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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Ⅰ코린 10,17)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
에게 전한다.”(루카2,10)
세상의 빛으로 하느님께서 나의 아빠, 인류의 
아버지심을 알려주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며, 아기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은총과 용기
를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 빨리 코로나
19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길 우리 모두 마음 
모아 기도 합니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지침이 1월17일
(주일)까지 확대 연장실시됨에 따라 신자들과 
함께 봉헌하는 미사는 유튜브 생중계 (평일 
오전10시, 주일 오전11시, 미사로 대체합니다. 
본당홈페이지 à
http://jysd.or.kr/
본당 유튜브 채널 à
https://youtube.com/천주교주엽동성당
2. 성당과 사무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까지 개방합니다.
3. 대 성전에서 미사가 거행되는 시간 외에는 
개인 성체조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11시 미사 후 오후 1시까지, 평일 10시 
미사 후 오후 12까지 성체 현시와 성체를 모
실수 있습니다. 
영성체를 영하실 분들은, 당일 평화방송 미사 

혹은 본당 생방송 미사를 영적인 친교안에서 

참여하신 후 평일 12시, 주일 오후1시까지 성

전으로 오시면 성체를 영해드립니다.

4. 초등부 어린이 미사(토요일 오후3시, 홈페

이지(유튜브))와 청소년부(주일 오전10시, 줌)

는 온라인 생중계로 실행합니다. 

<성사 관련>

▶병자성사 : 위중한 노약자는 <사무실> 혹은 

<구역봉사자>를 통해 병자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례예절: 사회적 거리두기 2.5 기간에는 비

대면 전례를 원칙으로 하며, 장례 발생 시, 

[사무실]과 [연령회장]을 통해 사제가 빈소를 

방문하며, 상황이 허락한다면 고별식을 진행합

니다.

▶ 유아세례 • 혼인성사: 상기 기간 동안 신청 

연기합니다.

◉ 평일 오전 10시, 주일 11시 교중미사 
   인터넷선교분과 생방송 www.jysd.or.kr 
◉ 성지 가지 회수

재의 수요일(2월 17일)에 쓰여질 성지 가지를 2월 
7일 까지 회수합니다. 작년 성지주일에 축복한 성지 
가지를 보관하고 계신 분들은 1층 로비에 마련된 함
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29,560,000
· 주일헌금..............................................1,485,000
·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1,570,000
· 하느님의 집 후원금................................390,000
· 감사헌금...............................................3,150,000
· 합  계........................................,.......36,155,000

성 요셉 성당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48

주임 신부 : 이병헌 (베드로)
부주임신부 : 오정석 (라이문도)
수 녀 원 : 정마르가리타, 백시몬
연령회회장 : 안종호 (토마스)

☎ 921-2303
☎ 921-2305
☎ 921-2306
☎ 010-7750-8784

사 무 실 : ☎ 921-2301 ～ 2 FAX : 921-3520

미사 시간 및 전례 안내 예비신자 교리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성 시 간 매월 첫째 목요일 20:00 목 오 후 반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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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청소년
11:00 교중
18:00 청년
21:00

병자영성체 매월 첫째 금요일 13:00 토 청소년부 17: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아세례 매월 첫째 토요일 16:30 일 주 일 반 09:30

“ 와서보아라 ! ”
(요한 1,39)

어린이부 가족미사(토) 15:00 18:00(특전)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 전
혼인면담 매월 셋째 토요일 16:00

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10:00

http://www.jys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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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기 사목평의회 임명

2021년 1월 10일자로 사목평의회 위원이 임명되었

습니다. 새로 임명되신 사목위원들께서 본당공동체

를 위하여 봉사 잘 하실 수 있도록 교우 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 사목평의회 명단
직  책 성  명 세례명

사목회장 강종모 요셉
부회장겸선교분과장 허영미 요안나
부회장겸기획분과장 성종수 이냐시오

부 회 장 이용우 베드로
총무 (남) 우학기 바르나바
총무 (여) 김형희 스텔라

여성구역 분과장 김은영 M.도미니카
여성구역 부분과장 김명실 젬마
남성구역 분과장 최인욱 안젤로

남성구역 부분과장 김낙훈 베드로
재정 분과장 오동현 레오
전례 분과장 남승준 라파엘
교육 분과장 이홍열 아녜스

교육 부분과장 이동은 율리안나
기획 부분과장 김용주 리카르도
선교 부분과장 서혜정 프란치스카
청소년 분과장 강민오 아오스딩

사회사목 분과장 박종국 시몬
사회사목 부분과장 김연자 데레사

노인 분과장 정영미 요안나
노인 부분과장 김선희 젤뚜르다

인터넷 선교분과장 전숙영 엘리사벳

◉ 주님 봉헌 축일

주님 봉헌 축일에는 1년 동안 미사 중 제대에
서 사용되는 초와 각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축복합니다. 제대 초 봉헌 미리 접수하여 주시
고, 가정에서 사용할 초는 축복식 이후에 성물
방에서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 축복식 : 2월 2일(화) 오전 10시 미사
· 제대초 : 사무실 접수 
· 가정초 : 초 축복식 이후에 성물방 판매

◉ 구역 외에 거주하시는 교우분들과, 전출자들에게 
본당 설립 25주년 기념 묵주를 사무실에서 나누어 
드립니다. 
◉ 교무금 장애발생으로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되는 분은 사무실에 오셔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날  짜 내  용 금  액
12/15 천주교 500,000
12/23 (재)천주교의정부교구 60,000
12/25 이병문 20,000

◉ 전입교우 환영

성 명 세례명 지역/구역/반
고부연
조우정
서규연
김영필
김태익
진재웅
윤용근
박유순

엘리사벳
마리스텔라
프란치스카
엘제아리오

미카엘
마르띠노

요한
베로니카

2-2-4
2-4-4
4-1-1
1-2-1
4-1-2
1-4-3
2-4-4
1-5-1

◉ 감사헌금 봉헌 

이정기루치아5만원,이신자마리아5만원,임현우
요한10만원,한혜숙요셉피나5만원,정명자마리
아10만원,익명30만원,익명20만원,오주현율리
아20만원,김예숙그레쎈시아1만원,박현진안젤
라1만원,최두원수산나2만원,박정재바오로10
만원,김건이문우요한5만원,윤명옥율리안나5만
원,홍함일바실리오10만원,이근우요셉5만원,박
혜성안젤라10만원,익명15만원,익명56만원,박
연자마리아5만원,정동열라파엘5만원,송민정소
피아5만원,박현주루시아1만원,익명10만원,김
명숙사비나16만원,익명5만원,송은화마르타10
만원,황성진요한5만원,송교춘루시아3만원이연
정미카엘라5만원,김승호스테파노20만원
◉ 연중시기
대림·성탄·사순·부활시기를 제외한 기간으로 
구원의 신비를 전체적으로 묵상하는 시기이다. 
이시기에 사제는 생명의 희열과 희망의 상징
하는 녹색제의를 입는다.

주 엽 동 소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