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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안내 미사 안내 성사 및 교리 

* 주임 신부: 이재원(다미안) 
  

  Rev.Jae Won Lee (Damian) 
               ���-���-���� 
  
  
  
* 평협 회장: 이명훈(벨라도) 
               ���-���-���� 
  
  
  
* 사무실   ���-���-���� 

주일미사 :��토  오후 �시 �저녁주일미사� 

                일  오전 9시 30분�학생��영어미사 

                    교중미사 낮 ��시 

 

평일미사 : 수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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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221, 512 158, 198 15 

제 1 독서   예레미야서             38,4-6.8-10  제 2 독서    히브리서                      12,1-4 

화답송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알렐루야. 

복 음   루카               12,49-53 

영성체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전례 봉사자 (8/25) 미사해설 1 독서 2 독서 기도  봉헌  복사 

      토   8:00 pm 이향숙 류관열 조영희    

    주일  12:00 pm 이춘희 이창희 이영희 N2 Q1 성인  

    주일  9:30 am 장미애 김태일 김혜영 해설자  학생 

 전례 봉사자 (8/18) 미사해설 1 독서 2 독서 기도  봉헌  복사 

      토   8:00 pm 이은화 곽상돈 윤영숙    

    주일  9:30 am 김혜영 이재만  조영희 해설자  학생 

    주일  12:00 pm 이창희 이창준 편영숙 N2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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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담당 봉사내용 

 8월 18일(주일) N1구역 식사준비 및 뒷정리 

 8월 25일(주일) N2구역 식사준비 및 뒷정리 

 구역별 다과봉사일정 

◈ 8월 한달동안 미사 후에 성체를 모시고 (가톨릭  
   성가책 앞면)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  제단체 모임 안내 
    사목회   8월 18일(주일) 교중미사 후 도서관 
    요셉회   8월 25일(주일) 교중미사 후 친교실 
    안나회   8월 25일(주일) 교중미사 후 친교실 
    구역장모임 8월25일(주일) 교중미사후 도서관 
 
◈ 구역별 함께하는 소공동체 모임 
    N2구역 : 8월 18일(주일) 오후 5시  
                이연호 레오비노 댁  
    S2,S3구역 : 8월 18일(주일) 오후 5시  
                   편효범 바오로 댁  
    N3구역 : 8월 25일(주일) 12시 미사 후 친교실 
    N4구역 : 8월 25일(주일) 오후 5시 
                최현갑 알베르토,헬레나 댁 

◈ 2018-2019년 교무금 정산 
    교회 회계년도는 9월~8월까지 입니다. 
    2019년 8월까지의 교무금을 아직 정산하지  
    못하신 교우분들은 8월 중 사무실에 납입 완 
    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월 11일까지 교무금  납입 현황( 75%) 

◈ 2019~2020년도 종교교육학교 학생 모집  
   종교교육학교는 롱아일랜드 한인성당의 유치부 
   부터 12학년들을 위해 종교교육 수업을 시작합 
   니다.  해당 학년의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님은 
   필히 신청서와 안내문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1 주일학교 
   ▶ 학사일정: 2019년 9월 15일~ 2020년 6월  
   ▶ 미사 : 오전 9시 30분 
   ▶ 교리수업 시간 : 주일 10:30am~11:25am 
   ▶ 신청 대상 : 본당에 교적을 둔 신자 자녀 
   ▶ 등록기간 : 8월 11일~ 9월 1일까지  
       - 9월 1일 이후 등록시 $10 추가 
       - 신청서 교부,접수 : 주일 12시 미사 후 친교실  
   ▶ 등록비 : 첫째 $50. 둘째 $40. 셋째 $0. 
       문의 : 주일학교 교감 김창식 스테파노, 사무실 
 
2. 2019~2020년도 한국학교 등록안내 
   ▶ 입학대상: Pre-K(만4세),유치부-10학년(K~10th) 
   ▶ 수업 시간 : 주일 11:30am~1:30pm 
   ▶ 등록접수 : 모집 인원 선착순 60명 
                  (종교학교 등록학생에 한함) 
       접수기간 : 8월 11일(일)~ 9월 1일(일) 
   ▶ 학비 : 첫째 자녀 250불, 둘째 200불, 셋째 150불 
       문의 : 한국학교교감 장미애 안나, 사무실 
 
3. 학생 복사단 모집 
   ▶ 대상 : 3학년 이상 첫영성체 한 학생 
               교리교육 등록시 따로 신청서 작성 요함 
 
4. 학부모회 
   종교학교 등록 학생의  
   부모님은 학부모회에 자동 
   으로 가입됩니다. 
    

◈ 한가위(추석) 합동위령미사 안내 

    9월 08일(주일) 12시미사만 있음 

    우리의 고유 명절인 한가위(9/13)를 맞이하여 

    하느님께 감사하며 먼저 세상을 떠난 조상님과 

    부모,형제,친척과 은인들,불쌍한 연옥영혼들을   

    기억하는 합동위령미사 로 봉헌합니다. 

    - 미사 신청 : 사무실 

▶ 미 동북부 남성 제41차 꾸르실료 수강자 신청  
  - 일시 : 10월 24일(목)~10월 27일(일) 
  - 장소 : 뉴튼 분도 수도원 
  - 접수 마감 : 10월 08일(화) 
  - 문의 : 간사 강승호 미카엘 917-822-0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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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주일 (8/11) $277.00 $321.00 $1,361.00 $6,685.00 $750.00   $9,394.00 

    미사 참례자 30명 55명 178명 ❈  ❈ 263명 

   교무금 내신 분 

김철수(8) 최소정(7-8) 김애자(8) 황준성(8) 문조야(7-8) 이윤순(7-8) 진경희(5-8) 박한식(8)  

김윤정(6-8) 김창식(7-8) 강재룡(7-9) 전호진(5-8) 유달송(7-8) 정명희(5-8) 지용한(7-9)  

이영숙(5-8) 김선경(7-8) 이성희(8) 박윤자(7-8) 이기림(1-8) 이순옥(7-8) 나정길(7-8)  

문만래(7-12)이명훈(7-8) 강동규(4-8) 

감사헌금 

$00.00 

 ❈ 

오늘의 말씀 

열정적인 삶보다 한결같은 삶이... 
 

                                                                                                                     서현진 신부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저는 어릴 때 시골이 좋았습니다. 아궁이에 불 때는 냄새며, 논에 푸른 벼가 자라는 청량함, 밤하늘 평
상에 누워 바라본 쏟아질 듯한 별들까지, 사실 그 무엇보다 일찍 돈 벌겠다고 도시로 상경한 막내아들의 
손자인 저를 마냥 예뻐해 주신 할아버지 때문이었는지 모릅니다. 
   손자가 이뻐 만들어주신 썰매도, 망이 커서 들고 뛰기만 해도 잠자리가 다 들어오던 잠자리채도, 손수 
대나무 살을 낫으로 베어 만들어 주신 커다랗고 잘 날던 방패연도 모두 아름다운 기억입니다. 그런 할아
버지는 제가 신부 2년차 때에 하느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간 시골 작은 방
에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벽만 보신 채로 제게 “신부님, 할아버지 하늘나라 가는 
길이니까 잘 가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등을 보며 눈물 한 방울 안 흘려도 사람
이 온몸으로 슬퍼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날개 잃은 새의 모습을 보는 듯했습니다. 열여섯 
동갑으로 결혼하셔서 여든여섯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70년을 부부의 연으로 사신 그분들을 보며 
이런 물음이 들었습니다. ‘늘 좋았을까?’ 70년의 시간이 주는 세월의 힘이 할머니의 등 뒤에 얹혀 있었고 
그 이듬해 할머니도 할아버지 곁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타오르길 원하셨던 불꽃이 성령에 의한 결단이든 사랑에 의한 불꽃이든 사실 늘 타오르
지 못하는 저를 바라봅니다. 마냥 부끄러운 게으름에도 저를 사랑하시던 할아버지처럼 늘 우리를 사랑하
시고 자녀로 부르시는 그분을 믿고 희망합니다. 그래서 찾지 않아야 할 것은 찾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잃지 않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지 않으시면 짙은 죄의 어둠 속을 뒹구는 어
린아이일 뿐임을 잊지 말자 합니다. 오늘 제2독서의 말씀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 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라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열정적인 삶보다 한결같은 삶이 더 아름답다.” 
 
- 어느 식당에서 본 글귀로 저의 강론의 마무리를 갈음합니다. 



   입시전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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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리 강 보험 & 사회복지서비스 
 

오바마 케어 / 에센셜 플랜 

어린이 건강보험 

메디케이드 / 메디케어 

노인 사회 복지 서비스 

생활 상담, 등등 

Kelly Kang     ������������ 

배근일 내과 
 

(일반 내과 전문의) 
 

718-358-3151 

154-08 Northern Blvd.  2 Fl. 

Flushing,  NY 11354 

꾸미지오 헤어클럽 
 

210-05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Tel.718.279.0111 

폴 킴 & 모니카 차 

 
 

자동차, 주택, 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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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환영합니다 

토니 윤 ��세바스챤 � 

메디케어 시니어 플랜 전문 

메디케어 추가혜택 

가입��변경�무료상담  

 써니 림 
7HO������-���-���� 
������������-���-���� 

(-PDLO��VXQQLHNOLP#JPDLO�FRP� 

조재민(바오로) 교정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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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어장횟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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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한국식 중화요리 

넌  짜장  난  짬뽕 
연회석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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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문제 연구소 
(창립 1973년)  

가정문제상담(부부, 개인, 가족) 

가정법,  이민법 

516-605-2605 
소장 레지나 김 (무료) 

* 다께 횟집 * 
 

한국식 횟집,  한식 전문 

파티 음식 주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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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NE
(Acupuncture) 

646-206-8276 
이태희 알로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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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 Hair Salon  
황금 미용실 

(롱아일랜드 한양 샤핑몰 ) 

수/목 뿌리염색 . 파마 Big 세일 
����3ODLQYLHZ�5RDG 
+LFNVYLOOH��1<������ 

������������������������� 

  예인 한의원  
  한국산 한약재 처방 

  공진단 경옥고 

  우지섭 다미아노 
                       7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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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창동 순두부  

베이사이드 지점  * 
각종 모임 및 경조사 대접 

70석 단체 룸 완비 

가격 만족! 서비스 만족! 

220-05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Tel : 718.224.8889 

 

 오늘의 미사 지향 

 연미사 
영혼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봉헌자 

생미사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봉헌자 

09:30     

12:00 

 

 

오샘 리디아 

변제우 

 

정순임 비울라 

이세영 

가족 봉헌 

황준성 안드레아 가정,강경숙 헬리아, 

성가대, 윤경애 안나 

한기순 카타리나 

Q1구역 

이재원 다미안 신부님, 김주영 비오 

김준현 프란치스코 

박세순 요한, 박권호 야고보, 이희경 요한 

정태임 젬마 

김영만 요셉, 정명희 크리스티나, 정태임 젬마,

윤민영 세레나,박금희 세레나, 송재은 세레나 

박권호 야고보, 로즈마리 가정 

조영희 사비나 

김두환 스테파노 

요셉회 

하늘의 문 

송재은 세레나 

 

N4 구역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