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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동체 (반 모임, 구역모임)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영명축일을 축하드립니다!

  6월 29일은 이병헌 (베드로) 주임신부님

의 영명축일입니다. 영명축일을 맞이하신 

신부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코로

나19로 시대적 아픔을 겪고 있는 교우들

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본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엽동 신자확인증(ID카드) 열화상카메라 

운용방침

+ 찬미예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2개월 이상 중지되었던 
신자와 함께 하는 미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올해에는 비록 이전까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활절을 보낼 수 밖에 없었으나, 이제 다함께 
미사를 드리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 봅니다.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까지 출입명부를 작성하여 왔으나, 여성구역에
서 신자확인증(ID카드)을 나눠드려 매 미사를 
신자확인증으로 출입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혹시 안 갖고 오시는 분이나 타 본당 교우들
은 종전처럼 신자 출입명부에 작성하셔도 됩
니다. 사무실로 오셔서 신청하시면 신자확인증
을 발급해드립니다.)
매 미사에 열화상 카메라도 운영하였습니다. 
체온계를 통한 발열체크 보다 훨씬 더 간편하
고 교우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
다. 마지막으로, 매 미사마다 지속적으로 방역
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수고해주시
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엽동성당 주임신부 이병헌베드로 드림

『지역별 주일미사 참여 대상』

(평일 오전 10시, 주일 교중미사 

   인터넷선교분과 생방송 www.jysd.or.kr ) 
미사 시간 참여대상 지역

09 : 00 1 지역 / 기타지역

11 : 00 2 지역 / 4 지역

18 : 00 3 지역 / 청년

21 : 00 청소년부 / 지역별 제한없음

특전, 06:00 지역별 제한없음

◉ 7월의 전례

※ 성시간 : 7월 2일(목) 오후 8시
※ 복되신 동정마리아 신심미사: 7월 4일(토)  

   오전10시, 성당 입장 시 초봉헌, 기도지향 

   봉헌 

※ 유아세례 : 7월 4일(토) 오후 5 시
※ 성 요셉대학 미사 : 7월 7일(화) 오후 2시
◉ 연령들을 위한 미사 

전 달 선종하신 연령의 유족들을 초대하여, 선
종하신 분과 유족들을 위한 특별 지향으로 미
사를 봉헌합니다. 미사 후에 연령회 주관으로 
연령들을 위한 연도 봉헌이 있습니다.
· 일시 : 7월 11일(토) 오전 10시 미사
◉ 오늘은 교황주일로써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하
고  사목활동을 돕고자 특별헌금이 봉헌됩니다. 
◉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12,198,000

· 주일헌금................................................5,149,000

· 민족화해와일치를위한기도의날.............1,872,000

· 하느님의집후원금.......................................40,000

· 감사헌금,기부금..................................11,860,000

· 합  계.................................................31,119,000

성 요셉 성당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48

주임 신부 : 이병헌 (베드로)
협력 신부 : 최민호 (마르코)
부주임신부 : 오정석 (라이문도)
수 녀 원 : 정마르가리타, 백시몬
연령회총무 : 최인실 (율리안나)

☎ 921-2303
☎ 921-2304
☎ 921-2305
☎ 921-2306
☎ 010-6225-5060

사 무 실 : ☎ 921-2301 ～ 2 FAX : 921-3520

미사 시간 및 전례 안내 예비 신자 교리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성시간 매월 첫째 목요일 20:00 수 오 전 반 10:30

06:00 06:00 06:00 06:00 06:00
09:00

11:00 교중
18:00 청년
21:00

병자영성체 매월 첫째 금요일 13:00 목 오 후 반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아세례 매월 첫째 토요일 16:30 일 주 일 반 09:30

어린이가족미사(토) 15:00
청소년부 미사 (일) 21:00

15:00
18:00
(특전)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 전 일 청소년부
혼인면담 매월 셋째 토요일 16:00

“ 와서보아라 ! ” (요한 1,39)
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10:00



제1276호 2020. 6. 28

2

◉ 주엽동 본당 미사 부분재개 

가. 평일미사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 미사를 
봉헌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10시 
미사를 봉헌합니다.(생방송 중계)
나. 주일미사는 토요특전, 새벽 6시, 오전 9시, 
교중미사(생방송 중계), 저녁 6시, 저녁 9시 
미사를 봉헌합니다. 
1. 미사 참례대상
가.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미사참례 의무가 면
제됩니다.
1)코로나 확진여부와 상관없이, 발열, 기침, 
인후통, 숨가뿜, 감기, 기관지염, 폐렴같은 
호흡기 증상과 설사, 근육통, 피로감 등의 
증상이 있는 교우
 2)2주일이내 해외를 다녀온 교우나 해외 
유학자
 3)임산부, 만성 질환 가진 교우
 4)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고령의 교우
 5)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그 부모
 6)감염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는 교우
◉ 청년협의회 We 함 (위기는 함께) 전례단 모집

“그분의 자비는 시련의 시기에 가뭄의 비구름
처럼 반가우리라”(집회 35,26)
청년협의회에서 주일 오후 6시 청년미사 전례를 
함께 한 청년을 찾습니다. 미사 봉헌 함께 해요!
· 문의 : 청년협의회 회장 
        김스텔라 010-3507-4621
◉ 사목평의회

· 일시 : 6월 28일(일) 11시 교중미사 후
◉ A형 헌혈이 급히 필요합니다.

본당 교우이신 김희주(마르코)형제님께서 수
술 후에 A형 혈액이 필요하여 급히 도움을 청
합니다. 중환자 병실에 입원 중이십니다. 
혈액센터에서 일산병원 김희주 혈소판 헌혈로 
지정해주시고, 도움을 주실 분들은 아래 연락
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이미영(릿다) 010-5276-9580
        사무실 031-921-2301 

◉ 전입교우 환영

성  명 세례명 지역/구역/반
김양곤
전성연

미카엘
루시아

2-5-2
2-3-2

◉ 코로나19로 인한 구역별 청소 (격주 월요일)

날 짜 대성당 여자화장실 성가대
7월 6일(월) 3-11구역

4지역 1-1구역 1-2구역
7월 20일(월) 1-3,4 / 1-5 1-6구역 1-7,8구역

· 코로나 19로 인한 하반기 구역별 임시 청소 배
정을 격주로 월요일 10시 미사후에 실시합니다.
· 준비물 : 물걸레, 고무장갑 지참하시고 청소 
후 집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성당에는 물
걸레, 고무장갑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부금 봉헌 : 재단법인 장순 1,000만원

◉ 감사헌금 봉헌

전성규미카엘20만원,연재영즈가리아10만원,임
현우요한10만원,고)유영재세례자요한100만원,
이규정안젤라10만원,정순미유스티나10만원,이
덕순엠마10만원송교춘루시아3만원,이병만요셉
10만원,이선호엘리사벳3만원
『교리상식』

◉ 예수 성심 

예수 성심으로 표현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곧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
다”라는 요한 1서 4장 8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느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마저 
기꺼이 내어주신 하느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성심’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메시지 받은 마르가리타수녀에
게 예수 성심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축
복과 은총을 내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마르가리타 수녀가 받은 사적 계시를 
인정하여 1856년 비오 9세 교황님은 예수 성
심 축일을 전 세계 교회 축일로 정했습니다. 

주 엽 동 소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