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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늘   의      전   례  Ω     미사시간안내 
 

입당성가 
 

제1독서 
 

화      답      송 
 
 
 
 
 
 
 
 
 
 
 
 

제2독서 
 

복음 
환호송 
 
 

복                     음 
 

봉헌성가 
 
 

성체성가 
 
 
파견성가 

 

♪   24   내   맘의   천주여 
 

   지혜서   6,12-16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단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 
○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참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을   생각하고,   온밤   지새우며 
당신을   묵상하나이다.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 
 

   1테살로니카서    4,13-18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마태오    25,1-13 
 

♪   212   너그러이   받으소서 
♪   512   주여   우리는   지금 
 

♪   151   주여   임하소서 
♪   501   받으소서   우리마음 
 
♪   59   주께선   나의   피난처 

   주일미사 
 
 
   토요저녁 
   평일미사 

오전7시   –   회관 
오전   9시   –   회관 
오전10:30분   –   본당   교중미사 
오후7시   –   회관   (특전미사) 
화/수/목/금/토   오전7시   –   본당 

Ω     성   사   안   내 

   고해성사 
 
   성체강복 
   병자성사 
   병자영성체 
   유아세례 
   혼배성사 

회관   –   매   미사   전 
본당 – 셋째, 넷째 주일미사     
전 
매월 첫 목요일 오후7:30    
회관 
사무실에   수시   신청 
매월   첫째   화요일   오전8:30 
사무실에   수시   신청 
결혼      6개월   전   신청 

Ω     사무실   및   회관   이용  

   월요일 
    화/수/목/금/토 
    주         일 
    전         화 
 
   F   A   X 

휴무 
오전8시   ~   오후9시 
오전6시   ~   오후3시 
213-389-3142 
213-389-1029 
213-380-8293 

Ω     사제관   및   수녀원 

   사   제   관 
 
    수   녀   원 
 
사목회장 
연령회장 
 

Rev.   Frank   Hick 
김창신(아오스딩) 
(213)389-5494 
임수정(다미안)   (213)389-3147 
박종선(호스틴)   (213)389-3147  
김경자(헬레나)   (213)500-6440  
김경곤(프란치스코) 
(213)249-6556 

 
“기도안에서   친교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    기도해요!   함께   –      미사   참여하기,      가정기도   바치기,      가족   안수하기  

 

 
“전례동작의   의미     ” 

  
         전례   안에서   함께   행하는   동작들은   회중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하느님   백성이   되도록   공동체의   마음을 
일치시켜   줍니다.   동작이나   자세라고   하면   몸의   움직임만을 
생각하는데,   넓은   의미로   행위   외에도   보고   듣는   것과 
침묵까지도   포함됩니다. 
         우선,    ‘서   있는   것’ 은   주의를   기울이고   깨어   있는   자세,   곧 
준비,   감사,   존경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요한   묵시록에는 
승리자들의   감사   자세가   서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앉는   것’ 은   듣고   배우는   자세,  
‘무릎   꿇는   것’ 은   겸손과   통회의   자세,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이는   것’ (절)은   예의를   갖추거나 

축복을   받는   자세이며,  
‘엎드리는   것’ (부복)은   완전한   겸손과   간절한   애원의 

자세입니다.   특히   부복의   자세는   사제   서품식과   수도자 
서원식   때   합니다. 
          ‘행렬’ 은   믿음을   공동으로   증언하는   행위로   무엇보다   순례 
여정을   표현하는데,   사제가   입당할   때,   부제가   복음집을   모셔 
갈   때,   신자들이   예물을   봉헌할   때,   영성체할   때   이뤄집니다. 

‘침묵’ 은   참회   행위와   각   기도의   초대   다음에,   독서와   강론 
다음에,   영성체   후에,   거룩한   예식에   앞서서   합니다.  

미사   때   행하는   동작과   자세들은   이러한   의미를   지닌 
행위들입니다. 

<가톨릭   평화신문   인용>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의사가 없어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슈바이쳐(Albert Schweitzer 1875∼1965)는 모교인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청강생으로 의학을 공부한 후 19
13년에 적도 아프리카(지금의 가봉공화국)로 떠났습니다.  
슈바이쳐는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삶 
중에서 3가지를 포기했습니다. 첫째는 심취했던 바하의 음
악을 포기했고, 두 번째는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대학교수
직을 포기했었고, 세 번째는 풍요롭고 안락한 자신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한 후 적도 아프리카
의 오고웨 강변 랑바레네에 병원을 설립하여 자신의 모든 것
을 바쳐 그들을 위해 병을 고쳐주고 영적인 구원을 위해 복
음을 전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슈바이쳐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것으로 갚아주셨습
니다.  
슈바이쳐는 그토록 심취했던 바하의 음악을 포기했었지만 
바하 협회는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연주회를 아
프리카에서 열어주었고 대형 오르간을 선물했습니다. 또한 
존경과 명예가 뒤따르는 교수직을 포기했었지만 하느님께
서는 그를 평생 동안 강의할 만한 강의 시간을 단 일년 동안
에 모두 허락하셨습니다. 안식년을 맞아 귀국한 그에게 대학
마다 앞 다투어 초청해서 그의 강의를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
다. 그리고 자신의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을 포기했었지만 그
가 저술한 자서전을 비롯한 많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자신의 선택한 삶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어서 그 마음에 충
만한 기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관심을 두지만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비워졌는지에 관심을 두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
에 깨끗한 빈 그릇이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릴 통해 주님의 일
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   호식   바드리시오   신부   글   중   발췌 

 
 

안국보험 
213)386-3737  
안국보   요셉 

오바마케어,   메디케어   파트 
C 

 
STATE   FARM 

보험 
(213)365-2071  
그레고리   김 

3580   Wilshire   Bl.   #130   LA 

 
천하보험 

(714)537-5000  
이영로   요한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보험 

 
시니어   메디케어 
수잔강 보험 

(213)435-2990  
오바마케어   HMO 

한인회관1층(981   S. 
Western) 

 
은퇴연금 
생명보험 

(213)321-8787  
이한주   마태오 

은퇴플랜,자동차,   사업체  
IRA   &   401(K)   메디케어 

 

한국장의사 
LA   (323)734-5656 

놀웍/세리토스(562)868-078
8 

30년전통의최저비용 
노하우서비스 

 
대한장의사 

(213)700-1788(C) 
(323)731-4040(B) 

이   미카엘 

 
LA교구묘지 
&   장례보험 

(213)842-8366 
김진숙안나(Jean   Kim) 
www.CatholicCM.org 

 
이경희 (바오로) 
이민전문변호사 
(213)385-4646 

3435   Wilshire   Bl.   #1110 
LA   (에퀴터블   빌딩 ) 

 
오신석 

CPA(세금보고) 
(213)822-2226 

3435   Wilshire   Bl.   #1040 
LA   (에퀴터블   빌딩) 

 
안진환(Tony) 

CPA 
안토니오&스텔라 

2140   W.   Olympic   Bl.   #508 
                                    (213)344-9137 

(213)380-5070 

 

LA   VOCE   PHIL 
유스   오케스트라   &   합창단 

(213)905-0093   마리   문 
비영리단체   대통령   봉사상  

리더쉽   제공 



 

      인사해요!   반갑게   –      내가   먼저   인사하기,      세례명   부르기,      가족   대화하기 

†    전례   봉사자   

금주   봉사자   (11월12일) 다음주   봉사자   (11월19일) 

 오전7시   미사 교중미사 오전7시   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이상태 안국보 한순옥 이윤옥 

제1독서 유재경 최병선 이상태 유일선 

제2독서 이지은 최인자 원석미 유진숙 

복                           사 양길만 김준웅      김진표      이상균      홍관표 김진율 김준웅      노광영      김진표      홍관표 

예물봉헌  이인복      이부자  안국보      안수영 

성혈분배 
서효경      김미나 
김미숙      남정은 

차춘자      홍숙자      윤성희      최현숙 
조자경      이윤옥      서현옥      한영숙 
이강숙      이예선      이명순      이형숙 

안수영 

김민정      서효경 
원선희      한형연 

이예선      윤성희      한영숙      조가경 
최인자      박희정      박은영      최현숙 
엄영희      홍숙자      추희자      이강숙 

이형숙 

 
          †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본당) $3,453.00 

교   무   금              
감신디 강복례 강수종 강정숙 강현옥 고명주 고정희 고진광 곽경옥 
길명희 김계숙 김교숙 김국태 김금안 김기순 김기태 김길자 김만수 

주   일   헌   금 
(회관) $1,818.00 

김부자 김선일 김숙령 김영길 김영일 김옥선 김용택 김유순 김은숙 
김응수 김정완 김정호 김진표 김창현 김철성 김현기 김혜림 김혜숙 
김혜자 김호성 김화랑 김화순 김흥일 남기남 문보배 민경환 박경자 

감사헌금 $1,550.00 박년명 박문화 박성기 박순희 박인숙 박헬렌 백병숙 변규호 변정균 
사공협 서영숙 성낙향 손순형 손영수 손영준 신정순 신죠앤 심남섭 

성소후원금 $10.00 심상선 양득순 양승용 양철홍 엄익희 우희정 유정식 유정여 유정자 
윤월계 윤희병 이경재 이경호 이광호 이금주 이길훈 이동원 이명수 

교무금 $8,525.00 이승자 이양자 이재호 이창순 이청자 임길순 장은식 장흥순 조성현 
조순자 조용환 조춘옥 주용호 지난옥 채아선 최미자 최병석 최병수 

광고 $900.00 
최운희 최형숙 추건호 하대성 한기택 한문경 한을남 허민 허수  
허안나 홍순구 홍준선 황정수 황정희 황종성     

합계 $16,256.00 
감사헌금 변규호 백성기 송지영 익         명 한문경   
성소후원금 곽경옥       

 
 

신세계백화점/고
전방 

(323)732-7263 
공예품/삼단요/이불/한복전

문 
3150   W.   Olympic   Bl.   LA 

 
웨스턴도마칼국수 

(323)871-1955 
한식   분식   일체 

429   N.   Western   Ave.   LA 

 
정화식품(직수입) 
생태마을   청국장   가루 

213-749-1001,   500-4707 
1001   San   Julian   St.   LA 

90015 

 
친정김치 

맛있는   친정엄마의   손맛 
시온/한남/가주/플라자   마켓 
김   아오스딩   213-623-7088 

 
시에라   호스피스 

(213)700-6989   박영심 
(213)422-6087   Dr.   김요셉 

사랑과   섬김으로   보살핍니다 

 
TBS   복사기 

김   앤드류 
(213)500-6010 

리스      /   렌탈   /   구입 

 
산모홈케어 

(213)365-0022 
출장산후조리 

www.sanmohomecare.com 

 

한스전자 
(323)732-7131,7132 

TV세탁기냉장고등각종가전
제품 

1200   S.   Western   Ave.   LA 
 

불란서안경 
검안과 

(213)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3104   W   Olympic   Bl.   LA 

 
금강안경   검안과 
(213)384-1001(LA) 
(714)530-1001(GG) 

요셉   &   루시아(ME   21차) 

 
결혼해듀오 

(213)383-2525 
이   세실리아 

3000   W.   6 th    St.   #317   LA 

 
리나헤어 
한카타리나 

(213)386-7726 
(213)255-1936 

2528   W.   Olympic   Bl.   #105 
LA 

 



      생명 ・ 환경사랑   –      일회용품   줄이기,      남은   음식   TO   GO,      머문자리   깨끗이 

 

† 본   당   소   식  
Ω    금주   및   차주   단체모임   (   회관   ) 
 
 

금주   (11월   12일) 

성모회 꾸리아  

차주   (11월   19일) 

연령회 성서봉사자   모임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Ω     주보   공지   안내   :   매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사무실 
 

 
Ω   위령성월   전신자   피정 
             일                     시   :   11월   14일   (화)   9:40am   –   3:00pm 
            장                     소   :   성   바실   성당   지하   강당 
            강                     사   :   이인국   바오로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교수) 
                                                               최대제   로베르트   신부님   (   강의   및   파견미사   ) 
            주                     제   :   아름다운   죽음   (   Well   –   dying   ) 
 
Ω     세례식   (   평일   예비자   반   ) 
         일         시   :   11월   25일   (토)   7:00pm특전미사   중 
 
Ω     학부모   교육 
         일            시   :   12월      5일   (화)      오전   10:00~12:00 
                                                   12월   12일   (화)      오후      7:00~   9:00 
         주            제   :   자녀와의   대화법  
         장            소   :   회관   경당 
         신            청   :   11월   26일   까지   사무실  
 
Ω   성바실   친선   골프대회 
         일                     시   :   2017.11.18.   (토)   10am 
         장                     소   :   위티어   내로우   골프코스 

연      락      처   :   310-800-6474   /   213-407-2333 
참가신청   :   11월   12일   까지 

 
 

† 남   가   주   소   식  
 
Ω   통신으로   배우는   신학과정 
자         격   :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평신도와   수도자 
접         수   :      2017년   11월   13일   ~2018년   2월   9일 
http://ci.catholic.ac.kr 
 
Ω   제   36회   남가주   한인   추수감사절   합동   미사 
         일         시   :   11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엘도라도   팍 

주         차   :   오전   10시   이전   입장시   무료(이후   본인부담   $8) 
버스신청   -   $10   (승차시   환불)   11월19일   마감 
                                                   오전8시30분   회관   출발 

 
 

배호섭/오필수/김
희준   내과 

(213)368-0360 
위장   간이식   전문의 

520   S.   Virgil   Ave.   #202   LA 

 
이영직내과 

(213)383-9388 
일반내과   호흡기내과   전문의 

3663   W.   6 th    St.   #103   LA 

 
피부전문병원 
(213)357-5090 

Dr.   마이클   김 (Michael   Kim, 
MD) 

3700   Wilshire   Bl.   #310   LA 

 
늘웃는치과병원 

(323)734-3710/3720 
이범모   요한 

966   S.   Western   Ave.   #207 
LA 

 
e편한   치과 

(213)739-8855 
김민석   그레고리오 

아로마센터   2층 
(월셔+세라노) 

 
전   치   과 

(213)487-5961 
임플란트   미용   보험   메디칼 

분납 
3123   W.   Olympic   Bl.   LA 

 
명   치   과 

(213)387-2325 
메디칼/각종보험/틀니 

당일수리 
711   S.   Vermont   Ave.   #111 

LA 

 
박세리치과 

(Dental   Park) 
(213)385-2875 

메디케어/메디컬/HMO 
753   S.   Vermont   Ave.   LA 

 
에덴약국 

(213)381-7705 
약사   임수지   클라라 

2681   W.   Olympic   Bl.   #102 
LA 

 
아드모어약국 
(213)385-2135 

약사   크리스티나   박(데레사) 
3545   Wilshire   Bl.   #200   LA 

 
마리포사약국 
(213)365-5067 
벤   박(미카엘) 

2970   W.   Olympic   Bl.   #104 
LA 

 
나성약국 

(213)387-3030 
임   바틸다 

3030 
W.OlympicBl.(삼호관광몰내) 

 

http://ci.catholic.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