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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www.stfranciskc.org/email-stfranciskc.org@gmail.com

212.736.8500(EXT 355, 384)

Death and Miser, Jan
Provoost作, 1515-1521

사무실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목)

지도신부

Fr. Andrew Reitz, O.F.M.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 청년미사 : 두 번째 토요일 오후 6시 아래 성당
청년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김성인 미카엘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ofmichael@hanmail.net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지도수녀

김도경 첼레스틴(툿찡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수녀원) ohanleosb@gmail.com

주임신부

제1독서: 코헬 1,2; 2,21-23
입당: 468
가톨릭 성가
◈ 화답송

제2독서:

콜로 3,1-5.9-11

봉헌: 423

성체: 502

○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돋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복음: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루카 12,13-21
파견: 68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만족과 감사를 통한 이탈”

어릴 적 1000원이 있으면 꼭 사고 싶은 장난감이 있었다.
돈을 열심히 모아서 가게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내 눈이
전능하신 아버지,
3000원짜리 장난감에 꽂혔다. 또다시 돈을 모으기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시작했고 조금 더 모으니 이번엔 장난감에 쓰기 보다는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저금통장을 만들고 싶어졌다. 한참 후에 보니 장난감은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구경도 못했고 저금통장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조금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더’가 부른 화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라 했던가? 지금도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가끔씩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나를 본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예수님께서 ‘탐욕’을 경계하라고 하신다. 재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을 보장해주리라
믿고 집착함으로써 하느님과 대적하는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 듯하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재물이라는 우상은 실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다. 큰소리를 내지도 호들갑을 떨지도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않으면서 단지 조용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 더’라는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소리만을 흘려보낸다. 그 소리를 들은 이들은 점점 남의
주머니와 남의 입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먹어도 먹어도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배고픈 사람이 된다.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내 얼굴과 가정 그리고 사회에 점점 웃음기가 사라지지만
여전히 만족을 모른 채 ‘조금 더’를 외치는 우리들이다.
어느 때 보다 더, 자신이 지닌 것에 만족해하며 감사하는
이탈이 필요한 때다. 일상의 작은 만족과 감사에 의한
‘탐욕으로부터의 이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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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경시 및 암송대회 예상문제 - 복음서편”3차
21.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고 산에 오르시어 참 행복 선언을 하십니다. 몇 가지 행복에 대하여 말씀하실까요?
( 5 ) ① 5가지 ② 6가지 ③ 7가지 ④ 8가지 ⑤ 9가지
22. 예수님께서 하셨던 참 행복 선언에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 3 )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
)” (마태 5,8)
①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②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③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④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23. 예수님께서 하셨던 참 행복 선언에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 4 )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
)” (마태 5,9)
①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②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③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④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24.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 2 )
“너희는 세상의 (000) 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000)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마태 5,14)
① 소금, 지붕 ② 빛, 등경 ③ 소금, 등경 ④ 빛, 지붕 ⑤ 소금, 책상
25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 4 )
(마태 5,22)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000)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000) 넘겨질 것이다.”
① 재판, 연옥 ② 재판, 지옥 ③ 최고의회, 연옥 ④ 최고의회, 지옥 ⑤ 형리, 지옥
26. 예수님께서는 “화해하여라”라는 의미로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거기”가 가리키는 곳은 어디일까요? (연옥)
“네가 마지막 한 닢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올지 못할 것이다.” (마태 5,26)
27. 다음과 관련된 계명은, 10계명 중 몇 번째 계명일까요? ( 3 )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마태 5,27-28)
① 3계명 ② 5계명 ③ 6계명 ④ 8계명 ⑤ 10계명
28. 사순시기를 시작하며 가톨릭교회는 이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 기도, 자선, 단식 )
29.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에서, “아버지”는 총 몇 번 나올까요? ( 3 )
① 2번 ② 3번 ③ 4번 ④ 5번 ⑤ 6번
30. 다음에 들어갈 단어는? ( 1 )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000)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마태 6,16-17)
① 기름 ② 유향 ③ 포도주 ④ 누룩 ⑤ 밀가루

암송 구절
11.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마태 5,17)
12.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마태 5,44)
13.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태 5,48)
14.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마태 6,3)
15.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마태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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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기 모 임

Ø축

Ø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친교실 = 다미아노 홀 / 성당 밖 좌측 20m)
Ø 오늘, 양미숙 마리아 자매님이 공동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 봉헌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Ø 울뜨레아 가 11시, 교육관 4호실에서 있습니다.
Ø 학부모회 가 11시, 교육관 3호실에서 있습니다.

◈ 공 지 사 항
Ø 9월 확대회의 안내
대상 : 사목위원, 단체장
일시 : 9월 29일(주일) 11시, 교육관 3층 5호실

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요~

8.1 알폰소 8.3 리디아 8.4 요한마리아비안네 8.8 도미니코
8.10 라우렌시오 8.11 클라라, 수산나 8.14 막시밀리아노콜베
8.15 성모님관련 세례명 8.18 헬레나 8.20 베르나르도
8.21 비오교황 8.23 로사 8.24 바르톨로메오 8.25 루도비코
8.27 모니카 8.28 아우구스티노 8.29 사비나
Ø FYNY 청년회 2019 여름캠프
"젊은이야, 네 젊은 시절에 즐기고 네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여라."(코헬 11,9)
장소 : Iroquois Springs 66 Bowers Rd, Rock Hill, NY
일시 : 8월 16일(금) 오후 7시 성당출발
~ 8월 18일(주일) 오후 2시 (2박 3일)
참가비 : $160(Non-refundable)
문의 : 박승민 토마스 아퀴나스
전화 : 917-842-8318 / 카톡 tomato6
신청서 : https://www.facebook.com/groups/YAGFYNY/

Ø 8월 성경 공부 일정
수요일(방학)
매 주일

오후 2시30분~3시45분
저녁 7시15분~8시30분
오후 1시30분~2시50분

Ø 청년 성서모임, 가을학기 그룹 봉사자 모집
클레어 룸

Ø 한가위 야외 행사, ‘성경경시⋅암송대회’ 안내
한가위를 맞아 말씀 안에서 친교와 일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경 경시⋅암송대회를 개최합니다.
5인 1조(단체는 최소1팀)로 구성해 신청을 받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신자분
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당 공동체는 매주일 주보 간지를 통해 예상 문제와 성경
암송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신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짜 : 9월 8일
장소 : 뉴튼 수도원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연수를 다녀오신 모든 분들은
봉사자 자격이 있습니다. 봉사에 관심있는 분들은
8월 25일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봉사자 : 646.251.4413
부대표 봉사자 : 215.470.8113
Ø 청년 성가대 단원 및 반주자 모집
1. 청년성가대 ‘처음처럼’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청년성가대는 매달 4번째 주일 미사를 담당하며
매주 주일 1시 반에 연습합니다.
2.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매주 주일 오후 연습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음악 전공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박성현사라(카톡: spark31)에게 연락주세요.

Ø 2020년 부활절 세례 및 견진 교리반 모집
기간 : 2019년 9월 22일 ~ 2020년 4월 5일
세례 및 견진일 : 2020년 4월 11일(토)
일시 및 장소 : 매 주일 오전 10:50~12:10/교육관 5호실

Ø 주일학교 ♡ 한국학교 교사 모집
주일학교 문의 : 김가연 크리스티나(347.882.2244)
한국학교 문의 : 김민정 세라피나(stfrancisks@gmail.com

문의 : 김 첼레스틴 수녀 347.834.5784

Ø 동북부 남성 41차 꾸르실료- 봉사자 교육
이상, 순종, 사랑의 기치 아래 3박4일의 교육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다가서는 멋진 여정에 형제님들을 수강자로

Ø 제1회 청장년 성령세미나
일시 : 8월 9일(금) 12pm~11일(주일) 4pm
대상 : 영어권, 한국어권의 청장년
장소 : Marian Shrine & Don Bosco Retreat Center
신청 및 문의 : 김영희 안나(347.665.6696)
$300/1인, $600/4인 가족

모십니다.

-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일시 : 10/24 ~ 27일 / 장소 : 뉴튼 수도원
문의 : 간사, 신부님
* 동북부 남성 41차 꾸르실료 봉사자로 본당에서
민완준 필립보 형제를 파견합니다.
13주간 실시하는 봉사자교육에 기도로 함께해 주세요.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2019년 8월 4일(녹) 연중 제 18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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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l 교무금

$ 2,070

l 감사헌금
l합

$ 100

계

$ 2,170

v 교무금 :
백승훈 민완준 이경자(율) 신윤길 김영숙
이정진 손명희 임금종 주현경 박정자
박기목 김지현 고은경 오인희 박아영

v 감사헌금 : 백승훈
v 꽃봉헌 : $20 노혜영

◈ 미 사 봉 헌
l 연미사

봉헌

박난성 요셉프란치스코

가족, 채 그레고리

이태묘, 이영우

이상홍 스테파노

l 생미사
양미숙 마리아 가족

울뜨레야

이서원 마리로사, 강옥희 캐더린

강 안드레아

전마지 마가렛

전마지 마가렛

“삼일수심천재보 백년탐물일조진
三日修心千載寶 百年貪物一朝塵,
삼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요,
백년 동안 탐한 물질은 하루 아침의 티끌이다.”

◈ 전례봉사
주일
8월 4일

해설
채봉석
그레고리

1독서
김종화
필립보

2독서
제갈경희
세실리아

영어복음
김미화
마리클레어

보편지향기도
윤숙자
루시아

봉헌
민완준
민덕미

복사
신혜정
홍 명

8월 11일

주세정
레이첼

박태서
비오

김민희
세레나

오윤서
글라라

김희진
마르가리타

윤혜연
홍유진

홍 찬
황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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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봉사
이영근 신정묵 이경자(율) 김효진
이경자(벨) 이서원 강호영 이경숙
윤숙자 박정자 채미재 이영혜
신윤길 신애송 박기목 박민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