일 미사에 참 

   석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 7월 한달 미사 중에 ‘자비송, 대영광송, 주님의  

    기도, 거룩하시다’를 노래로 하지 않습니다. 

 

◈ 7월 20일(토)  신부님께서 2019년 북미주 성령 

    대회 참석으로 저녁 미사 없습니다.(사무실 휴무) 

 

◈ 7월 한달동안 미사 후에 사제를 위한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  제단체 모임 안내 

    울뜨레야 7월 07일(주일) 교중미사 후 친교실 

    꾸리아    7월 14일(주일) 교중미사 후 도서관 

    사목회    7월 21일(주일) 교중미사 후 도서관 

    요셉회 & 안나회  

                7월 27일(주일) 교중미사 후 친교실 

◈  본당 40주년 기념 스마트폰 사진 콘테스트 

    - 주제 : 내 가까이에 계시는 주님을 보았다. 

    - 응모기간 : 8월 15일까지  

    - 작품수 : 신자 1인당 3점 까지  

    - 폰사진 촬영 후 원본(Full)파일을 카카오톡 

      631-614-2386이나 카톡아이디 Likcc40 혹 

      은 본당 이메일로 전송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당 게시판 참조하세요. 

◈ 제 1회 Family Day Camp 
    일시 : 7월13일(토) 11:00am 

    장소 : Blydenburgh County Park 
            Veteran’s Memorial Highway,  

            Smithtown, NY 11788 
    회비 : 어른 10불(대학생 포함) , 학생 무료 

    문의 : 총무 장창호 미카엘 (917-687-0487) 
    *행사준비 관계상 인원파악을 해야하니  

    신청 서둘러 주세요.  

               

◈ 2019 미동북부 성령대회 

    - 일 시: 7월 20일(토) 9:00 am ~ 9:00 pm 

              7월 21일(주일) 9:00 am ~ 5:30 pm 

    - 장 소: Felician University  

              262 S. Main St. Lodi, NJ 07644 

    - 참가비 : 40불(토-점심,저녁/일-점심식사포함) 

    - 신청 마감 : 7월14일(주일) 

    - 신 청: 성령기도회(김성숙 루시아) 

◈ 2018-2019년 교무금 정산 

    교회 회계년도는 9월~8월까지 입니다. 

    2019년 8월까지의 교무금을 아직 정산하지 못 

    하신 교우분들은 8월 중 사무실에 납입 완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월 말까지 교무금  납입 현황( 61%) 



 :사무실 업무 시간:  주 일 = 오전 8시30분~오후 4시 30분              수 =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      

                               목  = 오후 6시30분 ~오후 10시 30분            토 = 오후 6시~오후 10시                   

지난주 우리의 정성 20시(토) 9시30분 12시 교무금 초봉헌 합계 

연중 제13주일 (6/30) $339.00 미사없음 $1,372.00 $4,110.00 $00.00   $5,821.00 

    미사 참례자 27명 ❈ 207명 ❈  ❈ 234명 

   교무금 내신 분 

윤승태(8) 김병천(6) 김일도(5-6) 이홍철(6) 이승혁(6) 이규호(4-8) 최기완(6) 최니콜라스(6)  

한미영(6) 편효범(1-6) 정경희(4-6) 장창호(3-8) 최영수(4-6) 김종화(6) 지용한(4-6)  

최기석(4-6) 

감사헌금 

$00.00 

 ❈ 

오늘의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우학 유스티노 신부 / 이주노동자사목 

 

   저는 이주노동자사목을 맡고 있는 신부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와 같은 노동상담과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매 주일 외국인들과 그들의 언어로 미사를 봉헌합니다. 소임

을 맡은 지 이제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먹고살기 힘든

데, 왜 외국인까지 신경써야하냐”라는 불만들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한국 사회의 ‘우리’라는 벽이 참 높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우리’나라, ‘우리’민족, ‘우리’가족, ‘우리’동료. 

한국 사회에 수많은 ‘우리’들이 있지만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그들’이 있습니다. 마치 유령과도 

같아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듯 취급되며, 때로는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경계 밖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외국인이니까 감당해야 한다

는 박대, 외국인들 때문에 경제가 빈곤해진다는 근거 없는 혐오 속에서 우리 외국인 친구들은 오늘도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친구들에게 이주노동자사목은 ‘우리’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합니

다.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이 땅에도 하느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노력

합니다. 

   이 땅에서 이주민으로 사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집트에서 난민 생활을 하셨던 예수님을 기억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로 향하는 여정 중에 있는 이주민임을 기억합니다.  

   ‘그들’도 분명 ‘우리’ 하느님 아버지의 가족, ‘우리’ 하느님 백성입니다.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느끼지

만 그들도 분명 ‘우리’입니다. 같은 하느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와 같은 하느님의 모상들입니다. 그들

도 분명 살아 숨쉬고, 다치면 아프고, 기쁘면 웃고, 소외받으면 슬퍼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사회의 문이 넓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의 범위가 너그러워지기를 희망합니다. 

좁은 의미의 ‘우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핍박받는 이들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아버지 

이시기에 분명 이러한 희망이 헛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 됨의 성령께서 ‘그들’과 ‘우리’사

이에 있는 벽을 허물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입시전문학원 

BNB  
SAT, ACT, PSAT  

5년 연속 SAT 만점자 배출 
All level-subjects Tutor Special 

 

(Office) 631.858.2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