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

런던한인천주교회

런던공동체 소식
⊙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9월 15일(주일) 교중미사에 위령합동미사로
봉헌합니다. 교중미사 끝에 짧은 연도와 분향
을 합니다..
⊙ 위령미사 지향;
하선욱(프란치스코), 강홍식, 정창남, 강우옥
정순성, 강옥경, 한수열, 원명순, 최치운,
최치복, 김희수(요셉), 송정자, 허순필(사무엘),
배기봉(아브라함), 황원규(사도요한)의조상님
양제승, 김동식(시몬), 김강희(안토니오),
조봉춘, 김마암, 김길봉, 이정례, 이흥석
(어거스틴), 백정애(루시아), 천갑준, 김달순,
최덕희(헬레나), 천상진, 임희순, 오상대,
이상기, 안금순, 나용빈, 허순예, 김영신,
이재호, 김진숙(마르가리따), 최은희, 김용훈
(요한), 이계상(바오로), 김삼성(베드로), 김만순
(율리아), 안추식, 김도용, 정헌용, 박정례,
이경희(플로라), 장석주(미카엘), 김정자
(레지나), 안상득, 이종수, 신성해(마리아),
장태진(토마스), 김대제, 방순정, 곽영자,
이승필, 김옥녀, 김계상(안토니오), 이정숙
(막달레나), 이덕성, 이춘자
⊙ 예비자 교리반
〮예비자 교리 일정: 9월 14일(토)-12월21일
매주 토요일 저녁미사 후
〮세례식: 12월 22일(주일) 교중미사
〮예비자 교리 신청: 사무실 혹은 전교부장
(장은희 모니카 Mob: 07807 123616)
〮신청 마감: 10월 6일 까지
⊙ 본당 바자회
9월 28일에 예정된 바자회는 기증 물품이
적어 준비가 미비한 관계로 내년 봄으로
연기합니다.
⊙
⊙
⊙
⊙

본당신부
본당수녀
사목회장
사무장

찾아오시는 길

:
:
:
:

류한빈 안드레아
이춘화 마리아 글라라
서종호 프란체스코
천상영 알베르토

⊙ 성가대 단원 모집
교중미사에 봉사할 성가대 단원을 모집합니
다. 성가 부르기를 좋아하고 재능있는 분들
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연락처: 김세영 말가리다: 077460720707)
⊙ 제 26차 유럽 한인 울뜨레야
〮일시: 2019년 9월 27일(금) ~ 28일(토)
〮장소: Haus Venusberg, Haager Weg
28-30, 53127 Bonn, Germany
〮주제: 꾸르실료의 영성(너 어디 있느냐?)
〮참가비: 1인실(85€), 2인실(70€)
〮신청: 꾸르실료 간사(이진용 마리스텔라)
⊙ 청년성서 가족 모임 (OT)
성서공부에 관심이 있거나 그 동안 성서
공부와 연수에 참여한 적이 있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서모임을 소개하고, 성서
공부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자리
를 마련하였사오니 성서공부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 10월6일(일) 2:15PM
〮장소 : 시내공소 미사 다과 장소
Milleret House Library
23 Kensington Szuare, W8 5HN
〮연락 : 서민영(세실리아) 카톡mys920908
이메일: minyoungseo1992@gmail.com
유승현(노엘라)
이메일 : seunghyon1225@gmail.com
⊙ 꾸리아
9월 15일(주일) 큰 모임방
⊙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9월 21일: 샘 하지반드 김: 마태오

mariaclara@hanmail.net
jhseo.uk@gmail.com
sychun50@gmail.com

☎ 0208 644 5204
☎ 07547 591 048
☎ 07539 042 286
☎ 07903 347 507

자동차 : Raynes Park역 > 서튼 본당 (10분 소요)
기 차 : Wimbledon역 또는 St. Pancras역 > Sutton Common역 (도보 7분 소요)
버 스 : 뉴몰든역 앞 213번 Sutton방향 종점 하차(Bushey Road)>Sutton green앞
횡단보도>우측 언덕길(All Saint Road)>우측, Benhill Wood Road (도보 1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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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15 Sep. 2019
제 1485호

“사람의 생명은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루카 12,15-21)
오늘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섭리하시고 수확의 기
쁨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웃과 서로 나누며 살아온 조상들의 아
름다운 마음을 본받도록 합시다. 자신을 위해서만 재화를 모으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도 나눔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며 주님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입당 성가】 66
【제1독서】 요엘 2,22-24.26ㄱㄴㄷ
【화 답 송】 성가대
【제2독서】 요한 묵시록 14,13-16
【복음 환호송】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복

음】 루카 12,15-21

【봉헌 성가】 436, 50
【성체 성가】 164, 166
【파견 성가】 416
+ 미사 지향 +

⊙ 연미사: 4면 위령미사 지향 참조
⊙ 생미사: 권혁주(요한 크리소스토모)주교님, 이정분
2019년 교구 쇄신의 해

1

www.londoncatholic.net

한가위

한가위

봉사 안내

오늘은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돌아가신 분들과 만나고, 또 전혀 새로운 자연들과 새삼스럽
게 만나는 한가위입니다.

우리의 정성
【 교 무 금 】 5세대
⊙교무금: £1,710.00
이진성(필립보), 배민영(디모테아)
천상영(알베르토), 김윤구(율리오)
김승태(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일 봉헌금: £507.85 + ₩10,000

【 전례 봉사자 】
오늘처럼 형제 친척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쁨과 형제애를 나누는 이 명절은 사실, 매주일
하느님의 자녀들이 모여 바치는 주일 미사의 반영 같습니다. 이 날은 어려웠던 타향살이,
고생스러웠던 농사일, 땀 흘렸던 노동,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과 나눔의 즐거
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날의 기쁨을 온 가족이 나누면서, 생명을 물려
주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조상과 부모님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효심을 길렀습니다.

특히 유교문화의 전통 속에서 孝를 인간의 근본도리로 삼아온 우리 민족은 명절이면 조상
을 공경하는 차례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차례 상 대신에 지금 우리는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한가위는 이웃과 함께 하는 민족의 축제, 가족과 함께 하는 사랑의 축제. 하느
님과 함께 하는 교회의 축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는 이 뜻 깊은 날에 인생의 추수인 종말의 의미를 상기 시켜주고 있습니다. 인생
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셈 바쳐야 하는가를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제2독서는 수확과 공심
판을 연결 짓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죽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추석의 기쁨
은 고생하고 수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열매인 것처럼, 우리 신앙인도, 마지막 날, 죽음은
인생의 삶의 결실을 거두는 성취의 날입니다.
특히 오늘 복음서의 루카 복음은 재물의 축적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과 죽
음 앞에서 재물의 축적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
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세 가지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는 밭에서 난 소출이 모두 자신의 노력 덕분이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느님 없이도,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
고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몰랐던 거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했습니
다. 그는 모든 것이 하느님 것이고, 하느님의 허락 없이 생명이 단 한시도 붙어 있을 수 없
다는 걸 몰랐지요.

9월 15일

9월 22일

성호선

안진섭

해

설

독

서 정연실, 안기현 김기아, 오미경

봉

헌 오미경, 백은옥 장미쉘, 서민정

복 교 중

민세영, 박한얼 김도형, 윤예나
구수영, 허윤 남수민, 남희민

사 청소년

없음

【안동성소】 한배순(베로니카)
이미옥(아녜스), 권희순(체칠리아)
천상욱(어거스틴), 이진성(필립보)
【까리따스】 이미옥(아녜스),
권희순(체칠리아), 천주영(까리따스)
이진성(필립보)

없음

【 구역 / 단체별 봉사 】
⊙전

례:

9월

선행구역

⊙티

룸:

9월

사랑구역

9월 15일
9월 22일

온유구역
진실구역

⊙ 성당청소:

【미사 참석 인원】

9월 1일 주일미사: 134명
(성인: 105명, 어린이: 29명)

우리는 추석 날 고향의 들녘 앞에서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풍부한 소출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
고에 쌓아 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 먹으라고 주신다는 점입니다.
추석이라는 명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내 잘나
서 지 혼자 사는 생이 진짜가 아님을 깨닫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화해할 수 있는 시간, 감사
할 수 있는 시간,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남은 우리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만나서 손을 맞잡을 수도 없이 그저 쓸쓸히 갇혀 있는 사람들, 그들도 기억해 주십시다. 아
직 남은 이 시간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 한 명에게라도 기쁨이 되어주십시다.
지금 나를 있게 해 주신 모든 조상님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 그의 영혼
을 위해서도 이 미사 중에 기억해드립시다. 아멘.
이영수 신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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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 안내 +

【고해성사】 미사시작 15분전
【레지오. 성경통독】
• 화요일 20:40 은총의 샘, 자비의 모후
• 수요일 10:45 로사리오의 모후, 바다의 별
• 목요일 10:40 샛별
• 금요일 11:10 평화의 모후, 성서통독반
• 주 일 09:45 정의의 거울
• 시내공소: 매 월 첫째 주 일 오후 6시
> 김현준 예로니모 ☎ 07931 526 833
• 옥스포드: 짝수월 둘째 토요일 오후 1시30분 > 조성환 미카엘
☎ 0739 797 5753
• 맨체스터: 비정기적 방문
> 이원준 도마
☎ 07760 486 448
【미사 시간】
• 화요일 오후 08시
• 수목금 오전 10시
• 토요일 오후 06시 (저녁 주일미사)
• 주 일 오전 10시 (청소년 미사): 방학 중
오전 11시 (교중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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