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극복을 청하는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코로나에 감염되어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기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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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시간 
 

목 오후 6 시 

주일 오후 5 시 

 

                     주님 공현 대축일 2022 년 1 월 2 일 (다해) 1 호 
 

                                     

                                                                    ‘주님 공현’ 심순화 카타리나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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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이사 60,1-6 
 

화답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 

   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 

   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 

  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 

  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제 2독서  에페 3,2.3 ㄴ.5-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복음  마태 2,1-12 

영성체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입당 487   봉헌 212   성체 504   파견 100 

 

† 전례 봉사 
 

해  설 오윤정 이사벨라 

독  서 이만기 프란치스코(1) 이수지 데레사(2) 

 

 

 

오늘의 묵상 말씀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 우리의 정성 
 

  성탄 성야 (12/24): 구유 예물 $624, 헌금 $375    
 

  주일 헌금 (12/26): $464    
 

  교무금: 양화자 (1), 이세균 (2021.11~1) 
 

  사제관 건립 기금: 양화자 $20, 총액 $81,824.32 

 

† 미사 참례자수   
 

   목요 미사 (12/23) 15 명, 성탄 성야 미사 (12/24) 42 명 

   주일 미사 (12/26) 59 명 

 

† 알려드립니다 
 

■ 본당신부 휴가: 1 월 10 일(월)~1 월 29 일(토)  

   이 기간 동안 목요 평일 미사는 없습니다.  

   레지오 회합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의 주일 미사는 손님 신부님이 오셔서 미사를 집전해  

   주시겠습니다. 

■ 사목회의: 1 월 9 일(일) 주일 미사 후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사목위원들은 모두 참석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