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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Bulletin-1317                                                                                                                 주    보   제 1317 호 

8350 - 77 Ave. NW Edmonton, AB T6C 0L4                                                      https://stjunghasang.caedm.ca 

 

주일 교중 미사  

토요일 주일미사 

평일 미사 

고해 성사 

 

 일요일 10:00am  

 토요일 5:00pm 

  수요일 7:30pm 

 미사 전 • 후 

 

 

 

본당신부: 조승준 야고보  

사목회장: 양귀례 테레사 

사무실: 780-450-0730 • (F) 780-757-0731 

사제관: 780-461-7701 

e-mail: StJungHaSang.Korean@caedm.ca 

e-Transfer: 위 이메일 주소와 동일  

 
2023 년 01 월 22 일 

January 22, 2023 
 [백] 설  (하느님의 말씀 주일) 

[Wh] 3rd Sunday in Ordinary Time 

 가해 

Year A 
 

입 당 성 가 66 

입   당   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대영광송> 

제 1 독  서 민수 6.22-27 

화   답   송    ◎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제 2 독  서     야고 4.13-15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알렐루야 

복         음 루카 12,35-40 

봉 헌 성 가     416                      

영 성 체 송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성 체 성 가 163, 176 

파 견 성 가 77 

 

◆ 미사 전례 봉사자 

일 자 해    설 독    서 봉     헌 안   내 

01/22 김고은 비아 1 김미영 프란체스카 / 2 최광철 베드로  사    목    회 

01/29 김정진 엘리사벳 1 데레사 라로쉬 / 2 노태호 미카엘  

02/05  김미영 프란체스카 1 공정식 요한 / 남현주 솔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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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동체 모임 일정 

 

◆ 성당 청소 일정 

01 월 22 일 옹달샘 

01 월 29 일 임마누엘 

02 월 05 일 포도나무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배출된 쓰레기봉투는 

묶어서 성전뒤 쓰레기 수거함(Bin)에 넣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 주일 간식 당번 일정 

01 월 22 일 전신자 떡국  

01 월 29 일 방에스더 

02 월 05 일 민들레 

 

◆ 미사예물(생미사, 연미사): 수요/토요미사 시에만 가능 

*미사 시작 10 분전 접수마감(사전신청:제의실,사무실) 

 

 

 
https://miniweb.kr/347 

 

◆거룩한 독서 기도문 

*성경을 읽기 전*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너희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 후*  

당신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 교황님 기도 지향(Pope’s Prayer Intention)     

January 2023- For educators 

We pray that educators may be credible 

witnesses, teaching fraternity rather than 

competition and helping the youngest and most 

vulnerable above all. 

교육자들이 믿을 만한 증인들이 되어 경쟁보다는 

형제애를 가르치고 특히 가장 어리고 힘없는 

이들을 돕도록 기도합시다. 

[https://cbck.or.kr/Pope/Prayer 

 

 

 

공동체 사도/모임 일정 연락처 

겨자씨 
윤연경 요안나 780-887-4284 

   매월 두째주 (토) 7:00PM (예정) 

민들레 
김홍표 마르티노 7./80-902-8582 

   매월 두번째(금) 7:20PM (예정) 

아가페 
김경미 유스티나 780-887-8028 

   매월 네번째(금) 7:00PM (예정) 

임마누엘 
박신영 마리아 587-988-9149 

   매월 네번째(금) 8:00PM (예정) 

옹달샘 
이은미 클라우디아 780-886-2585 

   1 월 23 일(월) 8PM ZOOM 

철부지 
고은 글라라 780-573-7475 

   매월 네번째(토) 11:30AM (예정) 

봄물 
이은자 데레사 780-884-2218 

   매월 세번째 (일) 7:30PM (예정)  

 호산나 
한송이 세라피나  780-907-7302 

   매월 두번째(금) 6:00PM (예정) 

포도나무 
한승호 비오 780-968-6972 

 

   1 월 28 일 (토)  데레사 라로쉬 자매님댁  

레드디어 
황재천 암브로시오 403-896-0541 

   매월 네번째(일) 7:30PM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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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오늘 미사 후 청년부 떡국떡 판매와 전신자 

식사(떡국)가 있습니다.  

 

◆성당 문의/E-transfer 이메일 주소 변경 안내  

기존에 쓰던 gmail 이메일을 없애고 교구청(caedm) 

이메일 주소로 모든 문의와 e-transofer 을 

받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Email: StJungHaSang.Korean@caedm.ca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본당의 새로운 가족이 되신걸 

환영합니다. 양재현 (미카엘), 김태훈 (미카엘) 

 

◆유아 세례 안내   

1 월 28 일 (토) 3:00PM 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은 성당 웹사이트에 양식을 다운 

받으시거나,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기도회 시작 시간 변경 

성령기도회 시작 시간이 토요일 특전미사 후 6 시 

30 분에서 6 시 15 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성령의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성가대 단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성가대 단장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세실리아): 780-405-6722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영희 (아네스)님께서 11 월 26 일 한국에서 

선종하셨습니다. (향년 84 세)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2023 년 전례 초, 꽃 봉헌 Donation  

*전례력 가해 동안에 제대에 봉헌될 전례 초, 꽃  

 (접수: 사무실) 

 

.◆ 우리들의 정성/미사참례인원  

    지난 주 봉헌 및 미사 참례 

헌    금    내     역 금      액 

주일 헌금 (Jan. 15)         2,277 

e-Transfer -  

합        계          2,277    

주중 저녁 미사(수) 10:00am 25명 

특전 미사(토) 5:00pm 86명 

주일 미사 10:00am 105명 

미사 참례 총인원 2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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