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극복을 청하는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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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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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지혜 7,7-11  

화답송 ◎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 

   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 

   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저희가 비참했던 그 날수만큼, 불행했던 그 햇수만 

   큼 저희를 기쁘게 하소서. ◎  

○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 

   소서.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 

   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제 2 독서  히브 4,12-1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복음  마르 10,17-30 

영성체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입당 24   봉헌 217   성체 175   파견 16 

 
† 전례 봉사 
 

해  설 오윤정 이사벨라 

독  서 최형 베드로(1) 임미카엘라(2) 

† 우리의 정성 
 

주일 헌금 (10/3): $405 
 

교무금: 강석우 (10~12), 문종화 (9), 오윤정 (9,10), 임경미 (9, 10),   

          정정진 (10) 
 

사제관 건립 기금: 총액 $81,764.32 

 
† 미사 참례자수   
 

목요 미사 (9/30) 13명, 주일 미사 (10/3) 46명 

 
† 알려드립니다 
 

■ 10 월은 묵주 기도 성월입니다. 10 월 한달간 미사 시작 10 분 전에  

    묵주 기도 1 단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묵주 기도를 바치고 곧바로   

    코로나 극복을 청하는 기도를 바친 후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 

    다. 

■ 오늘 미사 후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사목위원 및 제 단체장은 모두  

    참석바랍니다.  

 
 

 

 
 

김완희 크리스티나 자매님 환영합니다.  

 

 
 

10/15 (데레사): 김욱자, 이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