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중 제 5 주일 

 

 

| 제 1 독서 | 이사야서 58,7-10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리라. 
 

| 화답송 |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 빛은 너그럽고 자비로우며 

의롭다네. 잘되리라, 후하게 꾸어 주고, 자기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이! ◎ 

○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리니,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 나쁜 소식에도 그는 겁내지 

않고, 그 마음 굳게 주님을 신뢰하네. ◎ 

○ 그 마음 굳세어 두려워하지 않네. 가난한 

이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길이 

이어지고, 그의 뿔은 영광 속에 높이 들리리라. ◎ 

| 제 2 독서 | 코린토 1서 2,1-5 
 

나는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선포하였습니다.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알렐루야. 
 

| 복음 | 마태오 5,13-16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 영성체송 |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675 Dursey Lane / Des Plaines IL 60016  사무실: 847-699-6334 

Email: stpaulchong@stpaulchong.org  Website: http://www.stpaulchong.org 

주임 신부 대리  |  Very Rev. Esequiel Sanchez   본당수녀  |  한인숙 아가다 / 김미경 마리아   평협회장  |  양희영 알렉산더 

 

이번주일 (교중미사)   |       입당 431        |     봉헌  217, 218    |     성체  496      |       파견   421 
 

이번주일           |       입당 431        |     봉헌  210, 211    |     성체  498      |       파견   421 

 

주일: 오전 7:30 – 오후 12:30 

화, 수, 금: 오전 9:00 – 오후 5:30 

토요일: 오후 2:00 – 오후 6:30 

 

2023년 2월 5일                                                                                                             1958 호 가해  

 

사무실 안내 미사 안내 학교 

주일 미사: 오전 7 시 

교중 9 시, 영어 10:30 

토요 특전: 오후 5 시 

 

주일학교: 11:45 – 12:30 

 

하상한국학교: 9:30 – 12:30 

 

mailto:stpaulchong@stpaulchong.org


주보 광고후원업체들께 감사를 

드리며, 새로 후원해 주실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광고기간: 2023년 부활대축일 - 

2024년 성지주일 

신청비: 1칸 $250, 2칸 $450 

 

 

 
 
 
 

  

2월 5일에 영명축일을 맞이하신 

한아가다 수녀님께 축하를 드리며, 

영육간에 늘 건강하시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o 2/4 5PM: 임용우 신부님 

o 2/5 7AM, 9AM: 임용우 

신부님 

o 2/5 10:30AM: Fr. Sanch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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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7 (화) 7PM 화요미사 

o 2/8 (수) 10AM 수요미사 

o 2/9 (목) 10AM 공소예절 

o 2/10 (금) 10AM 금요미사 

o 미사집전: 유승원 신부님 

본  당  소  식 

일시: 10월 16일 ~ 20일, 2023   
장소: Lima, Peru (Manchay) 

의료 봉사자(내과, 치과, 한의사, 

Chiropractor, 간호사...)와 일반   
봉사자 입니다. 의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문의: 사회 복지부  
한제노 312-771-2339 

주일미사 집전사제 안내 

 

평일 미사 안내 

 

         재의 수요일 

 

한수녀님 영명축일 

 

 

2023 해외 의료봉사단 모집 

 

  Annual Catholic Appeal 

 

        성지가지 회수  

 
재의 수요일에 사용할 재를 

마련하고자 작년에 나눠드린 

성지가지를 회수합니다. 

마감일: 2월 19일까지 

 

주제: Walking on the road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다) 

공지주간: 2월 4일, 5일 

약정주간: 2월 11일, 12일 

후속주간: 2월 18일, 19일 

본당목표액: $8,901 

| 장례는 연령회장 연락처 224. 636. 2516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대상: K - 12 학년 

수업내용: Lesson #2 "Safe 

Adults, Safe Touches and Special 

Safe Adults" 

일시: 2월 5일, 주일학교/유스그룹 

수업시간 

지도: 담당 교리교사 

 

제 2차 안전한 환경을 위한 교육 

재의 수요일은 사순 시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부활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절제와 

극기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날 미사중 “머리의 재를 얹는 

예식”이 있습니다.  

일시: 2월 22일(수) 오전 10시 

미사 

성경문제집-마르코 복음서 

 

 

 

     성인 복사단 모집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성 예로니모) 

하느님이 주신 이 시간 안에서 

성경을 읽고 하느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데 보탬이 될까하여  
[성경문제집–마르코 복음서]를 

준비했습니다. 혼자 또는 여럿이 

자유롭게 풀어보시고 복음서를 

읽으면서 답을 맞춰보세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느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사랑, 그리고 자비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빕니다.  
(안내데스크에 비치,  
문의: Text 224-795-2725  
선교교육분과,  
missions@stpaulchong.org) 

     어린이 복사단 모집   

 

성인 복사단을 모집합니다 

대상 및 자격: 견진성사를 받은 

성정하상 본당 남성 교우 

모집기간: 2월 5일(주일) - 2월 

26일(주일) 

신청 및 문의:  

전례부- liturgy@stpaulchong.org 

대상: 2022 ~ 2023학기 기준 3 ~ 

7학년 학생 

자격: 첫영성체를 받은 성정하상 

CCD 학생 

모집기간: 2월 5일(주일) - 2월 

26일(주일)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는 

사무실 앞 테이블에 비치되어있으며, 

작성후, 사무실 혹은 스캔후 전례부 

이메일로 제출 

문의: 

전례부 liturgy@stpaulchong.org 

Note: 현재 첫 영성체를 준비중인 

학생들은, 첫 영성체를 받은 후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보광고 

 

mailto:missions@stpaulchong.org


교무금| 김숙현 고미자 백종호 고윤호 김춘자 최용순 권순임 현찬우 

강금례 김영남 박효환 김찬유 박종옥 함일권 윤경용 장영란 이형섭 

 

온라인 교무금 1/27 – 2/3 |  연제상 허유진 이태형 이남주 신영철  

이혜란 우화정 주피터 김순영 오동섭 한용구 장정란 박자현 배혜진 

강영봉 임정근 이대범 홍화연 곽인근 공준석 이이철 송원빈 한토니 

김진성 권실비아 이창열 이정일 김광태 

 

감사금 | 민정환 100 
전례봉헌 | 강바올라 100 육창환 100 김찬유 100 김숙현 100 

   최효숙 100 연제상 100  허유진 100 

헌화비 | 김춘자 100 최효숙 60 

사회봉사회 후원 | 김숙현 50 주희숙 100 

선교후원회 후원| 김숙현 50 
 

 

  

“세상의 소금이자 빛”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소금과 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소멸시키는 소금과  

빛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 말입니다. 자신을 녹이는 소금과 양초가 그렇고,  

자신을 녹이지 못하는 천장의 전등과 돌처럼 굳은 소금이라 하는 암염이 그렇습니다.  

모두 짠 맛과 빛을 지니고 있지만, 가는 길이 너무도 다른 듯합니다.  

한쪽은 기꺼이 자기 본연의 모습을 희생하면서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되지만  

다른 한쪽은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자신의 몸도 마음도 내어놓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자기 것을 내어놓거나 죽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예수님 시대에는 같은 민족이면서도 수많은 율법 조항만을 강조 

하며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불합리함에 정면으로 맞서 응대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과 함께 생활 하고, 스스로 세상과 반대되는 힘겨운 생활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그 당당했던 모습은 결국 세상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 십자가 죽음이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그 분의 삶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하느님을 뜻을 따르며,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선택하셨지만 그분의 삶은 어둠 속에 있던 이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빛이 되었죠. 

누군가가 말하길…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 주는 일’이라 했습니다.  

별을 더욱 빛나게 하는 까만 하늘처럼, 꽃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무딘 땅처럼, 함께하기에 더욱 아름다운 연어 떼처럼,  

별을, 꽃을, 연어가 빛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의 배경이 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빛나고 싶지 않은 

이들은 없겠지만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녹아들어 힘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응원하십니다. 추운 겨울이면 땅 위에 내려앉는 새하얀 눈들도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속 으로 녹아들어 봄을 

꽃피우듯이,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그분의 사랑을 피어오르게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독서의 말씀처럼 네가 부르면 ‘나 여기 있다’하고 응답해주실 그분이 옆에 

계심을 기억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기도해 봅니다.    
                                                                                            이정희 미카엘 신부 청주교구 오송 본당   
 

            

1-2 반 
2/11/23 (토)  

7:30 PM 

박종옥 스테파노 

4535 E. Larch 

Ave. Glenview 

1-4반 
2/12/23 

11:30 AM 
쌍용 

3-3반 
2/19/23 

(교중 미사 후) 
친절방 

4-3반  
2/19/23 

10:30 AM 

권영숙 (아녜스)  

1437 N. Picadilly 

Cir. Mt. Prospect 

 (847)877-0222 

4-6 반  
2/19/23  

5:00 PM 

양희영 알렉산더 

양정옥 요셉피나 

가정 

1551 E Olive St. 

Palatine 

주일헌금 2,446 온라인 주일헌금 105 전례봉헌 700 

2차 헌금 1,199 온라인 교무금 2,576 헌화비 160 

교무금 3,190 감사금 100 사회봉사회 150 

미사예물 1,180 매일미사 70 선교후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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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 공지는 stpaulchong@stpaulchong.org  

로 매주 수요일까지 연락바랍니다. | 

오늘의 묵상  

 

반모임 우리들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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