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보17-34호
2017년 8월 15일 (가해)
(백) 성모 승천 대축일

성모님께서는 지상 생활을 마치시고 하늘에 들
어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참여하
시는 특전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모
님의 승천을 통하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
광을 보여 주셨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은 영광스러운 성모님의 표
징입니다. 하느님의 계약의 궤인 성모님의 아름다
운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육신은 죽
음의 파멸을 겪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멸
되어야 하는 원수인 죽음에게 성모님께서는 말씀하
십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1코
린 15,55)

모님의 삶을 본받는다면, 우리에게도 같은 승리와
영광이 주어짐을 알게 합니다. 굶주리고 비천하게
살지만, 하느님께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받을 영
광을 보여 줍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
지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받을 상급을 기다리게 합
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하느님의 특별한 섭리로 성모
승천 대축일에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당한 고통과 인내를 하느님께서 승리
와 영광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 안에서 악과 싸우면서 하늘 나라를 향하고
있는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성모님처럼 우리
모두는 죄악에 대해 승리하고 주님의 승천에 참여
하리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인류에게 보여 주는 희망의 표
지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받을 영광을 미리 보여 줍니다. 우리가 성

공지사항
◆ 마음챙김 수업 안내
오늘 친교실에서 마음챙김 수업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하실 경우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
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야외미사 안내
일시: 2017년 9월10일(주일) 10:30am-4pm
장소: Saima Park
(61 Scott Rd, Fitchburg, MA 01420)
9/9(토)에 야외미사 봉사자들과 야외미사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한 특전미사가 7:30pm 에 있습
니다.
◆ 성모회 반찬판매
일시: 8월 20일 (다음주) 교중미사 후
품목:열무물김치, 비빔밥용 나물세트, 꽈리고추찜,
홍어회, 무우말랭이, 김밥. (한정판매)

류한영 베드로 신부
매일미사 –오늘의 묵상

전례 봉사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해설 …………..…..
독서 ……………....
신자들의 기도..
예물봉헌 ………..
복사 ……………….

현정원
이근석, 고수진
유 진
신지호, 김지환
천정렬

8월 20일 (연중 제 20주일)
해설 …………..…..
독서 ……………....
신자들의 기도..
예물봉헌 ………..
복사 ……………….
친교 담당 ………
청소 담당 ………

최윤신
윤윤선,
김영희
윤윤선,
정성문,
현정원,
김인송,

하늘로 오르시는
마리아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
셨기 때문입니다.”
(루카 1, 48ㄴ-49ㄱ)

오늘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신 분이신 동정 마리아께서 하늘에 들어 올
림을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에게
빼앗긴 주권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통치자들을 왕
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신 주님을 찬미하며 이 미사
를 봉헌합시다.

【입 당 송】 묵시 12,1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났네.
【제1독서】 묵시 11,19ㄱ; 12,1-6ㄱㄷ.10ㄱㄴㄷ
【화 답 송】 시편 45(44),10.11.12.16(◎ 10ㄷㄹ)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당신 사랑을 받는 여인들 가운데, 제왕의 딸들이
있고,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
○들어라, 딸아, 보고 네 귀를 기울여라. 네 백성,네
아버지 집안을 잊어버려라. ◎

진미선
진미선
이영진
하헌성
심준완

미사곡 :

○임금님이 너의 미모에 사로잡히시리라. 임금님은 너의
주인이시니, 그분 앞에 엎드려라. ◎
○기쁨과 즐거움에 이끌려, 임금님 궁전
으로 들어가는구나. ◎
【제2독서】 1코린 15,20-27ㄱ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
【복 음】 루카 1,39-56
【영성체송】 루카 1,49.48 참조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입당 259 봉헌 217 성체 174 파견 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