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백삼위 한인 천주교회
   Roman Catholic Church of The Korean Martyrs
    585 Saddle River Rd., Saddle Brook, NJ 07663 
  ☎ 201-703-0002, Fax: 201-703-7111 www.rcckm.org

주보 제1629호 하느님의 자비 주일 2020년 4월 19일

사무실

☎(201) 703-0002 Ext. 1

Fax: (201) 703-7111

martyrsnj@yahoo.com

미  사  안  내 성사

주  일  미  사 (한국어):

토요일: 오후 8시(특전)

주일: 오전 8시, 오전 10시

주 일 미 사 (영어) : 

주일: 오후 12시

평  일  미  사 :

월, 목 : 오전  6시 30분

화, 금 : 오후  8시

수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11시  

병  자  성  사: 위중하신 분

혼  배  성  사: 결혼예정일 1년 전

                미리 연락

고　해　성　사: 미사시작 20분전

               (월요일, 목요일 제외)

유  아  세  례: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 토요일

박준용 안드레아 주임신부

☎(201) 703-0002 Ext. 2

노의열 프란치스코 종신부제 

☎(201) 768-8290

성시간 및 기도회

성시간 및 성체현시: 매월 첫 금요일

                     오후 8시 미사 후

성소자를 위한 미사: 매월 첫 목요일 미사

성령기도회: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미사 후

성 김대건 한국학교

Saddle Brook ☎(201) 703-0002 Ext. 5

Fort Lee ☎(201) 227-1113

입당송 1베드 2, 2 참조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여라. 너희는 그 젖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 42-47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화답송 시편 118(117),2-4.13-15ㄱㄴ.22-24(  1)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나를 밀치고 밀쳐 쓰러뜨리려 해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네. 의인들의 천막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과 구원의 환호 소리.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제2독서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1, 3-9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20,29 참조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9-31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영성체송  요한 20,27 참조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 

▣ 오늘(4월19일)은 하느님의 자비 주일입니다. 
▣ 매주일 미사는 일요일 오전 10시에 생방송 될 것입니다. 

성당 웹사이트에 유튜브 링크 공유 되었습니다. 
▣ 미사신청은 우편으로 받습니다. 미사지향, 봉헌자 

성명, 봉헌자 전화번호를 선명하게 쓰시고 체크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한 다음 
사무실에서 확인연락 할 것입니다. 

▣ 신자 분들께서 이미 바치신 미사지향은 예정대로 
봉헌되고 있습니다. 

 투병중인 본당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영숙 마리아 정재춘 스텔라 박종한 요한
이종천 안드레아 김재홍 바오로 안정순 레아
문송자 크리스티나 김예금 안나 황희선 발렌티나

미사 봉헌

4/19

(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특전 ○ 본당 신자들을 위하여 미사봉헌을 올립니다.

8시

● 정영채 토마스(연)/가족 
● 김문성(연)/김 데레사
● 이수은 레나타(연)/최정영 유리안나
○ 정수지 엠마(생)/가족
○ 이마리아 가정(생)/이지영 크리스티나

10시

● 문준식 미카엘(연)/김하영 수산나
● 본당의 모든 연령(연)/본당 연령회
● 권종윤 스테파노(연)/권미리 프란체스카
● 김문성(연)/최용화 안나
● 이윤해 베드로(연)/이영애 레지나 

12시
● 수잔 프랑소아(연)/후로렌스
● 글로리아(연)/가족 
○ 본당 사제(생)/하은숙 카타리나

4/20(월)
오전
6:30

● 김문성(연)/김 데레사
● 수잔 프랑소아(연)/후로렌스
● 글로리아(연)/가족 
○ 본당 사제(생)/하은숙 카타리나

4/21(화)
오후
8시

● 김문성(연)/김 데레사
● 수잔 프랑소아(연)/후로렌스
● 글로리아(연)/가족 
○ 하명열 아오스딩(생)/하은숙 카타리나
○ 유병숙 마리아(생)/윤효정 소피아

4/22(수)
오전 
10시

● 김문성(연)/김 데레사
● 황의강 야고보(연)/김미연 소피아
○ 김경옥 마틸다(생)/김경옥 마틸다
○ 권미리 프란체스카(생)/익명
○ 김준호 제노(생)/김경옥 마틸다

4/23(목)
오전
6:30

● 김 카타리나(연)/가족
● 김문성(연)/김 데레사
● 수잔 프랑소아(연)/후로렌스
● 글로리아(연)/가족 
○ 하명열 아오스딩(생)/하은숙 카타리나

4/24(금)
오후
8시

● 김문성(연)/김 데레사
● 수잔 프랑소아(연)/후로렌스
● 글로리아(연)/가족
○사제서품 준비하는 뉴왁교구 부제님들(생)/하 카타리나
○ 조방자 보나(생)/윤효정 소피아

4/25(토)
오전 
11시

● 김문성(연)/김 데레사
● 수잔 프랑소아(연)/후로렌스
● 글로리아(연)/가족
○ 이요셉 가정(생)/익명
○사제서품 준비하는 뉴왁교구 부제님들(생)/하 카타리나

▣ 2020년도 주보광고 모집 안내

▷ 새로 광고를 시작하실 분은 사무실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ueen of Heaven, rejoice, alleluia.

 ● For He whom you merited to bear, alleluia.
 ○ Has risen, as He said, alleluia.
 ● Pray for us to God, alleluia.
 ○ Rejoice and be glad, O Virgin Mary, alleluia.
 ● For the Lord has truly risen, alleluia.

 ┼ Let us pray.
O God, who gave joy to the world through the Resurrection of Thy 
Son, our Lord Jesus Christ, grant we beseech Thee, that through 
the intercession of the Virgin Mary, His Mother, we may obtain 
the joys of eternal life. Through the same Christ our Lord. 
◎ Amen.

This is one of four Marian antiphons, with following versicles and prayers, traditionally 
said or sung after night prayer, immediately before going to sleep. It is said throughout 
Eastertide. That is, from Easterday to Pentecost, the seventh Sunday after Easter. The 
Regina caeli is also said in place of the Angelus during Eastertide. (EWTN)



 사목회 및 단체장 

사목회장 방성욱 아놀드

부회장 박훈규 안토니오

총무
김인혁 요한

진성민 레지나
 

단체명 단체장 연락처

성령기도회 김광일 발렌티노 201-744-6618

성 빈첸시오회 모태연 루카 201-250-2602

성모회 홍혜정 마리아 201-282-1084

성소후원회 권순녀 마리안나 973-214-7033

꾸리아 홍덕현 안드레아 201-328-6112

대건회 권장호 펠릭스 201-925-9387

울뜨레야 홍경표 크리스토퍼 718-490-2606

연령회 하은숙 카타리나 201-654-1279

실로암 박명철 다데오 201-206-9006

돈보스코회 김유리 레지나 973-796-6252

재속 프란체스코회 이순자 헬레나 201-741-7901

교육부/RCIA 진상욱 요셉 646-285-5110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코로나19 사태 해결 위한 기도

성모 마리아님,

언제나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저희의 길을 밝혀 주소서.

병자의 치유이신 성모님,

늘 굳은 믿음을 간직하시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하셨으니

저희도 성모님께 의탁하나이다.

저희의 구원이신 성모님,

갈릴래아 카나에서처럼

이 시련의 때가 지나고

다시 기쁨과 축제의 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거룩한 사랑의 성모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몸소 저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저희의 슬픔을 떠안으시어

저희를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에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변호사 노의열
NY, NJ 부동산, 가게 매매, 이민

☎201-478-0242
460 Bergen Blvd #224 Palisades Park  
 ☎ 
johnkim0831cpa@gmail.com

www.mombabycares.com

Palisades Park 
최정희 베로니카 ☎201)786-8885

201)805-0870
각종택배/유학생귀국이사전문
무료 픽업 서비스/ Coupon $5

가고파 여행사

☎ 
중앙 자동차 정비 NAOM 나옴 미술학원

명문미대 Portfolio, 입학상담
2011 Lemoine Ave #202, Fort Lee

Paul Nam ☎917-750-5196

Since 1991
NJ STATE INSPECTION

431 Broad Ave, Leonia, NJ
☎ 201-944-0836 박 요한

뉴져지 가톨릭 성물센터
성물,신앙서적&카페

생태마을 청국장가루 판매
110 W Palisades Blvd., Palisades Park, NJ

윤마가렛 ☎201-658-4446

36 Water Street, Jersey City
☎ 201-373-1004

이창순 안드레아

김 마리아(피아노)
맨하탄 음대 석사
☎ 347)924-0622

김 글라라(플륫)
피바디 음대 석사
☎ 201)657-1802

블링블링 보석
324 Broad Ave, Palisades Park
☎201-592-0177,  201-873-3424

장훈식 가브리엘

김 성 범  보 석
The Jewelry Center #54327 Rt. 4 West, Paramus☎(201)342-2353 김 리나

 

Global Realty Investment LLC
주택,상용,매매,투자,신개축 상담
고용하(필립보), 강영수(도밍고)

☎ 201-535-0198
yonkoh@gmail.com

김태익 건축사
각종설계, 인테리어디자인, 허가, 감리

www.architaeik.com
☎ 201-819-4120 김 스테파노

REMAX 부동산
주택*상가 매매

 Julia Shin(율리아)/신창균(미카엘)
☎ 201-894-0001

팔팍 로데오 플라자(WOORI BANK 건물내)

의료기기인증/기적의 미용, 건강지킴이
인체에 유해한 전기분해가 아닌 자연 필터 방식

영 스 타  부 동 산
주택, 상용건물, 사업체, 콘도, 렌트

뉴욕, 뉴저지 라이센스 소지

신디 장(엘리아)201-543-8897

신 루피나 (JUDY SHIN) 201-233-3685 

 ALLENDALE, RIDGEWOOD, MAHWAH,

 RAMSEY, SADDLE RIVER 전문

박 종 효  소 아 과
44 Sylvan Ave(9W), Englewood Cliffs 박종효 토마스 

☎ (201) 242-1002

  T.201) 585-0404(Fort Lee)
 T.201) 779-3368(Manhattan)
columbiadentalnynj@gmail.com

웨인 임프란트 치과
330 Ratzer Rd, Suite C-22, Wayne
Jason 서 루카 ☎ 973-696-5258

www.better-teeth.com

JSY 잉글우드 발병원
발과 발목에 관한 모든 진료 및 수술, 

응급외상, 통풍, 기형, 무좀

15 Eagle St 202, Englewood 201-227-0700

강동호 척추통증
척추측만증전문의

Scoliosis Expert
1577 Center Ave.Fort Lee,NJ

201.585.5045
DoctorScoliosis.com

김진상 3S 교정치과
김 진상 빈센트

669 Broad Ave Suite 102, Ridgefield, NJ 
☎201-840-1123, 732-287-1223

          T.201) 585-9392
 1585 Palisades Ave. Fort Lee, NJ 07024

10 East 40th St. Suite 2105, New York, 
NY 10016

 Live Healthy 한아름 약국
  하채희 (젬마) 하정석 (요한) 남매 약사  
 가족을 모시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처방전과 미국, 한국 약품들 취급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및 모든 보험 취급

(201) 943  8787 
321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릿지필드 H-Mart 매장안 위치) 

월요일 ~ 토요일 9:30 AM  9:00 PM 
일요일 9:30AM - 8:00 PM (365일 오픈) 

대규모조문객 성당연도에 최적(200~500명)
한인 비석 (한인 정서에 꼭 맞는 비석 전문)

Westwood/Totowa/Paramus/Rockland
Cemetery 및 미동부 타주

손한익 NJ State F.D. 201)602-1911
59 Main St. Ridgefield Park & Cliffside Park

 뉴저지 원조 장의사

 

(201)313-0777
1601 Palisade Ave. Fort Lee 07024

동방그릴 건너편
Mgr. 김제니 FD(NJ Lic.4695)
     김기호 FD(NJ Lic.3970)

하봉호 어거스틴 공인장례사
809 Broad Avenue, Ridgefield
129 Engle Street, Englewood

Tel: 201.945.2009  Fax:201.945.5073
www.centralfuner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