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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   늘   의    미   사

이사 2,1-5

       
시편 33(32),4-5.18-19.20과 22(◎ 22 참조)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

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로마 10,9-18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마르 10,35-45

시편 33(32),18-19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
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본당 소

- 연중 제30주일 (전교 주일)
 
+ 찬미예수님

주일 오전 11:00 실시간 미사, 화요일/목요일 오후 7:30 
수요일/금요일 오전 10:00 줌(Zoom) 미사가 봉헌됩니다. 
* 미사지향: 0422 800 414 / 0437 985 777 (메시지 또는 카톡)

* 11월 2일(화) 오후 7:30부터는 대면 미사가 봉헌됩니다.
---------------------------------------------------------------------------------------

- HSC 수험생을 위한 대면 미사
일시: 10월 30일(토요일) 오후 7:30

대상: 11학년, 12힉년
신청: 사무실  

- 11월 위령성월 명부(Remembrance Book)
대상: 올해 새로 올리실 조상님의 기일과 성함
신청: 사무실  

 
- 12월 유아 세례
일시: 12월 26일(주일) 오후 5:00 미사 후

-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

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된 복음서가 “내

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됩

니다. 주목할 점은, 마태오 복음사가가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의미를 지닌 ‘임마누엘’로 소개한다는 것입니다(마태 

1,23 참조). 복음서의 시작과 함께 ‘임마누엘’로 불린 예수님께서 복음

서의 마지막에 당신을 ‘임마누엘’이라고 밝히십니다. 이렇게 마태오 복

음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요 주님이시라고 고

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

니다. 

오늘은 ‘전교 주일’입니다. 선교 사명을 깨닫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

며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들을 교회로 이끄는 것이 전교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

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우리 자신이 ‘임마누엘’이신 예

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가 뿌리는 전교의 

씨앗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

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전교의 시작점

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일에만, 성당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안에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또한 오늘은 전교를 위하여 삶을 봉헌한 선교사와 그들이 활동하는 교회

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과 그들의 공동체를 

기도 가운데 함께 기억합시다.   

(박형순 바오로 신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
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
으로서 받은 선교 사명을 깨닫고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
하고 행동합시다.

- 연중 제29주간 평일 줌(Zoom) 미사 봉헌

BSB No. 062784 ACC No. 100012378
ACC Name Korean Catholic Community Church

Reference 교무금 봉투번호 기입

BSB No. 062784 ACC No. 100012379

ACC Name Korean Catholic Community Pastoral Rev

Reference 1(숫자) 기입

- 교무금(1차) 봉헌금(2차) 송금 안내

* 교무금 (1차)

* 봉헌금 (2차)

주일 영상 미사 조회수 온라인 교무금

597
165, 71, 173, 99, 227, 300, 

318, 216, 62, 50, 29, 210, 220, 
107, 106

 - 지난 주 우리의 정성

 - 사무실 오픈 및 성체 조배 시간 (10월 31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