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 묵상: 믿고 기다림
HOLY KOREAN MARTYRS PARISH

용

http://www.koreanmartyrs.net
Address: 254 Argyle Ave. Ottawa, K2P1B9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말인 ‘조장하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기다’라고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조장 助長’이라는 고사성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얽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송나라에 성미가 급한 농부가 있었는데, 논에 심은 벼가 천천히 자라는 것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지더랍니다. ‘어느 세월에 저것들이 다 자라려나’ 싶어 조바심이 난 농부는, 벼를 하나하나 쑥쑥 뽑아
올린 후,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내가 오늘은 가서 벼가 빨리 자라도록(長) 도와주고(助)
왔지!” 아연실색한 가족들이 논에 나가보았더니, 뿌리가 뽑힌 벼들은 이미 시들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곡식이 자라 열매를 맺는 데에는 다 정해진 때가 있으니, 농부가 인위적으로 뽑아 올린다고 해서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성실하게 씨를 뿌리고 가꾸어 주기만 하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씨는 농부가
알지도 못하는 새에 저절로 싹이 터서 자라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빨리 자라게 하려 억지를
쓰다보면, 오히려 그 싹은 뿌리가 뽑혀 말라죽고 말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아주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작은 겨자씨를 땅에 뿌리고 잘 자라도록 가꿀 사명을 부여받은 농부들이라
할 것입니다. 농부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몫은 ‘조장’이 아니라 ‘믿고 기다림’입니다. 싹이 터서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영그는 것은 우리의 지혜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속도가 더디다 하여,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하여 조바심을 내며 ‘조장’하려 하다보면,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려 무리를 하다보면, 오히려 한 해의 농사를 그르치고 말 것입니다.

본당신부님: 김현철 그레고리오 (Gregory Kim)

2018 년 6 월 17 일

연중 제 11 주일

입당성가

찬미의 송가 (가톨릭 성가 431장)

제1 독서

에제 17,22-24

화답송

제 2 독서

2코린 5,6-10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제 2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듯,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성과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세상의 논리에 속아, 하느님 나라를 추구함에
있어서도 겉으로 드러난 결과에 일희일비하며 조바심을 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와중에, 하느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만의 왕국을 추구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복 음
신자들의 기도

덧붙여, 이번 주부터 신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신학생들은 신학교를 떠나 각
본당에 가서 신자분들과 더불어 지내게 됩니다. 이들이 긴 방학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기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신자 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독서
미사 안내 및 주소
오전 10시 30분
토요일, 저녁 5시
화, 수, 목요일 오후 7시 30분
254 Argyle Ave., K2P1B9
#706-314 Central Park Dr.
613-237-5528
613-234-2536

제물 드리니 (가톨릭 성가 342장)

영성체송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성체성가

만찬의 신비 (가톨릭 성가 499장)

파견성가

하나되게 하소서 (가톨릭 성가 39장)

봉헌

안내

6 월 17 일

이경아(파비올라)
안미희(글라라)

정일력(프란체스코
)
전우주(베네딕도)
김남희(가브리엘라
)

6 월 24 일

임동철(토마스아퀴나
스
임은숙(루시아)

이경아(파비올라)
안미희(글라라)

문준영(스테파노)
임지연(노엘라)

임동철(토마스아퀴
나스)
최두섭(리차드)
임은숙(루시아)

버스: 1, 7
:
:
:
:
:
:
:

봉헌성가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최규하 다니엘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주일 미사
청년 미사
평일 미사
성당 주소
사제관 주소
사제관 전화
사제관 FAX

마르 4,26-34

7월 1일

이병주(요셉)

해설

친교

복사

권영태(아오스딩)

이순미
오귀염아시
최정수

전세익(아우구스티노
)
전지윤(그라시아)

전우주(베네딕도)

오수진
안미희
박진희
장리아

황승재(스테파노)
문영현(체사리오)
왕세영(미카엘라)

왕철호(에드윈)

본당 소식
◎ 본당창립 17주년을 축하합니다
- 올해로 저희 본당이 창립 17주년을 맞습니다.(6월23일)
저희 공동체를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며, 본당공동체 가족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 울뜨레아 모임 안내
- 일시: 6월 21일(목) 미사후 주일학교 교실
◎ 감사합니다
- 지난 주일 주일학교 은총시장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오며
특히 맛있는 음식으로 어린이들과 교우들에게 기쁨을 주신
자모회 어머니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은총시장 음식판매 수익금 $700 은 주일학교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 축하합니다 - “Happy Father’s Day”
- 17일은 ‘Father’s Day’입니다. 모든 아버지들께 감사와
존경과 사랑을 드리오며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 주일학교 방학 안내
- 6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주일학교는 방학을 하겠습니다.
방학동안은 어린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미사에 참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이티 돕기 기금 내역
- 하이티 꽃동네를 통해 하이티를 돕고자 모금한 기금
내역을 알려드립니다. 현금을 기부해주신 분들과 기타
옷가지와 물품들을 기부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6월 15일 현재 총 모금액: $ 3,460
(김영옥$100, 이상훈$100, 임동철$100, 김재정$100,
조수경$50, 익명$500, 익명$1,000, 바뇌기도회$1,010,
이혜미$100, 김치판매액$400)
◎ 서예 교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한글 서예 부문에 유명하신 선생님을 모시고 매주 한번씩
6회에 걸쳐 서예를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사오니 참여하셔서 성장과
수양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 일시: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 서예선생님: 한올 이숙자 선생님
- 장소: 본당 친교실

◎ 유스그룹 여름 신앙캠프 안내
- 일시: 6월 29일(금) ~ 7월 1일(일)
- 장소: Voyageur Provincial Park
- 주제: “You are special!”(너는 특별하단다!)
- 주제성구: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 두려워 하지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루카 12,7)”
- 교회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자연과 공동체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리며,
물적/금전적으로도 도움이 가능하오니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정소연(펠리치타)
◎ “성체조배” 기도를 드립시다
- “성체조배”는 성체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 열렬한
존경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더욱 친밀한 시간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 미사때 혹은 개인적으로 성당을 방문하여 감실에 모셔져
있는 주님 성체께 기도 드리도록 합시다.
◎ 성모회에서 알립니다
- 교우 여러분중에 어린이를 포함해서 음식알러지로 인해
조심해야 할 식품이 있다면 각 반장님들을 통해
본당신부에게 알려주시면 친교음식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한국문화원 공모전시 안내
- 오타와에 있는 한국문화원 전시실에서 “한국민속화로
표현된 우리 그리움의 모습들”이란 주제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참여작가중
본당교우
이경아(파비올라)
자매님도 참여하오니 많은 관람바랍니다.
- 전시일: 6월 7일 ~ 6월 29일(금) 오전 9시 ~ 오후 5시
- 장소: 한국문화원 (101-150 Elgin St. Ottawa)
◎ 2018년 새헌금봉투 안내
- 2018년 새 헌금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최두섭( 리차드)
형제님에게 말씀바랍니다.
◎ “성경” 을 구입하실 분은 김영옥(크리스티나) 자매님이나
본당신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소식
◎ 6월 반모임 안내

- 믿음1반: 6월 17일(일) 오후 4시, 왕철호 댁
- 희망2반: 6월 22일(금) 오후 6시, 오수진 콘도파티룸
- 사랑1반: 6월 23일(토) 오후 5시, 조수경 댁
- 믿음3반: 6월 29일(금) 오후 6시, 김종철 댁
◎ 2018년 각반의 성모회 담당 안내
- 1월, 8월: 사랑1반
2월, 9월: 사랑2반
3월, 10월: 믿음2반
4월, 11월: 믿음3반
5월, 12월: 믿음1반
6월, 19/1월: 희망2반
7월, 19/2월: 희망1반
◎ 각반 반장 안내
- 믿음 1 반: 신동미(레지나) 613-869-3731
김혜숙(안나) 613-410-2879
- 믿음 2 반: 이용화(베드로) 613-282-7652
- 믿음 3 반: 김재정(미카엘라) 613-521-2138
김종철(도미시아노) 343-777-1158
- 사랑 1 반: 남춘희(카타리나) 613-316-8807
윤미경(스텔라) 613- 사랑 2 반: 오경순(마리아) 613-390-2933
- 희망 1 반: 이은원(글라라) 613-266-6339
- 희망 2 반: 이경아(파비올라) 613-218-2026
오수진(리다아) 613-668-0900

기타 공지 사항
◎ 제대 꽃봉헌 받습니다
- 매주일 미사 때마다 주님의 성체 성사가 이루어지는 제대를
아름답게 장식할 꽃을 봉헌해 주실 분은 성당 뒷편 주보대 위에
있는 꽃 봉헌 헌금 봉투를 이용하여 미사 때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푸드뱅크 봉사 안내
- 본당에서는 매월 네째 화욜에 푸드뱅크 봉사를 합니다.
시간은 10 - 12 시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게시판에
적어주시거나 김영옥 크리스티나에게 문의 바랍니다. (613-7290086)
◎ Church ESL 안내
- ESL 수업에 관심있으신분은 연락 바랍니다.
- 매주 월요일 (10 시 - 11 시 20) 강사: Mr. Simpson
- 장소: 임지연(노엘라)댁, 613-262-8198

단체 및 모임 소식
◎ 찬미 기도회 안내
-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고 싶은 분은 누구든지 환영함.
- 일시: 매주 수요일 저녁미사후, 주일학교 교실
- 회장: 이원경(루카) 613-256-6373
◎ 향심 기도회 안내
- 향심 기도회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 일시: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후, 주일학교 교실
- 회장: 김영옥(크리스티나) 613-729-0086
◎ 요셉, 마리아회 안내
- 56 세 이상의 형제 자매님들의 모임.
- 회장: 이금순(마리아) 613-806-1465
- 부회장: 이지은(데보라) 613-618-7636

- 정기모임: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저녁 미사 후
◎ 유스그룹 모임 안내
- 매월 둘째, 넷째 주일 미사 후에 중고생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울뜨레아 모임 안내
- 일시: 매월 셋째 목요일 저녁미사후
- 간사: 임동철(토마스. A) 613-699-3801
총무: 박영애(마리아) 613-822-3302
◎ 레지오 안내
- 여성레지오: 목요일 미사 전
단장: 최정수(에스더) 613-729-0965
◎ 청년회 모임 및 미사 안내
- 일시: 매주(토) 저녁 5 시 미사
- 청년회 연락처: 김세미(세실리아) 613-890-0531
◎ 사목회장단 연락처
- 사목회장: 이원경(루카) 613-256-5562
◈ 주일헌금 계산 담당자 안내 ◈
- 6월 17일: 권영태, 이금순
- 6월 24일: 조홍근, 최영근
- 7월 1일: 김기홍, 전우주

6월 본당 전례 및 행사
6월
6월
6월
6월
6월
6월
6월
6월

17일: 믿음 1반 모임
18일: 서예 교실
21일: 울뜨레아 모임
22일: 희망 2반 모임
23일: 사랑 1반 모임
25일: 서예 교실
29일: 믿음 3반 모임
29~7월 1일: 유스 여름신앙캠프

우리들의 봉헌
주일 헌금
교무금
감사헌금
지난주 봉헌 합계
주 평균 예산
지난주 미사 참석

$ 1050
$ 2810
$
20
$ 3880
$ 2170
어른(84), 학생/어린이(28)

본당 환경 미화
6월 17일
6월 24일
7월 1일

성전
믿음 3반
사랑 2반
희망 2반

친교실
사랑 1반
희망 1반
믿음 1반

성모회 담당
6월
희망 2반

7월
희망 1반

8월
사랑 1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