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연중 제14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례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느님 나라를 전

하는 데에 몸 바쳐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

가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의 말씀과 평화를 

드러내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도의 

용기와 복음의 자유를 주시기를 청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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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45호 연중 제14주일 ‧ 14th Sunday in Ordinary Time 2022년 7월 3일

사무실

☎ (201) 703-0002 Ext. 1

Fax: (201) 703-7111

martyrsnj@yahoo.com

미  사  안  내 성사

주  일  미  사 (한국어):

특전: 토요일 오후 5시

주일: 일요일 오전 8시, 오전 10시

주  일  미  사 (영어):

주일: 오후 12시

평  일  미  사 :

월, 화, 목요일: 오전 8시 30분

수요일: 오전 10시

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11시 

유아세례: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12시

혼배성사: 결혼예정일 1년 전
           본인이 사무실로 문의

장례예식: 직계 가족 사무실로 문의

병자성사: 위중하신 분을 위해
         본인 또는 직계 가족 
          사무실로 문의

고해성사: 주일, 평일 미사 전

박준용 안드레아 주임신부

☎(201) 703-0002 Ext. 2

노의열 프란치스코 종신부제 

☎(201) 478-0242
성시간

성시간: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입당송 시편 48(47), 10-11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당신 이름처럼 땅끝까지 울려 퍼지나이다. 당신 
오른손에는 의로움이 넘치나이다.

제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6, 10-14ㄷ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 평화를 강물처럼 끌어들이리라.>

화답송 시편 66(65), 1-3ㄱㄴ.4-5.6-7ㄱ.16과20 (◉ 1)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업을. ◉ 
○ 바다를 바꾸어 마른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갔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

○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자애를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 6, 14-18
<나는 예수님의 낙인을 내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복음 환호송 콜로 3, 15.16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복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 1-12.17-20 <또는 10, 1-9>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를 것이다.>

영성체송 시편 34(33), 9 참조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신앙 고백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 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입 당 329

예물준비 217, 221

성 체 167, 164

파 견 450

http://www.rcckm.org


2022년 7월 3일 연중 제14주일

    공동체 소식 

▣ 오늘(7월3일)은 연중 제14주일입니다.
▣ 다음주(7월10일)에 은퇴 사제를 위한 교구청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7월 30일(토) 오후 12시에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7월 17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례부 봉사자 일정표

7/3

(주일)

연중 

제14주일

오전 8시
독서 백문기 루도비코 부부

복사 송덕원 안토니오

오전 10시
독서 진상욱 요셉 부부

복사 박현진 다윗

오후 12시 독서 Joshua Kim

7/10

(주일)

연중 

제15주일

오전 8시
독서 강장원 안토니오 부부

복사 권순재 율리아노

오전 10시
독서 김택 다니엘 부부

복사 함상혁 미카엘

오후 12시 독서 Michaela Shin

우리들의 정성

지난주 미사 헌금  

 특전미사: $305.00     8시미사: $1,249.00      
 10시미사: $1,009.00     12시미사: $256.00

합 계: $2,819.00       2차헌금: $1,275.00

교무금: $5,380.00 

장성희(1-12) 김영수(5-8) 서순석(6-8) 한원차(7-12)
이영석(6) 이승준(7) 권혁경(5-6) 조진형(4-6)
이명옥(7-12) 홍명활(6-7) 오준세(7) 신운영(6)
김성희(7) 신정순(7) 주영조(7) 이호원(7-9)
하태수(1-6) 김종만(7) 허정(1-12)

감사헌금: 한영수, 윤미강

✟ 투병중인 본당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재춘 스텔라 이종천 안드레아 김재홍 바오로
안정순 레아 김예금 안나 최명주 루시아
이정애 로사 김순애 세라피아 방석근 요셉
방종수 마리아 김석모 마오로 김병수 로렌조
안창국 요셉 강옥주 마리아 우인선 마리아

미사 봉헌

7/3

(주일)

연중 

제14주일

특전 ○ 본당 신자들을 위하여 미사봉헌을 올립니다.

8시

● 송재순 데레사(연)/가족
● 최우진(연)
○ 이정우 토마스(생)/이은경 안나
○ 고채옥 요셉피나(생)/유승옥 데레사
○ 강옥주 마리아(생)/유승옥 데레사

10시

● 문송자 크리스티나(연)/문 크리스토퍼 가정
● 조상님과 연옥영혼(연)/김완규 베드로 가정
● 하상호 금구(연)/윤 실비아
○ 사제, 수도자, 성소자(생)/성소후원회
○ 진상욱 요셉(생)/가족

12시 

● 설순임 루시아(연)/강경옥 데레사
● 이준구(연)/이혜전 아나스타시아
○ Richard Yoon(생)/윤 실비아
○ Suzanne Robert(생)/윤 실비아
○ Declan Yoon(생)/윤 실비아

7/4(월)
오전
8:30

● 김문주 그레고리오(연)/강 세실리아
● 박영희 아가다(연)/가족
● 김옥주 요안나(연)/김경옥 마틸다
○ 김상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가정(생)/권미리 프란체스카

7/5(화)
오전
8:30

● 장윤식 요셉(연)
● 김문성(연)

7/6(수)
오전
10시

● 김옥주 요안나(연)/김경옥 마틸다
○ 김희연 안나(생)/주은미 까리따스
○ 서락용 미카엘(생)/김경옥 마틸다
○ 장효순 세례자 요한(생)/장연정 테클라

7/7(목)
오전
8:30

● 김옥순 프란체스카(연)
● 김만규 요한(연)
○ 유영옥 헬레나(생)/신 베드로

7/8(금)
오후 
8시

● 김옥주 요안나(연)/김경옥 마틸다
● 문순일 요한(연)
○ 방성욱 아놀드(생)/방 엘리사벳

7/9(토)
오전
11시

● 서진애 안나(연)
● 김남례 데레사(연)

▣ 토마스 아 켐피스의 “준주성범” 책 소개

“준주성범”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부제에 걸맞게 그리스도인의 
이상을 가장 명확하고 간결하게 나타낸 책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하느님을 섬기며 
사는 삶의 모습이 독자의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마
주하는 고뇌와 번민을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삶에 비추어 풀이해 줍니다.

토마스 아 켐피스(Thomas à Kempis)는 독일의 사상가이자 종교 저
술가이다. 독일 퀼른 부근 켐펜에서 출생하였으며 13세에 네덜란드 데펜
타의 학교로 진학하였다. 학업 기간 동안 라데빈스의 집에 거주하며 그
의 지도 아래 신학을 공부하고 경건하며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 이후 
1399년 아우구스티노회 수도원에 들어가 33세인 1413년에 사제품을 받
았다. 1471년 이 수도원에서 92세의 나이로 선종할 때까지 후진 양성을 
위한 지침서를 쓰는 등 신앙에 대한 설교와 저술 활동을 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준주성범”,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기도와 묵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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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목회 회의

7월 사목회 회의가 취소되었습니다.

▣ 천주의 모친 꾸리아 회의 

일시: 다음 주일 2022년 7월 10일(일), 오전 10시 미사 후 

장소: 카페테리아

▣ 주일학교, 유스그룹 교사 모집

주일학교(K-6th Grade)와 유스그룹(7-12th Grade) 교사를 찾습니다. 

문의: 손 요셉 ☎ 201-316-3005

▣ 8시, 10시 미사 성가대 대원 모집

성가대 대원을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지휘자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문웅 스테파노 (8시 미사) ☎ 201-543-4117

최재호 요한 (10시 미사) ☎ 917-667-0687

▣ 전 성가대 대원 - 성가책 회수 

성가대를 그만두신 분들은 성가책을 사무실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 독서자 모집

미사 때 독서하실 분을 찾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전례부장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박성준 바오로 ☎ 201-923-5660

▣ 성인 복사단 모집

미사 때 복사 서실 분을 찾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단장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박현진 다윗 ☎ 551-206-8899

▣ 12시 미사 성가대 모집

Any students interested in joining 12pm Mass Choir should contact
Sophia Kim ⌧ rcckmchorus@gmail.com

▣ 성모희 소개 

성모회는 본당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각 가정의 어머니

들은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사랑을 

나누십니다. 성모회는 이러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성당에서 행해지는 여러 

행사들의 음식을 정성껏 마련함으로써 성당 공동체의 화합과 친교를 위해 

봉사 합니다.

성모회가 함께 하는 본당행사에는 

1) 새해 설 상차림 & 떡국 나눔

2) 부활절, 성탄절을 위한 판공성사시 손님신부님 식사준비

3) 성모님의 날 음식 나눔

4) 본당의 날 음식 나눔

5) 추석 상차림 & 음식 나눔 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모 회원이 되셔서 이 즐거운 

나눔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모회 신청 또는 문의는 김희연 안나 ☎ 201-600-7404 로 해주십시오.

▣ 오늘의 묵상 (매일미사책 43쪽)

루카가 전해주는 오늘 복음은 ‘일흔 두 제자를 파견하시다’ 이야기
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기뻐하고 자랑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
셨습니다. 일흔 두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
들을 고쳐주고 마귀를 내쫓고 돌아와서 기뻐서 들뜬 마음으로 선교 성
공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
게 복종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
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
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
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
라.” 성패를 따져 선교의 업적에 도취되거나 집착하지 말고, 하느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여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의 독서 이사야서는 ‘예루살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의 재건을 바라보면서 예언자는 하느님의 업적을 시적으로 표현했습니
다. 하느님의 은총 때문에 슬픔에 잠겨 있던 온 백성이 기쁨을 만끽하게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이를 보고 너희 마음은 기뻐하고 너희 뼈마디들
은 새 풀처럼 싱싱해지리라. 그리고 주님의 종들에게는 그분의 손길이 
드러나리라.” 은총을 베푸신 ‘주님 때문에 기뻐할 희망’을 예언했습니다.

오늘의 독서 갈라티아서는 ‘마지막 권고와 축복’ 이야기입니다. “나
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오로가 말했습니다. “사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 창조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뤄진 새 창조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자랑할 기쁨의 원천은 주
님의 십자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화답송 참조)

✙ 사목회 및 단체장 ✙
사목회장 김진오 요한

부회장 박종원 요한

총무
홍혜정 마리아

진상욱 요셉

구역 구역장 연락처

Bergen North 임웅빈 바오로 201-312-7330

Paramus B/Saddle Brook 김현숙 막달레나 201-615-0306

Ridgefield 이영희 모니카 201-527-5707

Ridgewood/Glen Rock 박대성 마태오 720-205-0289

Fort Lee ABC 나진영 안드레나 201-449-6733

Fort Lee D 이영나 글라라 201-923-6486

단체명 단체장 연락처

성령기도회 이은경 안나 973-610-4337

성 빈첸시오회 모태연 루카 201-250-2602

성모회 김희연 안나 201-600-7404

꾸리아 김광일 발렌티노 201-744-6618

연령회 강장원 안토니오 201-478-3520

돈보스코회 심석윤 비르짓다 646-771-2108

재속 프란체스코회 김정수 요셉안드레아 201-388-9864

대건회 권장호 펠릭스 201-925-9387

전례부 박성준 바오로 201-923-5660

성소후원회 최남순 글라라 847-401-2217

mailto:rcckmchorus@gmail.com


변호사 노의열
NY, NJ 부동산, 가게 매매, 이민

☎201-478-0242

김인혁 (요한)공인회계사
460 Bergen Blvd #224 Palisades Park
 ☎ 201)849-5800/917)596-0378
johnkim0831cpa@gmail.com

리아 스킨케어
201-482-8784 김일호 세실리아
팰팍 로데오 플라자 321호

산후 관리 방문 서비스
Mom&Baby LLC

www.mombabycares.com
김선영 소화데레사 ☎ 201)988-3359

가고파 여행사
교우우대 항공료
유 루시아, 김 소화데레사

☎ 201-302-0820

Little Kids Day Care
Palisades Park 

최정희 베로니카 ☎201)786-8885

CJ 택배(포트리한남체인내)
201)805-0870

각종택배/유학생귀국이사전문
무료 픽업 서비스/ Coupo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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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성 범  보 석
The Jewelry Center #54

327 Rt. 4 West, Paramus
☎(201)342-2353 김 리나

 

Rodeo Plaza-225 Broad Ave.#110 Palisades Park
팔팍 로데오 플라자(WOORI BANK 건물내)
201-346-0661/0682 유재흥 엘리아 바오로

영 스 타  부 동 산
주택, 상용건물, 사업체, 콘도, 렌트

뉴욕, 뉴저지 라이센스 소지

신디 장(엘리아)201-543-8897

TERRIE O’CONNOR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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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범 치과
 T.201) 585-0404(Fort Lee)
 T.212) 779-3368(Manhattan)
 info@bryantparkdentalny.com

전경수 교정치과

JSY 잉글우드 발병원
발과 발목에 관한 모든 진료 및 수술, 

응급외상, 통풍, 기형, 무좀

185 Engle St #200, Englewood 201-227-0700

          T.201) 585-9392
 1585 Palisade Ave. Fort Lee, NJ 07024
2 West 46 th Street, Suite 501, New York, 

NY 1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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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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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