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 성심 천주 교회
Sacred Heart of Jesus Parish
주님 수난 성지 주일 2019 년 4 월 14 일 (제 19 회 - 16 호)
주임신부: 최유상 베드로/보좌신부: 류재은 토마스 Aq./전교수녀: 서베르나르도, 김클레멘티나/사무실: 서젬마, 방헬렌/ 관리부장: 김스테파노
사목협의회 회장: 윤종실 루피누스 416.580.5898/부회장: 백의균 미카엘, 최병채 올리비아/ 연령회장: 장우풍 안드레아 416.830.3399(C)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제2장
평신도 사도직의 목표
서론 : 두 가지 질서
5. 그리스도의 구원 성업은 본래 사람들을 구원할 목적을 가졌지만, 현세 질서를 개선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은총을 사람들에게 전할 뿐 아니라, 현세 질서에 복음 정신을 침투시켜
현세 질서를 완성하는 그것이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은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며 교회와 세계 안에서, 영적 질서와 현세
질서 안에서 자기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질서는, 비록 서로 구별되지만, 하느님의 한 계획속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하느님께서는 전 우주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이 창조하실 계획이시며 이 새로운 창조는 이 지상에서
시작하시어 마지막 날에 완성하실 것이다. 신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인 평신도는 이 두 가지 질서에 있어서 동일한
그리스도고적 양심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다해>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입당성가

10

제 1 독서

이사 50,4-7 <나는 모욕을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주님의 종’의 셋째 노래).>

화답송

제 2 독서

필리 2,6-11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Praise to you, Lord Jesus Christ, king of endless glory.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Christ became obedient to the point of death, even death on a cross. Because of this, God greatly
exalted him and bestowed on him the name which is above every name. ◎
복

음

봉헌 성가

루카 22,14-23,5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
119, 216, 210

영성체 성가

163, 154, 151

파견 성가

122

사무실 업무: 월요일 휴무/ 화,수,목 오전 9:00-오후 8:00/금 오전 9:00-오후 3:30/토 오전 9:00-오후 5:00/주일 오전 9:00-오후 2:00
주소: 296 Judson St. Toronto, Ontario M8Z 5T6 Tel 416.259.5601 Fax 416.259.6339
웹사이트: www.shjparish.ca E-mail: shjp@shjparish.ca 주보: bulletin@shjparish.ca 사진제보: photo@shjparish.ca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1 베드로 4:10)
전례 봉사자
이번 주일 미사
4 월 13 일
4 월 14 일

토요 특전 미사 오후 5:00
학
생 미사 오전 9:30
교
중 미사 오전 11:00
청
년 미사 오후 5:00

다음 주일 미사
백승욱 최병채 김성원

4 월 20 일

주 일 학 교
이승재 박경희 권기덕

4 월 21 일

청년전례부

토요 특전 미사 오후 5:00
학
생 미사 오전 9:30
교
중 미사 오전 11:00
청
년 미사 오후 5:00

이창희 던킨정아 정화욱

주 일 학 교
김진동 홍광수
청년전례부

평일미사: 화, 목, 금(사순) 오전 10:00 & 오후 7:00 / 수, 금, 토 오전 10:00 / 고해성사: 미사 15 분전

본당 소식

단체 소식

◎ 전례안내
4 월 16 일(화) 성유축성 미사 오전 11:00
@ St. Michael’s Cathedral
* 오전 10:00 미사 없음.
4 월 18 일(목) 봉성체

◎ 4 월 월례 합동연도
일시: 4 월 16 일(화) 저녁 7:00 미사 후
문의: 장우풍 안드레아 416.830.3399

◎ 파스카 성삼일 전례 안내
4 월 18 일(목) 오후 8:00 주님 만찬 미사
오전 10:00 미사 없음.
4 월 19 일(금) 십자가의 길 오후 2:00
주님 수난 예식 오후 3:00
오전 10:00 미사 없음.
4 월 20 일(토) 부활성야 미사 오후 8:00
세례 및 견진 예식
4 월 21 일(부활대축일) 학생미사 오전 9:30
교중미사 오전 11:00
오후 5:00 청년미사 없음.
◎ 금요일 저녁 미사와 십자가의 길
사순절 동안 금요일 저녁미사와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습니다.
<사순절 십자가의 길 일정 안내>
4 월 19 일 (성금요일): 류신부님 & 청년부
◎ 최유상 주임신부님 사제서품 기념
5 월 8 일은 최유상 베드로 신부님의 사제서품 15 주년
기념일 입니다. 영적 선물을 원하시는 단체나 교우들
께서는 사무실앞에 있는 영적선물 신청서를 5 월 3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목요일, 성금요일 헌금
성목요일 헌금은 빈첸시오회를 통해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쓰여질 것이며, 성금요일 주님 수난 예식에는 특별히
예루살렘 성지 보존을 위한 헌금이 있습니다.

◎ 꼬미시움 월례회의
일시: 4 월 14 일(주일) 오후 12:45
장소: 룸 2
문의: 김진동 사도요한 647.866.8463

◎ 프란치스칸 테이블 푸드 드라이브
캔토마토, 캔토마토 쏘스(파스타 쏘스 제외), 월남쌀,
주방용,세탁용,청소용( Mr. Clean 등)세제들과
야채 구입을위한 현금 $2 이상 도네이션도 받습니다. 위의
물품들은 프란시스 테이블에서 필요로하는 물품들입니다.
기간: 4 월 7 일(주일) - 4 월 28 일(주일)
장소: 친교실 빈첸시오 테이블 옆
문의: 사회복지분과 정숙자 세실리아 647.207.0270
김성원 십자가 요한 647.272.3182
*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 생활성가 교실 개설 안내
4 월 26 일 금요일 오후 7 시에 소성당에서 2 번째 생활
성가 교실을 엽니다.
잠시 세파에 흔들리던 마음을 내려놓고 아름다운 성가와
찬양으로 하느님과 대화와 기도로 그분 안에서 은총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상: 예수성심 성당 교우
문의: 김규문 멜라시오 905.334.6244
◎ 사물놀이 멤버 모집
우리 고유의 문화를 사랑하고 익히며 행복한 삶이 되도록
도와 드립니다. 꾸준한 연습으로 추후 봉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시: 4 월 23 일(화) 예정, 매주(화) 오전 미사 후
장소: 별관
문의: 채 리사 416.616.0620/ 김 아녜스 647.210.1160
* 형제분들의 신청도 환영합니다.
◎ 파티마 성모님 고리 기도회
한달에 한번, 가정에 성모성심 성화를 모시고 묵주기도를
바치는 고리기도회에 교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및 안내: 공미숙 글리체리아 416.418.3502
백혜경 아녜스
905.467.1705

◎ 신용조합 소식- 정기총회 개최
한인 천주교회 정관 제 8.04 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기총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일시: 4 월 24 일(수) 오후 6:00
장소: 토론토 성김안드레아 천주교회 1 층 친교실

구역 소식
◎ 1 구역 1 반 연도 및 반모임
일시: 4 월 27 일(토) 오후 6:00
장소: 룸 1
문의: 이승재 라우렌시오/ 김진숙 비비안나
905.580.3100
◎ 4 구역 2 반 모임
일시: 4 월 26 일(금) 오후 8:00
장소: 10 Dewitt Road, Etobicoke
문의: 김석주 대건안드레아/양용기 소피아
647.878.3690
◎ 9 구역 2 반 모임
일시: 4 월 26 일(금) 오후 8:00
장소: 3475 Sanderling Cres Mississauga
문의: 오상열 안드레아, 추성은안젤라 905.607.8302
◎ 9 구역 3 반 모임
일시: 4 월 27 일(토) 오후 5:00
장소: 2942 Hammond Rd., Mississauga
문의: 이용철 마르티노 905.823.1463
◎ 10 구역 3 반 모임
일시: 4 월 26 일 금요일 8 시
장소: 2939 Kingsway Dr., Oakville L6J6R9
문의: 최영 애디/최은하 아나스타시아 647.222.4645
◎ 10 구역 4 반 모임
일시: 4 월 24 일(수) 오후 7:30
장소: 166 Stillwater Cres., Waterdown
문의: 유종덕 프란치스코/장호재 글라라 416.455.9488
주일 점심 준비: 빈첸시오회 “소고기 무국”

우리들의 봉헌
주일 헌금 $6,459.15
교 무 금 $1,850.00
7 14 17 102 115 122 133 194 214 223 228 257 265
276 283 285 292 496 300 302 350 356 367 411 494
520 528 536 542 552 584 585 599 616 661 673 698
701 734 835 848 864
감사 헌금 MASH 피정($113.35), 성목요일($50),
부활($60)
기타 헌금 지붕수리(임마누엘 성경통독반 $300)
ShareLife($1,035), 빈첸시오회비($500),
꽃봉헌(#31 $100, #496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