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례안내  
 

 

합동미사 

1월 15일  1월 22일  

해설 유소정 이혜진 

독서 최성희 허선우, 장이다 

복사 현종한, 김준오 김건우, 유수빈 

선창 성가대 성가대 

반주 박승희 박승희 

평일미사 805 회 

묵주기도 53686 단 
 

 화답송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 

○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 

 

 

 

 

 

 

 

 

 본당 소식  
1. 구정 행사 공지사항 

일시: 1월 22일 미사 후  

구정 맞이 윷놀이 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1월 22일은 한민족의 최대명절인 

설날입니다. 미사 후에 떡국을 함께 나누면서 덕담도 나누고, 구역별 

윷놀이도 할 예정입니다. 한 해의 복을 기원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지고자 

하오니, 많은 신자분들의 참석바랍니다.  

 

2. 주님 봉헌 축일 초 축성 

2월 2일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이날 교회는 전통적으로 일년동안 사용할 

제대초와 개인 기도초를 축성합니다. 그러니 제대에 사용할 초를 봉헌해주실 

분과 개인적으로 사용할 초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본당 사제나 

제대회원(책임:서주희 안젤라)들에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가격은 초값 인상으로 인해 제대초 6불, 개인초 4불이며, 신청 마감은 1월 

15일까지입니다.  

 

3. 주일학교 소식 

주일학교 스케줄 (Sunday School schedule) 

주일날자 (Date) 스케줄 (Schedule) Lector2 Altar2 

1/15/2023   Juno Kim 

1/22/2023 휴교-구정 Ida Chang Subin Yoo 

1/29/2023 Ice Skating  Ayn Chung 

  *주일학교 스케줄은 https://sites.google.com/site/clesakkccss/ 에 가시면 언제든지 보실수 

있습니다. (The link to Sunday School schedule) 
 

 

 

 

 

 

 

 

 

 

 

 

 

 

 

 



교리 상식 – 봉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

여라.” (요한 15,12) 그렇습니다. 우리는 봉사를 통해 하느님께 받은 사랑을 

같은 하느님의 자녀인 이웃에게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

하셨듯이 우리 또한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봉사는 또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다 잘 이해하고 

새겨 볼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대받는 이들, 병든 이들과 함께하시며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

시며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의 본질입니다. 하느

님의 선물을,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대신해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세례나 봉사나 다 하느님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유가 

생기면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나누려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 물질적 여유가 있을 때만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내 이웃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

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봉사하는 사랑의 마음, 섬김의 자세에

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얻고, 그 힘으로 세

상 속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봉사의 자세를 본받아 서로

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났거나 뛰어나서

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셨기에 봉사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머지는 예수

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봉사하면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고,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

면 몸은 설령 힘들지라도 하느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봉사는 결국 이웃을 섬

기고, 나아가 하느님을 섬기면서 하느님과 나를 알아가는 신앙생활의 본체입

니다.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전하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이 바로 봉사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느님의 도구이자 

사랑의 도구로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봉사. 이제 주저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

십시오. 바로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교육선교위원회 

                            지난주의 정성 

[주일 헌금]       

성탄전야미사(12/24) 

성탄미사(12/25) 

교중미사(1/1) 

교중미사(1/8) 

특별헌금 

 

 

$ 

$ 

$ 

$ 

$ 

   436.-    

   820.- 

   826.- 

 1,200.- 

 3,530.- 

[교 무 금]  $  1,900,- 

 

                                                    총계        $    8,712.- 
 

 사귐, 섬김, 나눔의 공동체  

 

(가해) 연중 제2주일 
(2023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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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