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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성성성    클레멘테클레멘테클레멘테클레멘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주임신부  전흥식전흥식전흥식전흥식 요아킴요아킴요아킴요아킴 | Tel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성체조배:  매월 둘째 목요일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미미미미 사사사사 성성성성 가가가가 입당입당입당입당 () 

 

►►►►제 1 독서                            사도

 

화답송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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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후 친교실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저녁미사 후) 
화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이규용 요한 (661-619-1081

봉헌봉헌봉헌봉헌 () 성체성체성체성체 () 

사도 15,1-2.22-29 

하소서. 

내리소서. 당신 

세상이 알고, 당신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모든 민족들이 

복을 내리시리라. 

►►►►제 2 독서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복음                  요한 14,23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3 년 5 월 5 일 (다해)    

    
Parish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제제제제 23 권권권권 18 호호호호 

 
스페인어) 

1081) 

파견파견파견파견 () 

       묵시 21,10-14.22-23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14,23-29<또는 17,20-26>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알렐루야. 



◈◈◈◈ 주일주일주일주일    미사미사미사미사    전례전례전례전례    봉사자봉사자봉사자봉사자 ◈◈◈◈ 
날짜날짜날짜날짜    미사해설미사해설미사해설미사해설    독서독서독서독서    복사복사복사복사    

5 월 5 일 이 클라라 김 헬레나 정 안드레아

5 월 12 일 이 마틸다 이 바오로 정 안드레아

5 월 19 일 이 클라라 이 요한 정 안드레아
    

    

미사미사미사미사    봉헌금봉헌금봉헌금봉헌금    및및및및    교무금교무금교무금교무금    

주일미사주일미사주일미사주일미사    봉헌금봉헌금봉헌금봉헌금    2222 차차차차    봉헌봉헌봉헌봉헌    

4 월 28 일 $ 315.00  

*2 차 봉헌은 매월 첫째, 셋째 주일미사에 있습니다. 
 

메모리얼데이메모리얼데이메모리얼데이메모리얼데이 피정피정피정피정(1 박박박박 2 일일일일) 신청신청신청신청: 5/26(주일주일주일주일)-5/27(
한인공동체 전체 신자분들 대상으로 하는’1박 2일 피정

분은 참가신청을 해 주십시오. 

일시일시일시일시: 5: 5: 5: 5 월월월월 26262626 일일일일((((주일주일주일주일) ) ) ) ----    5555 월월월월 27272727 일일일일((((월월월월, , , , 메모리얼메모리얼메모리얼메모리얼    데이데이데이데이
      8 시 주일미사후 출발. 

장소: 성 안토니오 피정센터 (Three Rivers, CA) 

참가비: 1 인당 $50 (숙식 포함) 
참가신청: 한인공동체 임원 또는 구역장. 

 
‘성모의성모의성모의성모의 밤밤밤밤’ 전례전례전례전례: 5/20 (월월월월)    
오는 5 월 20 일(월)‘성모의 밤’전례가 예정되어있습니다

미리 조정하셔서,보다 많은 형제자매분들이 참석하시고
가졌으면 합니다. 

산클라멘테산클라멘테산클라멘테산클라멘테 성당성당성당성당 봄봄봄봄 축제축제축제축제 (‘하마이카하마이카하마이카하마이카’) 
지난 주 성당 봄축제를 위해 참여 및 봉사해주신 모든 분들께

말씀의말씀의말씀의말씀의    이삭이삭이삭이삭                                                                                                                                
                                                                                                                                                                                                                                                                                                                                                                    
 

“남수단에서 일하면서 뭐가 제일 무섭고 힘들었어요?” 

“말라리아, 반군, 그리고 나일강 하마요!” 
 

재작년에 독립한 남수단에서 난민이 가장 많은 곳은 북부

입니다. 이곳은 우기가 되면 도로가 물에 잠기기 때문에

책임자인 저도 소형 보트를 타고 현장 방문을 다녀야 했습니다

도도한 나일강 위로는  워터 히아신스라는 청초한 보라색

떠다녀 예쁘기도 하지만 이 꽃은 한송이가 사천송이까지

번식력으로 뱃길을 막는 골칫덩어리라고 합니다. 또 

냄새가 진동하면 근처에 악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하마를 훨씬 무서워합니다. 귀여운 이미지의 하마가 

최대 7,000kg 으로 열 마리 이상씩 떼지어 다니면서 

오는 배는 무조건 뒤집어 엎고, 사람을 물어뜯어 두 동강

이라고 합니다.  
 

현장 방문 3 일째에 우리는 ‘나일 강의 독한 맛’을 톡톡히

오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유난히 배 모터에 워터

걸려서 해질 때까지 절반도 못 갔는데, 설상가상으로

삽시간에 사방이 칠흑처럼 깜깜해졌습니다. 우리 일행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비행기 조종사이기도한  회장은 번개개 제일 두려웠답니다

배가 번개에 맞으면 우리 모두 ‘인간 바베큐’가 되고 말테니까요

책임자와 운전사는 하마가 겁났답니다. 강물 위에 떠다니는

워터 히아신스인지 하마 떼인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를 장악하고 있다는 반군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안드레아, 허 벤자민 

안드레아, 허 벤자민 

안드레아, 허 벤자민 

교무금교무금교무금교무금    

$ 500.00 

5/27(월월월월) 
피정’에 참가하실 

데이데이데이데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개인 일정을 

참석하시고, 은총의 시간을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 동 체공 동 체공 동 체공 동 체  
 

기도회기도회기도회기도회 모임모임모임모임: 5/8 (수수수수) 
나눔주제: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일치
 

5 월월월월 성체조배성체조배성체조배성체조배: 5/9(목목목목) 오후오후오후오후 6 시시시시 30 분분분분
다음 성체조배는 5 월 둘째 목요일인 5 월

저녁미사’ 직후)에 있습니다. 
 

‘어머니의어머니의어머니의어머니의 날날날날’ 행사행사행사행사: 5/12(주일주일주일주일) 미사미사미사미사 후후후후
‘어머니의 날’행사가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참석 부탁드립니다. 

 

제제제제 1 회회회회 자선자선자선자선기금기금기금기금 마련마련마련마련 골프대회골프대회골프대회골프대회: 6/9 (
이 골프대회는 한인공동체에서 주관하는

위한 골프대회입니다. 

 
일시: 6 월 9 일(주일) 정오 

장소:Rio Bravo Country Club  (15200 Casa Club Dr., Bakersfield)
참가비: 1111 인당인당인당인당    $100$100$100$100 (입장료, 그린 및 
        Check payable to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참가신청서 및 참가비 접수 마감: 5 월 24

문의처: 이 요한,김 마론, 이 빈센트

이 그레이스, 박 마가렛자매님
 

*타지역에서도 참석할 예정이며, 한인공동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부디 많이 참석해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일강에서나일강에서나일강에서나일강에서    만난만난만난만난    하느님하느님하느님하느님    
                                                                                                                                                                                                                                                                                                                                                                                            한 비야  비야 |  UN자문위원 

  

북부 나일강 상류지역 

때문에 긴급구호의 총 

했습니다.  

보라색 꽃이 무더기로 

사천송이까지 퍼지는 가공할 

 사방에서 썩은 고기 

그런데 정작 이곳 사람들은 

 실제로는 몸무게가 

 자기 영역으로 들어 

동강 내는 포악한 동물 

톡톡히 봤습니다. 그날 

워터 히아신스가 자주 

설상가상으로 먹구름까지 몰려와 

일행은 갖가지 불길한 

두려웠답니다. 금속으로 만든 

말테니까요. 그리고 총 

떠다니는 먹물같은 것이,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일대 

그 때 갑자기, 깜깜한 강변에서 플래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속도를 최대로 올려서 피해 갑시다!”  

회장이 소리 질렀습니다.  

 

등골이 오싹하면서 성호가 저절로 그어졌습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제발요
 

잔뜩 긴장한 채 최대속도로 15 분쯤 갔을까

이 동시에 깜빡였습니다.  

‘아, 이젠 꼼짝없이 반군들에게 걸리고 말았구나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놀랍게도 오히려 

나왔습니다.  

“하느님, 현장에서 당신의 일을 하다가 죽게
 

그 순간 반군기지의 불빛인 줄로만 알았던

“우리 캠프다!”  

그 한마디에 우리 일행은 서로 부둥켜안고

이 기쁜 와중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번에도 하느님이 날 업고 다니셨구나.”

 
 

<서울주보에서>  
    

 소 식소 식소 식소 식  

일치’ 

분분분분    
월 9일 저녁 6시 30 분(‘6시 

후후후후 
친교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 6/9 (주일주일주일주일) 정오정오정오정오    

주관하는 ‘제 1 회 자선기금 마련’을 

(15200 Casa Club Dr., Bakersfield) 
 카트, 상품 등) 

Check payable to ‘San Clemente Mission Parish’        
24 일 (금). 

빈센트, 박 니콜라스 형제님,       

자매님. 

한인공동체 뿐만 아니라 누구나 

참석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빛이 깜빡이며 정지하라는 신호가 

그어졌습니다. 

제발요!”  

갔을까…이번엔 십 여개의 플래시 불빛 

말았구나.’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런 기도가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았던 운전사가 소리쳤습니다.  

부둥켜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