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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30분 

오후  8시 30분 

성가  
입당 성체 

115 178,   180 

예물 준비 

216 

파견 

118 

전례 봉사자(3/06) 미사해설 1 독서 2 독서 기도  복사 

10:30 am 김현미 자비의 모후 자비의 모후 해설자  

 8:30 pm 이춘희 곽상돈 윤영숙 해설자 학 생 

천주교 롱 아일랜드 한인성당 
                   The  Korean  Catholic  Apostolate    
                                             at  Holy  Name  of  Jesus  Church 



 시작예식과 말씀 전례 

제 1 독서  요엘 예언서        2,12-18 

 화답송 

 ◎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5,20-6,2 

복음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복음 마태오        6,1-6.16-18 

재의 수요일 

      재의 축복과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 

응송 

 ◎ 저희가 모르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뉘우치며 살고자 하오니, 갑자기 죽음을  

     맞지 않게 하시고, 회개할 시간을 주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저희 구원의 하느님, 저희를 도우소서.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구하소서.  

 ◎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적당한 성가도 부를 수 있다.> 

  <신경 없음> 

      성찬 전례 

영성체송    주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은 제때에 열매를 맺으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