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극복을 청하는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코로나에 감염되어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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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총을 

내려주소서.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기도해 주세요 
 
 

 

 

 

김중규 요셉, 알리샤 라우시, 송정옥 프란치스카  

전경순 젬마, 정영숙 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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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시간 
 

목 오후 6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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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민수 11,25-29  

화답송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 

   하니, 모두 의롭네. ◎ 

○ 당신의 종도 이 가르침 익히리니, 이를 지키면 큰 상급 받으리 

   이다. 저도 모르는 허물 누가 아오리까? 숨겨진 저의 잘못 씻어 

   주소서.  ◎  

○ 오만한 자에게서 당신 종을 지켜 주소서. 제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흠 없이 살며, 크나큰 죄악에서  

   깨끗해지리이다. ◎ 

제 2 독서  야고 5,1-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복음  마르 9,38-43.45.47-48 

영성체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 전례 봉사 
 

해  설 오윤정 이사벨라 

독  서 김려흥 요한(1) 한은희 세실리아(2) 

 

† 우리의 정성 
 

주일 헌금 (9/19): $473 
 

교무금: 김재희 (9, 10), 심수연 (1~10), 황정숙 (10) 
 

사제관 건립 기금: 총액 $81,744.32 
 
† 미사 참례자수   
 

목요 미사 (9/16) 12명, 주일 미사 (9/19) 50명 

 

† 알려드립니다 
 

■ 매일미사책 (10 월~내년 9 월)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마감: 10 월 3 일까지.  가격: 45 불 

      신청: 이지연 카타리나 교육부장 

■ 10월 첫째 주 목요일은 미사와 더불어 성시간이 있는 날입니다.    

    성시간은 은혜 풍성한 밤 조배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9/29 (미카엘라): 이나영, 임경미 

9/29 (라파엘): 고현상      9/29 (라파엘라): 고혜윤, 이가영  

9/29 (가브리엘): 이창권   9/29 (가브리엘라): 추미정 

10/1 (데레사): 박숙희, 심수연, 이수지, 유조자 

10/2 (안젤라): 김동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