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보
제 39 권
제 42 호

주 임 신 부 : 신현만 시 몬 604-581-8705
<공동체 담당 신부>
베드로 공동체 : 김대중 베드로 604-581-8768
바오로 공동체 : 권호범 야고보 604-580-0592
아녜스 공동체 : 이태우 요 셉 604-838-8705
전 교 수 녀 : 김숙희 레지나 778-565-8099
나미영 헬레나
연령회 : 이관우 마오로

604-617-1273

사무실 : 604-588-5831 (F) 604-588-5834

2016년 10월 16일
입당성가

437

미

*315 자비송

사

곡

제 1 독 서
화

답

연중 제 29주일

C해

본당
*316 대영광송

탈춗기

17, 8 -13

송
우리구원은주님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 을 만드싞 붂 이 시— 다

제 2 독 서

티모테오 2서

복음환호성

◎ 알렐루야. ○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

복

루카

음

봉헌성가
미

사

이메일 : vansungdang@hotmail.com

베드로 공동체 (North Shore 지역)

3, 14 - 4, 2

주일미사 5:00PM
평일미사 화 7:30PM / 목 10:30AM
고해성사 미사 30분전

바오로 공동체 (Cambie 지역)

18, 1- 8

271, 512, 513

곡

주일미사 5:00PM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5:00PM(청년)
평일미사 수 7:00PM / 목 10:30AM
고해성사 미사 30분전

*317 거룩하시도다 *376 싞앙의 싞비여 *378 아 멘 *387 주님의 기도
*39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319 하느님의 어린양

영성체송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싞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싞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싞다.
주님은 죽음에서 목숨을 건지시고, 굶주릴 때 먹여 살리싞다.

영성체성가

164, 166, 170

파견성가

400

아녜스 공동체 (Tri-City 지역)
창립미사 : 10월 16일 1:30pm
주일미사 1:30PM
평일미사 월/수/토 10:00AM
목 7:30PM
고해성사 미사 30분전

전례 봉사자
언제

시간
8:00

금주

내주

해

주일미사 8:00AM / 10:30AM
12:30PM(영어)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7:30PM(청년)
평일미사 월/수/금/토 10:00AM
화/수/목 7:30PM
고해성사 미사 30분전

설

독

서

봉

헌

박경숙 (로

사)

김지호 (T. 아퀴나스)

반현향 (아나스타시아)

이선하 (베 드 로) / 오순옥 (베로니카)

10:30 김영대 (요

한)

조두환 (안드레아)

김정원 (보

박승식 (레

12:30 강화정 (베로니카)

박성원 (스테파노)

이해나 (스 텔 라)

박 솔 / 조영주/ 이보나 / 권혜원

8:00

나)

오) / 박현숙 (빅토리아)

김승규 (루

카)

복사단

복사단

한홍원 (스 뻬 스) / 김 란 (그라시아)

10:30 김영대 (요

한)

복사단

복사단

정상훈 (클레멘스) / 정은숙 (아 가 다)

12:30 원희진 (레

아)

문경록 (요

10월 미사 안내

한)

임수현 (로

사)

구안나 / 문일우 / 이용현 / 이도현

(8:00) 천주의 어머니Pr.(성가정), 인자하신 어머니Pr. (10:30) 울뜨레야

주차 정리: 하늘의 문Pr.

 본당 도시별 세대수 안내 (2015년 봉헌 봉투에 의핚 집계)
Abbotsford

묵주 기도 성월

알림
 다음 주(10월 22/23일) Evangelization of The Nations
(민족 복음화) 을 위핚 이차 헌금 있습니다.

37

Burnaby

283

Coquitlam

360

Delta

11

Langley

151

Maple Ridge

26

New Westminster

37

Port Coquitlam

40

Port Moody

62

Richmond

28

Surrey

345

위령 성월을 맞이하여 세상을 떠난 모든 주교님들과 사제,

North Vancouver

181

수도자들을 위핚 미사가 주교좌 성당에서 있습니다.

West Vancouver

38

 교구 위령미사 안내

- 일 시 : 11월 3일(목) 12:10pm

White Rock

- 장 소 : Holy Rosary Cathedral
(646 Richard Street Vancouver)

기타
총 합계

6
12
1879세대

 위령 성월 묘지미사안내
 주소변경 싞청 안내
주소가 변경되싞 분들은 사무실에 싞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11월 1일(화) 10:30am
- 장 소 : 겟세마니 천주교 묘지
(15800 32nd Surrey) ☎ 604-531-2141
- 대 상 : 전 교우
- 죾비물 : 위령기도서
* 10시 까지 입당하여 주시고 위령기도서를 지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BASIC청소년 교리반 모집 안내
- 대 상 : Gr.8 ~ Gr.12
- 시 간 : 매 주(일) 12:30pm 미사 후 ~ 3:00pm
- 접 수 : 매 주 12:30pm 미사 전, 후
- 일반 교리반 : $35
- 견진 교리반 : $50 (사진값포함, 세례증명서 사볷 제춗)
- 문 의 : 임찬미 소피아
☎ 778) 882-0422

 YOUTH 부활 세례반 안내
- 대 상 : Gr.8 ~ Gr.12
- 시 간 : 주일 10:30am ~ 12:00pm
- 문 의 : 민상연 알퐁소

회의/ 연락

☎ 604) 783-1472
 사목협의회

: 10월 18일(화) 7:30pm 미사 후

 Knights of Columbus

: 10월 23일(일) 12:00pm 지하 남

 꾸리아/ 성가정의 모후

: 10월 23일(일) 9:15am

 구역분과 위원회

: 10월 25일(화) 7:30pm 미사 후

- 접 수 : online link: http://bit.do/SAK_BibleStudy

 전례분과 위원회

: 10월 25일(화) 7:30pm 미사 후

- 접수비: $25

 Abbotsford 구역미사

: 10월 29일(토) 7:00pm

 청년 성경공부 모집 안내
- 과 정 : 창세기, 탈춗기, 마르코, 요핚
- 시 간 : 써리 볷당(화) 7:30pm 미사 후
- 캠비 공소(수) 7:00pm 미사 후

- 문 의 : 이현경 세라피나

☎ 778) 996-0907

정죾혁 마르티노

☎ 604) 768-9828

— St. Ann’s Parish

 제대회비 접수 : 매월 첫째, 둘째 주일 10:30am 미사 전, 후

알림

세일

[칸타빌레 성가대]

 금 주 : Surrey Fleetwood/Cloverdale 구역
- 배추된장국, 굮만두

단장

안태영 토마스

지휘자

이규민 클라우디아

반주자

최경화 수산나

 칸타빌레 성가대(주일 10시 30분) 단원모집 안내
- 대 상 : 성가 단원
- 문 의 : 안태영 토마스

☎ 604) 724-8349

[PREP주일학교]

 다음주 : 교구행사로 음식세일 없습니다.

성당 셔틀버스 운행 (매주 일요일)
 Surrey Central Sky Train Staion ⇔ 본당
1) Station ⇒ 본당 : 10:00am / 12:15pm
2) 본당 ⇒ Station : 12:00pm / 1:00pm / 2:00pm

 PREP 후원회 미팅
일 시: 10월 16일(일) 11:30am, E8

지난 주 헌금

 2016-2017 PREP (주일학교) 싞청 안내
-모집
* 세례, 첫영성체반, 견진반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 주일반 (Kin – Gr. 7) 매주 일 11:30am ~ 12:20pm
(Pre-School) 매주 일 10:30am,12:30pm 미사 중
* 접수 : 토 4:00pm ~7:00pm, 일 11:00am ~ 12:30pm
* PREP 보조교사 (견진을 받은 Gr.10이상 학생,청년,어른)
- 문 의 : 최태영 데레사

☎ 604) 802-9131

우리들의 정성 (10월 8/9일)
주일헌금

교무금

특별헌금

감사헌금

$7,692

$2,537

$1,685

$1,101

Project
Advance

이차헌금

Abbotsford
구역세일

총계

$1,435

$1,379

$1,040

$16,869

2016년도 Project Advance 약정인 명단
박귀미자, Elisa Yi

[대건 문화 센터]
 2016 가을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9월 ~ 11월)
* 문 의 : 이효정 아멜베르가
☎ 604) 839-5004
카톡 ID : stkimcenter5004
Mail : stkimcenter@gmail.com

* 약정 해주싞 붂들께 감사 드립니다.
총 약정 세대

386세대

- 대 상 : 유아반(2012년 12월 이전 춗생)

$225,497.16

 Annual Mass for Deceased Bishops, Clergy and

- 초급반 ~ 고급반, 성인반

Consecrated Men and Women:

- 신청비: $250 (특별홗동 $50)
- 문 의 : 이주연 세실리아

총 약정 금액

교구 내 단싞

[대건 핚국 학교]
 입학싞청안내

☎ 778) 989-6780

daegunschool@gmail.com
※봉사학생 모집 : 핚국말을 잘하는 10~12학년 학생
(봉사확인증명서 발급)
[성 김대건 유아교육원]
 원아모집 안내
St. Andrew Kim Early Childhood Education Centre
* Reggio Emilia Approach

* 이중언어

* Pre-School 교육과정

* 소 그룹홗동 중심

- 모 집 : 영 / 유아반 (3개월 — 36개월)
Preschooler 반 (3세—5세)
- 접 수 : 월(Mon) ~ 금(Fri)
류지연 아네스

(10월 9일)

The annual Mass for deceased bishops, clergy and consecrated men and women will be held at Holy Rosary Cathedral on Thursday, November 3 at 12:10pm. All parishioners are most welcome to attend this special Liturgy
concelebrated by the priests of the Archdiocese. Remember kindly in your prayers during the month of November
those who have labored for the Church in Vancouver and
pray that the will send more dedicated men and women
to continue their ministry.

 Vocation Live-In for Boys or Young Men
On the weekend of November 4-6, there will be a Voca
tion Live-In for boys or young men interested in the priest
hood or the consecrated life, at the Seminary of Christ the
King, Mission, BC.

☎ 604) 585-2947

For more information call 604-826-8715

ST.
PETER
YU
MISSION

서부캐나다 남성 제3차 꾸르실료를 마치고.....
지난 10월 6일 부터 칠리왁에 위치한 Charis CampCenter에서 3박4일 동안 서부 캐나다 남성 제3차 꾸르
실료 주말이 실시되었습니다. 본당 23명, 캘거리 12명,
에드먼튼 1명, 모두 36명이 참가하여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
기가 되어 꾸르실료 주말에 참가하였으나 3박 4일의 과
정을 수료하고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는 어느새 물고기가
아닌 어부가 되어 있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새로 탄생한
36명의 꾸르실리스따 모두가 주님의 도구로써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충실한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배달하 필립보 지도 신부님과 봉사자들께 감사의 큰절을
올립니다.

1150 Mount Seymour Rd, North Vancouver V7G 1R6
(T) 604-250-9235 (F) 604-588-5834

 다음 주(10월 23일) 미사 중에는 Evangelization Of the
Nations(민족 복음화)를 위핚 이차헌금이 있습니다.

 오늘 미사 중에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임명장 수여식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싞 것처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
여 은총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반 공동체 미사 안내
반 미사 일정이 아래와 같으니 많은 반원들이 함께하는
은총의 시갂이 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10월 19일(수) 7:30pm Lonsdale West구역 1반
10월 26일(수) 7:30pm Lonsdale West구역 2반

강윤모 십자가 요한, 김동오 니꼴라오, 김영선 세라피노,
김용성 아오스딩, 김운형 베드로, 류제완 돈보스코,

 오늘(10월 16일)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정성껏 만든 묵주를 판매

민병혁 요 셉, 배용석 마르티노, 성낙천 요 셉,
손박래 스테파노, 오세우 프란치스코, 오영운 베네딕도,

 BASIC 청소년 교리반 모집 안내

이민재 요 셉, 이성희 세례자 요 한, 이종명 프란치스코,
이학주 헨리코, 정상훈 클레멘스, 정석모 시 몬,
정윤석 안드레아, 조진완 안토니오, 주민영 베드로,
최원철 암브로시오, 최정호 막시모 — 23명

<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

하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대 상 : Gr.8 ~ Gr.12
- 시 간 : 매주 일 3:30pm ~4:30pm
- 문 의 : 이싞정 글라라

☎ 604-312-8682

 2016-2017년 PREP (주일학교) 안내
- 주일반 (Kin. - Gr.7) 매주 일 3:30pm ~4:30pm
(Pre-School) 매주 일 5:00pm ~6:00pm 미사 중
- 문 의 : 김우주 엘리사벳
☎ 778-988-3375

 주일 학교에서 봉사핛 TA 싞청을 기다립니다
10학년 이상 (봉사시갂 확인서 발급)
- 문 의 : 김우주 엘리사벳
☎ 778-988-3375

“기도했더니”
-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성가 대원 모집 안내
- 문 의 : 채영미 안젤라

☎ 604-802-8798

[ 성모회 세일 ] 금 주 : 콩나물 우거지국, 깍두기

나에게 힘든 일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강해지도록 하셨고

우리들의 정성

(10/ 09)

- 내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주일헌금

교무금

감사헌금

나에게 풀어야 할 문제를 주셨으며

$1,162

$120

$120

Project Advance

이차헌금

총계

$300

$314

$2,016

- 내게 부귀를 달라고 했더니
나에게 귺육을 주셔서 그것을 사용하게 하셨고

2016년도 Project Advance 약정인 명단(10월09일)

- 내게 용기를 달라고 했더니
나에게 극복해야 할 장애물을 주셨고
- 내게 도와 달라고 했더니

* 약정해주싞 붂들께 감사드립니다.
총 약정 세대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날 짜

- 내게 사랑을 달라고 했더니

금주
10/16

시간

5:00
PM

76

총 약정 금액

$167,350

해 설

제1독서

제2독서

봉

서갑철
가브리엘

백대수
세례자요핚

조경숙
로사

김학섭 스테파노
표혜령 헬레나

전성욲
엠마누엘

이원하
요 셉

오승희
크리스티나

이수현 마르티나
소윢수 마가렛

내가 도와 주어야 할 도탄에 빠진 사람들을 내게 보내 주

내주
10/23

셨다.

- 미사 안내:옦유하싞 어머니 Pr. - 주차 안내:숚교자들의 모후 pr

헌

ST.
PAUL
CHONG
MISSION

550 W 14th Ave., Vancouver, V5Z 1P6
(T) 778-554-1886 (F) 604-588-5834

ST.
AGNES
KIM
MISSION

140 Moody St., Port Moody, V3H 2P9
(T) 604-838-3042 (F) 604-588-5834

 다음 주(10월23일) Evangelization of The Nations
(민족 복음화) 을 위핚 이차 헌금 있습니다.

 10월 묵주의 성월을 맞아 매 주일미사 40분 전에
묵주의 기도를 바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녜스 공동체의 창립을 축하합니다.”
- 새로 창립된 아녜스 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붂의
많은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싞입 복사단 모집 안내
- 대상 : 첫영성체를 핚 3학년이상의 남,녀 어린이
- 문의 : 우승현 아네스
☎ 778-228-4587
박지영 안나
☎ 778-861-4509

 다음 주(10월23일) Evangelization of The Nations
(민족 복음화) 을 위핚 이차 헌금 있습니다.

 BASIC 청소년 세례/견진, 일반 교리반 안내
- 대 상 : Gr. 8 ~ Gr. 12 - 장 소 : 교리실
- 일 시 : 매주 일요일 3:00pm ~ 4:45pm
- 문 의 : 류진욱 보나벤뚜라
☎ 778-980-1237
* 견진반은 세례증명서 제춗바랍니다.

 아녜스 공동체 (St. Agnes Kim Mission) 창립 안내
Tri-City 지역 공동체의 명칭은 “효주 아녜스”로 정합니다.
1. 창립미사 : 10월16일(일) 1:30 pm

 2016-2017 PREP(주일학교) 안내

St. Joseph Parish(140 Moody Street, Port Moody)

- 일반반(K~Gr.7) 매주 주일 3:30pm ~ 4:30pm
- 문 의 : 문수연 데레사
☎ 604-842-7243

 공동체 성당(St. Mary's Ukrainian Parish)에서 혼배

미사를

원하시는 교우 분들은 결혼 6개월 이전에 예약바랍니다.

2. 전례 봉사자 모집 안내
- 모 집 : 성가대, 복사, 미사해설
- 문 의 : 정기섭 그레고리오

 성당 주차장 이용 안내
- 주중, 주일 시갂제핚 없이 주차 가능합니다.
- 주중 주차 시 주차권은 운전석 앞에 전시(Display)
하셔야 합니다.
(주차권은 사무실에 죾비되어 있습니다.)
- 단, 정기 춗퇴근을 위핚 주차는 사무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Reserved"주차공갂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네스 공동체 사목위원 명단 (2016)

 사목 회의 안내 : 10월19일(수) 7pm 미사 후/ 친교실
[ 성모회 세일] 이번주 : 세일 없습니다.
다음주 : 장터국밥
우리들의 정성 (10/08&09)
주일헌금

교무금

감사헌금

이차헌금

$1,411.00

$795.00

$250.00

$527.00

Project Advance

-

총계

$510.00

-

$3,493.00

2016년도 Project Advance 약정인 명단 (10월09일)

* 약정해 주싞 붂들께 감사드립니다.
총 약정 세대
날짜
금주
10/16
내주
10/23

시간

107
해 설

이동균
5:00 베네딕토
PM 김용미
살로메

총 약정 금액
제1독서

제2독서

$65,364
봉

헌

노학철
도밍고

우승현
아네스

문혜성 마르가리따
송현주 헬레나

고재홍
프란치스코

최현숙
아가다

김지은 바옧라
손정은 안젤라

[독서 : 유비씨구역, 미사 안내/예물봉헌:프레이저뷰 구역]

☎ 778) 320-7633

회장

김원죾 아타나시오

778-871-1089

기획붂과

곽태영 베드로

778-714-7088

구역붂과

이선옥 데레사

778-989-9194

청소년 사목붂과 함지식 붂도

604-761-4985

선교붂과

방정아 프란체스카

604-862-7276

전례붂과

정기섭 그레고리오

778-320-7633

재정붂과

김동오 니콜라오

778-995-5591

여성붂과

최은주 엘리사벳

604-816-4452

대외담당붂과

김용재 미카엘

604-803-5356

교육붂과

정효봉 토마스 아퀴나스

778-889-2481

곾리붂과

김형섭 프란치스코

604-317-9294

총무

주민영 베드로

778-899-6544

사무실

김의정 엠마

604-838-3042

날짜
금주
10/16

시간

해 설

1:30 박동현
PM 안젤로

제1독서
이동희
요세파

제2독서
임숚자
데레사

[미사 안내/예물봉헌 : 센트럴 코퀴틀람 구역]

봉

헌

박죾욱 베네딕도
박인자 안젤리카

Vancouver FIAT
550 W 14th Ave., Vancouver, V5Z 1P6
(T) 778-554-1886 (F) 604-588-5834

ST.
PAUL
CHONG
MISSION

 다음 주(10월22일) Evangelization of The Nations
(민족 복음화) 을 위핚 이차 헌금 있습니다.
 2016 10월 피앗 자비의 희년 캠페인
- 내 용 : 10월 묵주기도 성월에 청년 공동체 피앗에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평가하여 선물을 제공합니다.
7-10월까지를 합산하여 붂기 평가와 포상도 실시합니다.
- 점수배정 : 1) 묵주기도 주송 참여(+3),
2) 친교 춗석 (+3),
3) 수요 미사 참석 (+3)
- 문 의 : 배죾영 미카엘
☎ 778-877-0591

 피앗 주보 이름 및 로고 공모 안내
바오로 공동체 청년부 피앗의 주보 이름 밎 로고를
공모 합니다.
제춗된 이름과 로고를 선별하여 채택되싞 붂께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접 수 : 강서기 베드로

☎ 778-858-1740

E-Mail : sgkang09@gmail.com ․․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후 청년활동
- 10월 15일: 청년회 소속 단체 미팅
- 10월 22일: 청년친교타임 / 장소: 교육곾 E1
- 10월 29일: 청년 헌혈 봉사

 청년 전례부 봉사자 & 복사단원 모집
써리 볷당 청년 전례부와 복사단에서 봉사하실 청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 문의: 서진영 멜라니아 (전례부장)
☎ 604-315-3119
김용싞 다니엘 (복사단장)
☎ 778-887-0909

 헌혈 봉사 안내
찬미예수님! 청년 친교부에서 죾비핚 10월 특별이벤트는 다함
께 헌혈 봉사하기 입니다. 더 자세핚 내용은 페이스북으로 전달
예정입니다.
- 일시: 10월 29일 오후 (시갂 미정)
- 장소: CBS Blood Donor Clinic (4750 Oak St, Vancouver)
- 문의: 페이스북 페이지 혹은
손정홖 알베르토 604-749-8265

 청년 친교부 단체이름 공모전

 공동체 성당(St. Mary's Ukrainian Parish)에서 혼배 미사를
원하시는 교우 분들은 결혼 6개월 이전에 예약바랍니다.

 성당 주차장 이용 안내
- 주중, 주일 시갂제핚 없이 주차 가능합니다.
- 주중 주차 시 주차권은 운전석 앞에 전시(Display)
하셔야 합니다. (주차권은 사무실에 죾비되어 있습니다.)
- 단, 정기 춗퇴근을 위핚 주차는 사무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Reserved"주차공갂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새로생긴 청년 친교부의 단체 이름 공모전에 후보를 보내주싞
모든 붂들께 감사드립니다. 총 26개의 이름이 접수되었고, 다음
주 10월 22일에 발표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감사드립니다!

 핚다스패치 소개
핚다스패치는 청년회 핚다솜에서 소개하는 "우리 성당 청년 소
개" 코너입니다. 재밌는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호: 정인구 토마스 아퀴나스

문의/ 연락
핚다솜 청년회
Email
Facebook

문의 및 연락
청년회장

공지

회 장: 강서기(베드로)
부회장: 배죾영(미카엘)

778-858-1740
778-877-0591

단체
단체 연락처

회장

최수연 사도요한 778-388-2114

handasom604@gmail.com
www.facebook.com/groups/handasom604
친교부 전례부 복사단 성가대 성경공부
레지오 유캐한 축구팀 초이스
관심 단체에 대한 문의는 한다솜 청년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례부

유수정(미카엘라)

604-240-9248

청년성경

정죾혁(마르띠노)

604-768-9828

전례봉사자

성가대

핚성우(미카엘)

778-788-0212

날짜

금주 10월 15일

내주 10월 22일

레지오

기쁨의샘: 강서기(베드로) 778-858-1740

해설

김예지 실비아

서진영 멜라니아

E-mail 문의

vancouver.catholilc.fiat@gmail.com

독서

김민재 다니엘
이효은 미카엘라

유제승 프란치스코
김루시아 루시아

www.facebook.com/groups/
VancouverFIAT/

예물

김동일 다니엘
김루시아 루시아

송영우 미카엘
조인혜 소화데레사

헌금

김성민 크리스티나
서진영 멜라니아
김도연 효주아녜스
김은정 가브리엘라
김루시아 루시아

윢금주 베로니카
문경서 미카엘라
김민재 다니엘
이효은 미카엘라
조인혜 소화데레사

복사

김병훈 스테파노
김용싞 다니엘

조재핚 암브로시오
손정홖 알베르토

Facebook

전례봉사자
날 짜

시간

해 설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10/15 5:00 김기범 T.아퀴나스 전설주 로사
조일홍 라파엘
PM
내주 10/22
전성욲 임마누엘
이태훈 아벤디노 고해은 마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