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례안내  
 

 

합동미사 

10월 31일  11월 7일  

해설 유소정 최광진 

독서 신성이 허선우 

복사 현종한, 김태완 김병규, 민소혜 

선창 성가대 성가대 

반주 박승희 박승희 

평일미사 805 회 

묵주기도 53686 단 

 

 

 화답송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 

○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채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 

○ 주님은 살아 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 

 
 

 

 본당 소식  
1. 겨울 코트 기부 

홈리스들을 위한 겨울코트 나누기 운동을 위해 코트 기부를 받습니다. 

입지않아서 옷장속에 잠자고 있는 코트가 있다면 기부해주세요. 오염되거나 

훼손되어 입을 수 없는 상태의 코트는 기부가 불가능하며, 당장 입을 수 있는 

깨끗한 상태의 성인용 혹은 아동용 코트를 받습니다. 코트는 없지만 기부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신 한번도 신지않은 새 양말(라지 사이즈)를 

기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11월 7일까지 성당 입구 박스에 

넣어주시면 전부 모아서 겨울이 오기 전에 지역 홈리스 센터에 기부할 

예정이니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 주일학교 소식 

1) 교리실 내려갈때 안전 수칙 

날씨가 추워지면서, 미사후에 사제관에 있는 교리실로 갈때 아이들이 막 

뛰어들어가면서 지난주일에 차칫 사고가 날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제관에는 교리실뿐만 아니라 사무실도 있고 신부님의 

생활 공간도 있기에 사제관과 사무실로 들어가는 문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합니다. 아이들과 신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리실로 갈때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문에 들어가도록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인의 날 트렁크-또는-트릿 (All Saints Day 

Trunk-Or-Treat) 

 

11월1일 성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 트렁크-또는-트릿을 합니다.  

교리후 11시40분에 본당앞에서 함께 단체사진 

촬영후 길 건너에 있는 그레이스 병원 주차장에서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트렁크-또는-

트릿이 끝날때까지 차를 움직이지 

못하니, 참여하지 않는 차는 11시 

40분전에 다른곳으로 차를 이동해 

주시거나 끝날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3) 주일학교 스케줄 (Sunday School schedule) 

주일날자 스케줄 Altar2 

10/31/2021 트렁크-또는-트릿 Steven Kim 

11/7/2021  Stella Min 

11/14/2021  Ayn Chung 
 

<전례교리상식 퀴즈> 

신앙을 위하여 순교하였거나 한평생 거룩한 삶을 살았지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익명의 성인들을 공경하는 날은 (             )

이다. (정답은 4면 전례교리상식 본문에) 
 
 

1) 그리스도 왕 대축일                    2) 익명의 성인 대축일      

3) 모든 성인의 대축일                    4) 수호천사 대축일 

 



전례 교리 상식 – 모든 성인의 대축일 
 

가톨릭교회는 11월 한 달을 위령성월로 보내는데 특히 11월 1일은 모

든 성인 대축일로서 하늘에 있는 모든 성인을 기리는 날이다. 

교회는 초대 교회 이래로 눈에 보이는 신앙의 모범으로서, 또한 우리

를 위해 하느님께 빌어주시도록(전구 轉求)하는 바람에서 성인들을 공

경하는 관습을 가져왔다. 

하지만 교회 역사에는 신앙을 위하여 순교하였거나 한평생 거룩한 삶

을 살았지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분들도 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느님만이 그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익명의 성인들도 공경하려는 

생각에서 11월 1일에 모든 성인 축일을 기념하고 있다. 서양에서는 모

든 성인의 대축일 전날 밤인 10월 31일을 '모든 성인의 날 전야'로서 

할로윈 축제를 지내는 풍습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할로윈은 ‘거룩한 

저녁(holy evening)’이라는 뜻이다. 

모든 성인의 대축일 다음날(11월 2일)은 위령의 날이다. 모든 성인

의 대축일 날이 하느님 나라를 완성한 성인들을 기념하는 축제의 성격

이 강하다면 그 다음날인 위령의 날은 연옥영혼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

해 기도하는 날이다. 위령의 날에 모든 사제들은 3대의 위령미사를 집

전할 수 있다.  

우리가 그 공적을 잘 알고 있는 성인들은 물론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

하지 못하는 모든 성인들도 공경을 받는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은 성

인들의 이름을 가진 모두의 축제일이며, 영명 축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인물을 세례명으로 선택해서 영명축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날을 축일로 기념하면 된다. 
 

                                                   교육선교위원회 

 

 

                            지난주의 정성 

[주일 헌금]       

캔톤미사(10/16) 

교중미사(10/17) 

교중미사(10/24) 

특별헌금 

 

 

$ 

$ 

$ 

$ 

   210.- 

   918.- 

   625.- 

   740.-    

[교 무 금]  $    130.- 

 

                                                    총계        $    2,623.- 
 

 

 사귐, 섬김, 나눔의 공동체  

 

(나해) 연중 제31주일 
(2021년 10월 31일)  

 

미사 성직자 교리 및 모임 

평

일 

목 

(19:30) 주임 

신부 

정성훈 

모세 
93moses@gmail.com 

Cell: 216-801-0747 

제대회 기도회 10:30 수요일 

교사회 기도회 19:00 수요일 

주

일 

10:00 

(합동) 

남성 기도회 18:00 화요일 

캔톤 기도회 20:30 수요일 

캔

톤 

19:30 
셋째 

토요일 

종신 

부제 

신철야 

안드레아 
cjshinmd@gmail.com 

Cell: 440-823-3797 

에파타 모임 10:30 금요일 

주일학교 11:30 주일 

 

클리블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주보위원 이승엽 유스티노 seungyup.lee.seungyup@gmail.com 216-308-3870 

 

본당 주소 : 2310 West 14th Street, Cleveland, OH 44113 

  ☏ : 216-861-4630 홈페이지 : www.clekcc.org 이메일: office@clekcc.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