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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리 치 과
<Dr. 염경식 바울로 &
 Dr. 염현주 세실리아>

참  맛 있 는 집

<심후식 스테파노>

주택 / 아파트 매매 및 렌트

신 승 원Realtor
<신승원 헬레나>

832.913.3879 Katy
713.647.7500 Long Point

713.465.6400
10078 Long Point Rd, 
Houston, TX 77055

713.732.2615

helena.walzel@gmail.com

          광 부동산 투자
             <양준모 예로니모>

Top Score Edu
<박정임 발렌티나>
https://topscoreedu.us/

SAT/학교 내신 관리, SAT, ACT 모의 테스트

정재훈 (헤론) 부동산
Realtor/Energy Broker
One Stop Shopping!
아직도 비싼 전기료 내고 계시나요?

713.206.2048
헌집 삽니다.

832.612.7785
jungim1124@gmail.com

7223 Agave Dr., Katy, TX 77494

           832.661.3670
              집 매매 / 렌트 / 아파트
              상가 매매 / 리스 / 투자

한국의맛과 정성

나 눔 의  먹 거 리
<정동기 알렉시오>

No.1 보다는 ONLY ONE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부동산

Sarah Seo 부동산 전문인
<서양숙 유스티나>

201.364.4988
문자로 연락주시면 
 답신 드리겠습니다

281.925.8486
crocolos@gmail.com
yangseo73@kw.com

<양칠선 필레몬> 
713.827.0063

www.houstonkyocharo.com
houstonkyocharo@gmail.com

     K  R  I  S  P

  빠  삭  치  킨
          <이희웅 제임스 야고보>

(구) 코끼리만두 / 9486 Long Point

      주문: 713.492.2535 
www.krispchicken.com   info@krispchicken.com

이 상  순 종  사 랑

휴스턴 울뜨레아

민사소송전문인증
안권 변호사

상업/투자 부동산전문
안진숙 루피나 부동산

전기/플러밍/에어컨/마루/페인팅/리모델링

Good Handy Man
<이겸상 미카엘>

미래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는 부동산

미 래 부 동 산
<최분규 블라시오>

ahnlawfirm@gmail.com
jinahnccim@gmail.com

www.LawHouston.US
713.781.2322 / 832.877.1322

713.992.2064

713.898.5445
2121 Brittmoore Rd, Houston, 77043

713.823.5417
bunc@k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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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전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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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 3주일

성당 안내 - www.stakim.org

입  당  송 시편 66(65),4 참조
하느님,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분,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대영광송>

제 1 독서  사무 상 3,3ㄴ-10.19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화  답  송 시편 40(39),2ㄱㄴ과 4ㄱㄴ.7-8ㄱㄴ.8ㄷ-9.10(◎ 8ㄴ과 9ㄱ)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

○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

제 2 독서   코린 1  6,13ㄷ-15ㄱ.17-20
여러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요한 1,41.17 참조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네. 은총과 진리가 
그분에게서 왔네.

복      음 요한  1,35-42
그들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분과 함께 묵었다.

영 성 체 송 시편 23(22),5 참조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연중 제2주일 

주임 신부
고봉호 베드로 (Rev. Bong H. Ko)
사제관: 713.932.7401  |  휴대폰: 832.312.2728
bonghoko93@gmail.com     

사목 회장
지상규 바오로
713.972.5035  |  sangkyuchi@gmail.com

사 무 실

강보형 소화 데레사 - 사무장
전화: 713.465.2682  |  팩스: 713.465.5974
월, 목, 금: 9:00am-4:00pm; 화: 9:00am-8:00pm
일: 8:00am-4:00pm; 수, 토 휴무
standrewkimhouston@yahoo.com

주일학교

염현주 세실리아 - 유,초등부 코디네이터
saksselementary@gmail.com
박재우 도날드 - 중,고등부  코디네이터
houstonasksundayschool@gmail.com

  

   펜데믹 기간중 미사시간

주일미사
토요일  5:00 pm     한국어 미사

교중미사 10:30 am   
한국어 미사, 
라이브 미사

평일미사
화, 수, 목  7:00 pm

금 10:00 am

  성 사 & 교 리
고 해 성 사 매 미사 시작 30분전

유 아 세 례 삼 개월 마다 |  주보 공지  |  신청: 성당 사무실

봉  성  체 매월 둘째 주 |  신청: 성당 사무실

주 일 학 교 주일 11:30 am - 12:30 pm  |  via Zoom

예비자 교리 주일 12:30pm |  교육관 1층

 레지오 마리애
순교자들의 모후 주일 09:00 am 단장 윤우영 프란체스카

은총의 모후 주일 09:00 am 단장 우경아 이사벨라

자비의 모후 주일 09:00 am 단장 최분규 블라시오

로사리오의 모후 주일 09:00 am 단장 박양자 비비안나

사도들의 모후 수 08:00 pm 단장 조희동 요한

신비로운 장미 화 06:15 pm 단장 지경자 루시아

평화의 모후 금 10:30 am 단장 박소라 필로메나

바다의 별 (중고등부) 주일 09:10 am 단장 김진옥 데레사

샛별 (초등부) 주일 09:10 am 단장 남지영 이레나

사목회 & 신심단체

사목회 둘째 주일 1:00 pm 회장 지상규 바오로 sangkyuchi
@gmail.com

구역장회 셋째 주일 12:30 pm 총구역장 신인식 도미니꼬 insikshin0317
@gmail.com

꾸리아 첫째 주일 12:45 pm 단장 윤인숙 마리아 insuk0103
@gmail.com

울뜨레야 첫째 주일 12:30 pm 간사 장진우 안셀모 frankprosound
@hotmail.com

재속 프란치스코회 첫째 토 신심미사후 회장 하광호 토마스 tomgwanghoha
@gmail.com

찬양기도회 매주 목 08:00 pm 회장 한충용 토마스 아퀴나스
cyhan0
@gmail.com

청년 성서반 매주 금 07:30 pm 반장 최우승 요셉 x_choi
@hotmail.com

성모회 매주 주일 11:45 am

자모회 매주 주일 12:30 pm 회장 김혜숙 브리짓다 ukkhs75@gmail.
com

성가대 매주 주일 9:30 am 
12:30 pm 단장 김정환 토마스아퀴나스

junghwkim
@gmail.com

지휘자 이지윤 세실리아 cesilee74@
gmail.com

정기모임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