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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미사:   오전 8시 (한국어, 영어), 오전 9시 30분(영어), 오전 11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시. 금요일에는 오전 9시 30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399) 봉헌 (211) 성체 (152) 파견 (236) 
제1독서 | 창세 14,18-20 

화 답 송 | 시편 110(109),1.2.3.4(◎ 4ㄴㄷ) 

◎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셨나이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 

○ 주님이 당신 권능의 왕홀을 시온에서 뻗치시리이다. “너의 

원수들을 다스려라.” ◎ 

○ 네 권능의 날에, 주권이 너와 함께하리라. 거룩한 빛, 새벽 품 

에서, 나는 너를 낳았노라. ◎ 

○ 주님은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이다. “멜키체덱과 같 

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 

제2독서 | 1코린 11,23-26 

부 속 가 | <성체 송가 21-24>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복음환호송 | 요한 6,51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 

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 음 | 루카 9,11ㄴ-17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 서 복 사 

6/30 이 그레이스 이 요한 박 다니엘 
7/7 유 요한 이 요한 박 다니엘 
7/14 이 마틸다 이 요한 박 다니엘 
7/21 이 그레이스 이 요한 박 다니엘 

영어독서: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차 봉헌 교무금 

$285 $140 $30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6/1 이 요한/ 이 마틸다 7/6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6/8 유 요한/ 유 마리아 7/13 김 마론/ 김 헬레나 

6/15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7/20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6/22 홍 마르코/ 홍 아녜스 7/27 손 아놀드/ 손 젬마 

6/29 김 요아킴/ 고 안나 8/3 이 글라라/ 장 글라라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 드립니다. 

 공 동 체  소 식  

성체조배 :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성체조배는 7월 4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 매달 두번째 일요일 오후 7시 30분 

임원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임원회의는 7월 14일 입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수목요일 오후 8:00  

기도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3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 주일미사 후 친교실 에서 (셋째 주 제외) 

매주 미사 후 코린토 후서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소 공동체 모임: 매주 셋째 주일 미사 후 친교실 

다음 모임은 7월 21일 미사 후 친교실 입니다. 

 

Parking Lot 수리 도네이션 

이번 주차장 수리 및 주차라인 도색 작업에 $11,085 이 소요되었습 

니다. 우리 한인 공동체에서는 $3,000 도네이션 했습니다. 

말씀의 이삭          말과 행동 
-임두빈 안드레아 | 생활성가 가수- 

 저는 주로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대 

부분의 사람들이 신자들이다 보니, 좁은 울타리 안에 

지인의 지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과 업무적 대화 

를 하다 보면, 간혹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대화가 이어지기도 합니 

다. 그러다 보니 차후에 생각하지도 못한 좋은 일이 생 

기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사건, 사고도 일어나게 됩니 

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말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요. 

 ‘말’, 참으로 달콤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16세 

기 계몽주의 사상을 이끈 볼테르의 명언 중 “사람은 할 

말이 없으면 남의 욕을 한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 

처럼 저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 때로는 가해자가 때로 

는 피해자가 되어, 쉽사리 남을 도마 위에 올리고 헐뜯 

기도 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악플러의 약 70%는 나의 주변 사람이라는 언론의 통계 

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상 못 한 주변인의 말들은 저 

에게 비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상대해야 하 

나? 누구를 믿을 수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람이 싫어 

지고, 말수가 적어지는 마음의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유 없이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도 하고 숨쉬기가 힘들 

고 갑자기 울다가 화가 나기도 하는 제 모습이 감당하 

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저를 이해하고 믿어주 

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방탕하지 말자! 취해 있지 말자! 이렇게 마음에 꼭 쥐 

고있던 미움 하나, 분노 하나, 자책 하나, 이렇게 하나 

둘씩 내려놓으니 한결 가벼워진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 

니다. 

 사실 말로 인해서 낭비된 시간과 감정들보다 더 내려 

놓기 힘들었던 것은 바로 저 자신이 아니었나 싶습니 

다. 낮은 자보다는 높은 자, 겸손보다는 자존감을 더 중 

요하게 생각하고 나이가 들수록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가는 삶이 되어야 하지만 입으로만 하느님을 이야기하 

고 행동은 제가 만든 모습과 제가 만든 계획대로만 가 

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쉽사리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고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없는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시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완전한 극복도 완전한 

치유도 없지만, 그저 주님이 마련하신 여정의 길을 멈 

추지 않고 갈 뿐입니다. 작은 말에 흔들리지 않고 조금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나약한 저를 하 

느님께 봉헌 합니다. 

 “주사위는 사람이, 결정은 야훼께서.(공동번역성서 잠언 

16,33)” 

계획은 인간이 세우지만, 결정은 하느님께서 하십니다. 

복음묵상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 

두 광주리나 되어다 (루카 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