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시전문학원 

BNB  
6$7��$&7��36$7� 

�년 연속 6$7�만점자 배출 
$OO�OHYHO-VXEMHFWV�7XWRU�6SHFLDO 

 

�2IILFH�������������� 
�WWW.BNBACADE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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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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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민(바오로) 교정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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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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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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인 한의원  
  한국산 한약재 처방 

  공진단 경옥고 

  우지섭 다미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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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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우 

김갑순, 이세영, 박영춘 

황준성 안드레아 가정 

이인순 미카엘라 

이재원 다미안 신부님, 장유진 그레이스 

곽희영 미카엘 

정경희 헬렌 

 

변제우님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정석 스테파노 

류정아 아녜스, 조영희 사비나, 장유진, Marina Salazar 

 

장 가브리엘라 

윤정선 마리아 

윤정선마리아 

이순기데레사 

이옥희 안젤라 

가족봉헌 

이인순 미카엘라 

20:00     

천주교 롱 아일랜드 한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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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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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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17, 511 170, 197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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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답송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알렐루야. 

복 음   루카               13,22-30 

영성체송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전례 봉사자 (9/01) 미사해설 1 독서 2 독서 기도  봉헌  복사 

      토   8:00 pm 김성섭 이미경     

    주일  12:00 pm 장미애 이창준 편영숙 N3 S1 성인  

    주일  9:30 am 이향숙 이명훈 박용순 해설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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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8:00 pm 이향숙 류관열 조영희    

    주일  9:30 am 장미애 김태일 김혜영 해설자  학생 

    주일  12:00 pm 이춘희 이창희 이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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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주일) N2구역 식사준비 및 뒷정리 

 9월 01일(주일) N3구역 식사준비 및 뒷정리 

 구역별 다과봉사일정 

◈ 9월 한달동안 미사 후에 순교자 성월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 제단체 모임 안내 
    요셉회   8월 25일(주일) 교중미사 후 친교실 
    안나회   8월 25일(주일) 교중미사 후 친교실 
    구역장모임 8월25일(주일) 교중미사후 도서관 
    울뜨레야  9월01일(주일) 교중미사 후 친교실 
 
◈ 구역별 함께하는 소공동체 모임 
    N3구역 : 8월 25일(주일) 12시 미사 후 친교실 
    N4구역 : 8월 25일(주일) 오후 5시 
                김갑상 바오로,김현영 수산나 댁 

◈ 신자 재교육 안내 

   제목 : 알기쉬운 가톨릭 주요교리 

   일시 : 9월 22일(주일)부터 매주 주일  

           10시50분~11시 40분까지(총 10회기)  

   신청 : 9월 15일까지 사무실 

◈ 2018-2019년 교무금 정산 
    교회 회계년도는 9월~8월까지 입니다. 
    2019년 8월까지의 교무금을 아직 정산하지  
    못하신 교우분들은 사무실로 납입 완료해 주시 
    길 부탁드립니다.  
    8월 18일까지 교무금  납입 현황( 77%) 
    2020년도 교무금 약정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 9월 07일(토)  성모신심미사 10:00 am        

◈ 2019~2020년도 종교교육학교 학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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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당 설립 40주년 기념 미사 

    일시 : 9월 08일(주일) 12시 교중 미사 

            락빌 교구장 주교님 참석 

     미사 후 친교실에서 축하 행사 있습니다. 

     ( 추석 합동 위령미사로  봉헌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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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당 시설 관련 열쇠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오. 

◈ 최희복 베로니카 자매님께서 성모회에 
    오이 1Box를 봉헌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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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시30분(목) 20시(토) 9시30분 12시 교무금 초봉헌 합계 

성모 승천 대축일(8/15) $782.00 ❈ ❈ ❈ ❈ ❈   $  782.00 

연중 제20주일   (8/18) ❈ $246.00 $462.00 $1,334.00 $5,750.00 ❈   $7,792.00 

    미사 참례자 90명 27명 77명 163명 ❈  ❈ 357명 

   교무금 내신 분 
오영섭(4-5) 정초행(5-8) 이창희(3-5) 노인규(7-8) 배수지(7-12) 김묘연(7-12) 이은경(7-8) 

최영수(7-8) 박계영(7-12) 문영순(7-10) 김재학(7-8) 김정헌(3-8) 정진미(5-8) 강성남(3-8) 

김종화(8) 조영희(8) 편제임스 폴(8) 최니콜라스(7-8)  

오늘의 말씀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루카 13,22-30) 
 
                                                                                           조옥진 신부 / 가톨릭심리상담소  
 
   오늘의 복음적 메시지는 “구원(救援)”입니다. 구원이란 하느님 은총의 선물로써 이 세상에서 건안(健
安 : Well-being)하게 살다가 영생(永生 : Well-dying)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
들은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신 구원의 문을 열려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
天命)’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으며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약속되어 있
는 천상 선물입니다. 때문에 이 구원은 외적인 신앙적 신분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
기 위한 자신의 그릇의 모양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신자분들 중에서는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교황님이나, 교구를 이끌어 가시는 주교
님, 그리고 본당을 성장, 발전시켜나가는 신부님들이 보통의 신자보다 구원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 겉형식이나 인간적인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님을 오
늘 복음은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루카 13,30 참조) 
   구원은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내려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은총 즉,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무한한 
조건 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닮아가려는 자세,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
음, 곧 사랑의 생활, 사랑의 실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제2독서 히브리서(12,5~7.11~13)의 말씀처럼 견책으로 훈련받
아 평화의 열매를 맺고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이 좁은 문이란 수월하고 편안하게 안주하
며 그저 세례를 통한 형식적 신앙만으로 구원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또 신앙적으로 특전을 가졌다고 생
각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힘들고 괴로운, 십자가의 길 안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믿
음이 참된 기쁨과 희망을 보장한다는 확신을 갖고 험난하고 비좁은 길을 택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 
주어지는 문이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