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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유튜브

e-Transfer

사무실

주   소

사제관

본당신부

교중미사

특전미사

평일미사

레드디어 공소미사

성시간

고해성사

유아세례식

사목회장

조승준 야고보

양귀례 테레사

StJungHaSang.Korean@caedm.ca

https://stjunghasang.caedm.ca

https://www.youtube.com/ 
@st.junghasangcatholicparish

위 이메일 주소와 동일

일요일:  10:00 am

토요일:    5:00 pm

화요일:  10:00 am
수요일:    7:30 pm

미사  전 • 후

매달 세번째 토요일 3:00 pm

매달 첫번째 금요일 7:30 pm

매달 세번째 주일

780-450-0730
(F)780-450-0731

8350 - 77 Ave NW 
Edmonton AB T6C 0L4

780-461-7701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그를 사랑하는 이들아, 모두 모여
라. 슬퍼하던 이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위로의 
젖을 먹고 기뻐뛰리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
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
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주님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
었네. 나는 하느님을 믿었네.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이사 66,1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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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9일

십자가의 길 8처 김옥순 수녀 (성바오로딸수도회)ㅣ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
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03월 1 9일 

헌  금  내  역

주일 헌금 2595

67명

90명

125명

282명

505

290

3390

e-Transfer

2차 헌금

합         계

미사 참례 총인원

주중 미사 (수) 7:30 pm

특전 미사 (토) 5:00 pm

주일 미사 10:00 am

03월 26일 

금    액

옹달샘 

예다움

포도나무04월 02일 

사순 시기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십
자가의 길을 바칩니다.
매주 두 공동체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3월 22일: 예다움,옹달샘)

4월 2일부터 교중 미사가 오전 11시로 변
경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월 25일(토): 오후 3시 세례식 
3월 26일(일): 첫영성체

일시: 2023년 3월 28일 (화) 07:00 pm 
강사: 이청준 프란치스코 히비에르 신부님 
         (마산교구)
회비: $10
주제: 가상칠언 

성당 청소 일정

소공동체 모임 일정

십자가의 길 안내

미사시간 변경 안내

첫영성체 관련일정 안내

사순특강

3월 월례 피정 변경사항

우리들의 정성 / 미사참례인원

성모동산 꾸미기 기금 마련에 함께 해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큰 사랑과 
관심으로 $1690 기금이 모아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학생 복사단을 다
시 시작합니다. 
신청기간 : 4월 15일까지 
첫모임: 4월 22일 03:00 pm
신청자격: Gr3~ Gr12까지, 첫 영성체를 한 학생
신청: 아래 QR 코드 , 온라인 접수 

* 성당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적극적으로 선교 합시다.
대상: 가톨릭에 관심 있으신 분들 / 세례 받
길 원하시는 분들  
회비: $30 
신청/문의: 사무실 (780-450-0730) 
모집 마감일: 4월 15일 
예비자 환영식: 4월 16일

본당 세계 청년의날 순례단을 위한 모금 

성모동산 꾸미기 기금

학생 복사단 모집

본당 웹사이트 자료실 탭 개설

에드먼턴 대교구 웹사이트 한글 지원

2023년 서부 캐나다 혼성 1차 꾸르실료
주말 안내 

밴쿠버 24차 ME주말 안내 

2023년 예비자 모집

대건회 점심 식사 및 성경 공부

성당소식일정안내

03월 19일 호산나

04월 02일 

03월 26일 

주일 간식/친교실 청소 당번 일정

*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배출된 쓰레기봉투는 

묶어서 성전뒤 쓰레기 수거함 (Bin) 에 넣어주

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 봉사 해주신 소공동체 식구들 고맙습니다.

* 미사 후 그동안 첫영성체 가정교리 이수하
느라 수고해주신 어머님들과 아이들을 축하
하는 의미로 다과 행사가 있겠습니다. 축하해 
주실 모든 신자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성령 기도회

주태진, 김대섭

꽃가람

마중물

누리봄

어울림

봄    물

호산나

포도나무

레드디어

옹달샘

예다움

사도: 윤연경 요안나 (780-887-4284)

사도: 손옥삼 아네스 (780-915-111)

사도: 김정진 엘리사벳 (780-937-4784)

사도: 남현주 솔리나 (780-246-0566)

사도: 김수연 마르티나 (780-868-4261)

사도: 이은미 클라우디아 (780-886-2585)

사도: 이은자 데레사 (780-884-2218)

사도: 한송이 세라피나 (780-907-7302)

사도: 한승호 비오 (780-968-6972)

모임일정: 추후 공지 예정

모임일정: 미정 (추후 공지)

모임일정: 03 월 31일 (금) 08:00 pm
                곽영규 율리아나 자매님 가정

모임일정: 매달 셋째주 금요일 08:00 pm

모임일정: 매달 첫째주 일요일
                07:00 pm 예정

모임일정: 추후 공지 예정

모임일정: 03 월 20일 (월) 05:30 pm
                고준애 자매님 가정

모임일정: 03 월 20일 (월) 10:00 am 
                주소현 스텔라 자매님 가정
                03 월 27일 (월) 8:00 pm 
                ZOOM

모임일정: 추후 공지 예정

3월 26일 (주일) 미사 후 대건회 점심 식
사 및 성경 공부 있습니다. 대건회보다 상위 
단체에 속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3월 23일
까지 대건회장님께 참석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신부님의 3월 월례 피정은 3월 28일 사순

특강으로 대체합니다. 본당 웹사이트에 자료실 탭을 새로 메뉴에 추

가하였습니다. 거룩한 독서 기도문과 교황님 

기도 지향은 기도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tjunghasang.caedm.ca/기도문/

에드먼턴 대교구 (https://caedm.ca)에서 한글

이 지원됩니다. 한글로 앞으로 소식들을 접하

실 수 있습니다.

황봉규 $100Mar.  12

감사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