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일미사 집전사제 안내 

 
o 3/18 5PM: 김두진 신부님 

o 3/19 7AM, 9AM: Fr.Kim 

o 3/19 10:30AM: Fr. Ed 

 

o 3/21 (화) 7PM 화요미사 

o 3/22 (수) 10AM 수요미사   

o 3/23 (목) 10AM 공소예절 

o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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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부일: 재의 수요일 

반납일: 부활대축일 

예: 연못물고기 $60, 아기염소 

$80, 야채밭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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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 

홈페이지>가톨릭소개>선교교육게시

판에 성경퀴즈 올라가 

있습니다. 구글폼으로 풀어보시고 

답을 맞춰보세요. (안내데스크에 

비치, 문의: Text 224-795-

2725 선교교육분과, missions@stpa

ulchong.org) 
 

3월 22일(수) 7PM / 성 정하상 

3월 29일(수) 7:30PM 미사후  

/ 성 김대건 

3월 30일(목) 7:30PM 미사후  

/ 시카고 순교자 

부활 판공 성사 

 

o 3월 24일 8PM (3지역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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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E BOWL (사순절 애긍함) 
 

 

시간: 주일, 11:30AM – 12:00PM 

3/19 일: Fr. Ed 

제 1사목구 성체 저녁 기도 

 
미사에서 우리가 주님과 서로에게 

일치를 깊게하듯이, 신앙의 재개와 

부흥을 위한 기도에 시카고 교구민 

모두를 초대합니다. 

각 사목구별, 보좌주교님이 

이끄시는 성체현시와 성체강복 

시간에 함께해 주십시오. 
 

일시: 3월 21일(화) 오후 7시 

장소: St. Emily, 1400 E Central 

Rd., Mt. Prospect 

 

 주일학교, 고등부 판공성사 
 

 

본  당  소  식 

2023년 3월 19일                                                                                                         1964 호 가해 

 

Grob 주교님 본당방문 

 
주교님께서 본당을 방문하시어 함께 

미사를 드리십니다.  

일시: 3월 26일 (주일) 10:30분 

영어미사  

 

매월 3째주 샌드위치 봉사가 주일 

7시 미사후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사회봉사회 회원분들과 관심있는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 
 

일시: 3월 19일, 아침 7시 미사후 

장소: 친교실 
 

샌드위치 봉사 안내 

 
Annual Catholic Appeal Update 

본당목표: $8,900.67 

약정액: $7,151 

참가가정: 43 

 

 

2차 헌금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일시: 3월 25일, 26일 

 

Easter Egg Hunt 

유스그룹 학생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부활달걀을  

준비하고 주일학교 자모회에서 

행사장식을 준비합니다. 

일시: 4/9 부활대축일  
장소: 본당 뒤뜰, 우천시 체육관 

세부사항은 추후에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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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반장 

3/26 (일) 

교중미사 후  

10:00 AM 

유스그룹 룸 

1-4 
3/19 (일)  

12:30 PM 
기쁨방 

4-3 
3/19 (일)  

10:30 AM 

이주상 글라라 가정  

900 E. Ardyce Ln.   

#502 Mt. Prospect  

4-6 
3/26 (일)  

1:00 PM 

오육진 요셉 가정  

1061 S. Falmore Dr.  

Palatine 

주일헌금 2,858 온라인 주일헌금 125 

교무금 1,933 온라인 교무금 1,805 

미사예물 680 주보광고  250 

감사금 50 ACA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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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 묘지 청소기간동안 

묘지장식품이 모두 제거 되었습니다. 

4/1일부터 새 장식을 놓으실 수 

있습니다. 
 

가톨릭 묘지 청소기간 3/1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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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모임 우리들의 정성 
 

2023년 3월 19일                                                                                                             1964 호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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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식 

Celebration of Mundelein 이라는 

연례 축하의 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올해는 과달루페의 

성모성지 주임이신 에제키엘 산체스 

신부님께,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목헌신을 

인정하여 '봉사하는 자'로서 상을 

수여합니다. 신부님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일시: 4월 20일(목) 오후 6시-9시 

장소: Sheraton Grand Chic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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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문의: 사무실 

성령기도회 

 
일시: 매주 금요일 10시미사후 

장소: 친절방 

 

교무금| 박계은 홍수옥 홍승표 신승헌 양태일 김종성 김기태 

김경회 임상모 김준준 조영남 민정환 권석원 이정애 
 

온라인 교무금 3/11 - 3/17 | 이수자 민덕기 김옥숙 황규석 

최양렬 이태호 김흥기 권순범 원건수 한정호 이천승 이재경 

김영민 김창호 김승재 조상윤 박영춘     
 

감사금| 박혜선 50  
 

 

Youth Lock-in 

 
일시: 4/14(금)7:30PM - 

4/15(토)10:30AM 

장소: 체육관, 친교실,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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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 제 4주일

| 제 1 독서 | 사무엘 상 16,1ㄱㄹㅁㅂ.6-7.10-13ㄴ 
 

다윗이 이스라엘 임금으로 기름부음을 받다. 
 

| 화답송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 제 2 독서 | 에페소서 5,8-14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 복음 환호송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복음 | 요한 9,1-41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 영성체송 | 
 

주님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네. 나는 하느님을 믿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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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봉헌  220, 221    |     성체  497      |       파견   489 
 

이번주일           |       입당 118        |     봉헌  511, 332    |     성체  174      |       파견   123 

 

주일: 오전 7:30 – 오후 12:30 

화, 수, 금: 오전 9:00 – 오후 5:30 

토요일: 오후 2:00 – 오후 6:30 

 

2023년 3월 19일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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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토요일  

9:30 –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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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 제4주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