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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Ⅰ코린 10,17)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루카 1,38)
하루 세번 삼종기도 때, 우리가 날마다 바치는 
기도입니다.
별 생각없이 바치던 삼종기도가 요즘 들어 마
음을 파고듭니다. 동시에, 하느님을 모르고 살
았다면, 지금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생각을 하니, 하느님께서 저를 당신의 자
녀로 부르셨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저질환자, 대면미사가 어려운 신자분들을 위
하여, 대면미사와 방송미사를 병행 실시하며, 
미사 후 한 시간동안 성체배령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온 국민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구장님께서도 
신자분들을 위로하시며, 특별히 가정공동체의 
중요성과 가정안에서 “공소예절”을 강조하셨습
니다. 주엽동 본당 신부로써 힘들고 지친 신자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
시길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연장과 중
대본이 발표한 본당 좌석 10% 이하 대면 미
사참석 가능 방침에 따라, 주엽동 본당 미사시
간과 운용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성당 발열,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
도록 하겠습니다.
매 미사 후 성당 내 방역 실시.
2. 한 의자에 3명에서 2명으로 제한하여 앉도
록 합니다.
3.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 미사를 
기존처럼 시행합니다.
4. 평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미
사는 대면미사와 생방송 유튜브 미사를 병행
하며, 미사 후 12시까지 성체현시와 성체배령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고백성사 가능)

본당홈페이지 http://jysd.or.kr/
본당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3svSOO
5880pqloczJyEgkw
본당미사시간
http://www.jysd.or.kr/data/editor/2101/de124c
9dafb2f5ace13c8cda6cb68571_1610870434_1
927.jpg 
◉ 2월 지역별 주일미사 참여 대상

미사 시간 참여대상 지역
15 : 00(토) 어린이부 가족미사

09 : 00 1지역, 3지역
11 : 00 2지역, 기타지역
18 : 00 청년, 4지역

특전,06,21 지역별 제한없음

◉ 평일 오전 10시, 
   주일 오전 09시, 주일 11시 교중미사
   청소년 오후 2시, 청년미사 오후 6시 
    인터넷선교분과 생방송 www.jysd.or.kr 
◉ 2021 의정부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 일시 : 2월 3일(수) 오후 2시
· 장소 : 주교좌 성당
· 주례 : 이기헌(베드로) 주교
☞ 비대면 미사로 봉헌되며, 의정부교구청 유
튜브로 생방송 미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17,360,000
· 주일헌금................................................4,172,000
· 하느님의 집 후원금..................................260,000
· 감사헌금................................................2,670,000
· 합  계........................................,.........24,462,000

성 요셉 성당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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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1-2303
☎ 921-2305
☎ 921-2306
☎ 010-3758-2442
☎ 010-7750-8784

사 무 실 : ☎ 031-921-2301～2 FAX : 031-92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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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 교중
14:00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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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sd.or.kr/
http://www.jysd.or.kr/data/editor/2101/de124c9dafb2f5ace13c8cda6cb68571_1610870434_1927.jpg
http://www.jysd.or.kr


제1307호 2021. 1. 31

2

세례성사 축하드립니다!
  오늘 세례성사 받으시는 23분의 
  새 신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례성사와 첫 영성체를 기억하며 하느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시길
  기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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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의 수요일 미사 안내

재의 수요일은 머리에 재를 얹고 참회와 회개의 사

순시기를 경건하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날 교우들

은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기 위한 희생으로 단식과 

금육을 합니다.

· 미사 : 2월 17일(수) 

        오전 6시, 오전 10시, 오후 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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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날 합동 위령미사 봉헌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떠난 조상님과 가족

들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가 봉헌됩니다. 미사 예물 

사무실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동 위령미사 : 2월 12일(금) 

                 오전 6시, 오전 9시, 오전 11시 
· 접수기간 : 2월 9일(화)까지
◉ 2월의 전례

※ 성시간 : 2월 4일(목) 오후 8시 
※ 병자영성체(생활영성체)
☞ 신청 : 총구역장 010-2972-9007
          사무실 031-921-2301   
   · 1지역, 2지역, 4지역 
      일시 : 2월 4일(목) 오후 2시

   · 3지역
      일시 : 2월 5일(금) 오후 2시
※ 복되신 동정마리아 신심미사 : 
           2월 6일(토) 오전 10시 
※ 유아세례 : 2월 6일(토) 오후 4 : 30
◉ 전례봉사자 모집

주님의 제단 가까이에서 함께 봉사할 전례단원
(해설자, 독서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남라파엘 010-3949-2276
◉ 2021년 어린이부 주일학교 등록

· 대상 : 유치부(7세)∼6학년
· 등록기간 : 2월 28일(일)까지 사무실로 접수
· 등록비 : 1인 30,000원 / 2인 50,000원
          3인 70,000원
· 문의 : 교감 박마리스텔라 010-5546-6222
※ 어린이부 형제자매 할인은 가능하나 청소년부
와 어린이부 연계 형제자매 할인은 불가합니다.
◉ 2021년 사순저금통 배포 및 봉헌 안내

교회의 가르침인 사순시기의 극기와 절제를 통
한 애덕을 실천으로 사순저금통을 실시합니다. 
올해 사순저금통은 환경·농촌사목위원회에서 
창조질서보전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교우분
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방법 : 사순저금통을 통한 모금
        (사순 제1주일∼주님 부활대축일)
◉ 관리원 모집

본당을 위해 성실히 일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 자격: 기계,소방,전기,설비 중 1가지 경험자 
우대  65세 이하
· 제출서류 : 교적증명서, 본당신부님 추천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접수마감 : 충원시
· 면접 : 서류 심사 후 개별통보
· 문의 : 성당사무실 031-921-2301
◉ 오늘은 해외원조주일 특별헌금이 봉헌됩니다, 
◉ 감사헌금 봉헌:김승희로사리아30만원,우재
륜5만원,최대진베드로20만원,강의규안나10만원,
이문정크리스티나20만원,손영신아델라20만원,
성민호요셉5만원,익명25만원,정수자글로리아10
만원,임영숙실비아2만원,김남진스테파노5만원,
조형준미카엘20만원,김창주베드로5만원,김호주
스테파노5만원,익명5만원,백지혜릴리안문성웅야
고버10만원,한태규마르코10만원,박희정헬레나
10만원,김정도프란치스코5만원,김숙희마리아만
원,김건이문우요한5만원,온춘애세실리아10만원,
박현주루시아10만원,조성은프란치스카10만원

주 엽 동 소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