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순 제 5주일

| 제 1 독서 | 에제키엘 37,12ㄹ-14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리겠다. 
 

| 화답송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 제 2 독서 | 로마서 8,8-11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 복음 환호송 |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복음 | 요한 11,1-4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 영성체송 | 
 

주님이 말씀하신다.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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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봉헌  219, 512    |     성체  499      |       파견   281 
 

이번주일           |       입당 119        |     봉헌  512, 340    |     성체  178      |       파견   281 

 

주일: 오전 7:30 – 오후 12:30 

화, 수, 금: 오전 9:00 – 오후 5:30 

토요일: 오후 2:00 – 오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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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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토요일  

9:30 – 12:30 

 

mailto:stpaulchong@stpaulchong.org


 
 
 
 
  주일미사 집전사제 안내 

 
o 3/25 5PM: 임용우 신부님 

o 3/26 7AM, 9AM: 임용우 신부님 

o 3/26 10:30AM: Bishop Grob, 

Fr. Sanchez 

 

o 3/28 (화) 7PM 화요미사 

o 3/29 (수) 10AM 수요미사   

o 3/30 (목) 10AM 공소예절 

o 3/31 (금) 10AM 금요미사 

o 미사집전: 유승원 신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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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미사 안내 

 

2023 해외 의료봉사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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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교중미사: 오전 8:45분 

야외 십자가의 길 제 1처에서 모여 

시작 (거동에 문제 없으신 분들)  

4/2영어미사: 오전 10:45분 

주일학교/유스 수업종료: 

오후 12:45분  

성경문제집-마르코 복음서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성 예로니모) 

은총의 시기입니다. 나의 마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는지 성찰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집시다. 혼자 또는 여럿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답을 맞춰보세요.  
성당홈페이지>가톨릭소개>선교교육 

게시판에 성경퀴즈 올라가 

있습니다. 구글폼으로 풀어보시고 답을 

맞춰보세요. (안내데스크에 

비치, 문의: Text 224-795 2725 

선교교육분과, missions@stpaulchong

.org) 
 

3월 29일(수) 7:30PM 미사후  

/ 성 김대건 

3월 30일(목) 7:30PM 미사후  

/ 시카고 순교자 

부활 판공 성사 

 

o 3월 31일 8PM (레지오 주관) 

o 4월 7일 3PM (수녀님,성당뒤뜰) 

십자가의길 안내  

성당 웹사이트가 현 모바일 

트렌드에 맞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하단 로그인을 클릭해서 새로 

등록을 하셔야 글 쓰기 및 모든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당 웹사이트 안내 

 

사순 특강 

 
주제:“불어라,바람아. 오너라,파멸아.”  

일시: 3월 28일(화), 7PM 미사 후 

강사: 유승원 요한 신부님 

 

 4/2일 성지주일 미사,  

주일학교 시간 안내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일시: 3월 25일, 26일 

 

 2차 헌금 
 

 

본  당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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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b 주교님 본당방문 

 
주교님께서 본당을 방문하시어 함께 

미사를 드리십니다.  

일시: 3월 26일 (주일) 10:30분 

영어미사  

 
Annual Catholic Appeal Update 

본당목표: $8,900.67 

약정액: $8,246.00 

참가가정: 46 

 

 

환자영성체 
 

일시: 4월 5일(수) 10AM 미사 후 

신청: 수녀님 혹은 사무실 

Easter Egg Hunt 

유스그룹 학생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부활달걀을  

준비하고, 주일학교 자모회에서 

행사진행을 준비합니다. 

일시: 4/9 부활대축일  
장소: 체육관 

세부사항은 추후에 공지됩니다. 
 

 RICE BOWL (사순절 애긍함) 
 

 배부일: 재의 수요일 

반납일: 부활대축일 

예: 연못물고기 $60, 아기염소 

$80, 야채밭 $150 

 

성주간 전례 안내 

 
4/6일 성목요일 미사: 8PM 

성체조배: 10-11PM  2, 3지역 

              11-12AM  1, 4지역 

4/7일 성금요일 전례: 8PM 

4/8일 파스카 성야: 8PM 

4/9일 부활대축일:9AM, 10:30AM 

부활대축일 오전 7시 미사 없음 

아이오와 공소방문 

일시: 4월 14일(금)오전 10시 미사 후 

사제: 유승원 요한 신부님 

 

mailto:missions@stpaulch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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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반장 

3/26 (일) 

교중미사 후  

10:00 AM 

유스그룹 룸 

4-6 
3/26 (일)  

1:00 PM 

오육진 요셉 가정  

1061 S. Falmore Dr.  

Palatine 

주일헌금 2,828 온라인 주일헌금 125 

교무금 1,940 온라인 교무금 1,975 

미사예물 700 주보광고  250 

감사금 300 해외 의료봉사 후원 1,500 

매일미사, 기타 15   

가입 신청 및 문의:  

유현민 아네스 847.452.5944 

회원 가입 및 후원신청 

이 앤드류 773.744.4000 

양 요셉피나 847.204. 5854 

연령회 가입 문의 및 연도 신청  

총무 이상구 요셉 

847. 409. 8552 

Sangk.Lee2010@gmail.com 

성소 후원회 

 

 

사회봉사회 

 

 

              연령회 

 

일시: 4/14(금)7:30PM - 

4/15(토)10:30AM 

장소: 체육관, 친교실, 교실 

 

       Youth Lock-in 

 

 

| 주보 공지는 stpaulchong@stpaulchong.org 로 매주 수요일까지 연락바랍니다. | 

반모임 우리들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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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KCLC 일일피정 안내 

 빵도 굽고 농사도 지으시는 석요섭 

요셉신부님과 함께하는 일일피정에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제: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 관상 
 

날짜:3월 26일(일) 오후 4시~6시 

피정지도: 석요섭 요셉 S.J. 

Meeting ID: 843 6870 6793 

Passcode: 654321 

 

The 30th Annual Celebration 

of Mundelein 

제 30회 먼덜라인 신학교 축하의 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올해는 

에제키엘 산체스 신부님께서 

'봉사하는 자'로서 상을 받으십니다. 

신부님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일시: 4월 20일(목) 오후 6시-9시 

장소: Sheraton Grand Chicago 

좌석구입:  
https://e.givesmart.com/events/uCt/ 

성령기도회 

 
일시: 매주 금요일 10시미사후 

장소: 친절방 

 

교무금| 이지민 정충서 장헌민 김영춘 이원한 김형락 김동훈 이금순 

문진석 김명철 양진모 이덕수 김창석 

 

온라인 교무금 3/18 - 3/24 | 박성진 배영주 정유정 이준수 이은경 

주피터 채재묵 양희영 박종일 장한경 오육진 이상준 문홍석 강박문 

황선영 이종술 윤까리따스  

 

감사금| 최성준 100  김숙현 100  김명철 100 

해외 의료봉사 후원금 | 김숙현 1,500 
 

 

레지오 마리애 

영원한 도움의 성모꾸리아 월례회의 

일시: 4월 2일(주일) 오전 10:30분 

장소: 체육관 

평의회 의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재속 프란치스코 형제회 월례회 

일시: 3월 26일(주일) 오후 1시 

장소: 친절방 

 

ME 부부의 23차 피정 

 
일시: 5/27(토)~5/29(월) 

비용: $350 

문의: 김영환 스테파노 847.312.0993 
이석근 아오스딩 847.989.0477 
부부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기존에 참가했던 부부님들의 참석도 

환영합니다, 

https://e.givesmart.com/events/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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