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  림말씀 묵상 봉  사 

전 례 봉 사

12월 27일 1월 1일 1월 3일

 성가정 축일 성모마리아대축일 주님 공현 대축일

교중 미사 오전 10시미사 교중 미사

미 사 해 설 장성희 김지현 남지영

제 1 독 서 황규태 정동기 정성권

제 2 독 서 박진주 서동숙 윤인숙

성가정은 피와 살을 나눈 사랑의 
관계만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느님의 
뜻에 충실하려 노력할 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
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충실하려는 사람들에게 허락 
되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하느님을 만나는 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성가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 주임사제 고봉호 베드로 -

교구웹싸이트 온라인 헌금
                                                                                        *본당통보일: 12월 15일 현재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루카 2,22-40)

성가정

예수님과 성모님, 요셉 성인의 가정은 가난했습니다. 그것은 해산하는 과정에서 피를 흘려 
부정하게 된 산모의 정결례 예물로 어린양 한 마리를 바치게 되어 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칠 수 있게 한 규정을 지켰
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납니다. 

가난한 이들은 특별한 눈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살다시피 하는 또 다른 가난한 이들인 
시메온과 한나는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사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시메온은 성모님 앞에 장미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가시밭
길이 놓여 있음을 예언합니다. 

과연 성모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은 최고의 동반자였습니다. 마치 일곱 아들의 
순교를 지켜보면서 아들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던 어머니처럼(2마카 7장), 동일한 모성으로 
십자가 아래까지 굳건히 함께하면서 아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던 분이셨습니다. 

교무금:  $ 4,720.00        주일헌금:  $  2,061.00        감사헌금: $ 1,470.00      
  

교무금 봉헌

김선덕  류원숙 신동수 신인식 유효 윤건치 윤주식 이승규 이진현 이창호 정성철 조성남 
최두식 최영서 한경호 한복진 허옥련 

우리들의 정성

                       

 

 

 ｜ 2020년도 송년 미사 
2020년 한해를 보내는 송년미사가 이번주 목요일 
(12월 31일) 저녁 7시에  봉헌됩니다.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2021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금요일)은 천주

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입니다. 이날은 교회의 

의무 대축일로 본당에서는 오전 10시에 미사가 

봉헌되겠습니다.

 ｜ 성탄 꽃봉헌
성탄절 제대 꽃 봉헌을 하고자 하시는 신자분께

서는 본당 현관 입구에 마련되어 있는 꽃봉헌 

봉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성탄 연휴 사무실 시간 안내
이번주 월요일(12월 28일)부터 금요일(1월1일)
까지 사무실 휴무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본당 달력
본당 2021년도 달력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본당 현관 입구에 비치되어 있사오니 각 가정에 
한부씩 가져가시고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웃 
교우들이나 같은 구역원 가정에게도 한부씩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Youth

 ｜ 본당 주일학교 방학
The  parish  Elementary & Youth  

Sunday School Christmas Break is 

from today, Dec. 20th to  Jan. 10th 

and will resume on Sunday, Jan. 21st.

 모 임/ 교 육

Zoom을 통한 본당 단체와 구역모임, 공부반 
개설 요청및 문의를 성당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21년 1월-3월까지의  구역모임을 
접수받고 있사오니 각 구역장들께서는  
이메일로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주님, 

저희들은 마치 풍랑이 몰아쳐서 한 치 앞을 못보는 

바다 위의 당신의 제자들과도 같습니다. 

치유자요, 인도자이신 주님께 의탁하오니,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마음을 잡아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노인과 허약자들을 보호해 주소서.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치료제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시어, 

허리케인 하비때 주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우리 눈 앞에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보살필 수 있게 하소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지도자들이 현명한 결정을 해서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을 떠난 이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게 하소서.

인생의 시련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성모마리아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치유와 이 질병이 곧 종식되기를 빌어주소서.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 우리를 치유해 주소서.

아멘.

Archdiocese of Galveston-Houston

코로나 바이러스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2020년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COVID-19 코로나로 인한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잘 버티고 이겨낸 

본당 공동체 모든분들께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한해를 잘 마무리 하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라며, 2021년 새해에는 
본당 전 신자 가정에 건강과 평화, 은총이 가득한 한해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휴스턴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신자 여러분,
성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