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보
제 43권
제 33호
주 임 신 부 : 장수백 베드로
베드로공동체 담당신부 : 심유섭 사도요한
바오로공동체 담당신부 : 이호용 스테파노
전교 수녀 : 박정임 미카엘라 , 황순자 마리안나
778-565- 8099
총회장 : 원종민 라파엘

778–866– 0015

연령회 : 정관기 아오스딩

236-881-8285

사무실 : 604-588-5831 (ext. 0)
(Fax) 604-588-5834

2020년 8월 16일

연 중

제 20주 일

A해

이메일 : vansungdang@hotmail.com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안내

세례, 견진을 축하합니다
8월 15일(토) 10am, 12pm, 2pm, 4pm

< 세례 — 3명 >
김용구 미카엘, 박초은 로즈메리, 이새름 세레나.

✚ 대면5:00PM
미사 일정
안내
바오로 공동체
(청년) ✚
5:00PM

본당 (청년)

주일 미사 안내
8:00AM

본당

10:30AM

본당

< 성인 세례, 견진 — 2명 >
노수연 라파엘라, 이영민 빅토리아.

1:00PM

본당 (영어)

5:00PM

베드로 공동체

< Gr.7 견진 — 14명 >
차현우 베드로, 최지예 유스티나, 홍은서 실비아, 정리아 리아,
강해가람 브루노, 김기준 크리스토퍼, 김에밀리 에밀리,
김하늘 에밀리, 김요안나 요안나, 김주열 미카엘, 이도현 미카엘,
오은택 바오로, 송승훈 펠릭스, 독고은 스텔라.

5:00PM

바오로 공동체

< 유스 견진 — 12명 >
조현석 다니엘, 조현수 루카, 정재헌 알베르토, 정희돈 다윗,
홍예성 크리스티나, 김은솔 플로렌시아, 유제인 스테파노,
김예봄 카타리나, 김유현 마리아, 김유민 엘리사벳,
김유신 안토니오, 주예원 미리암.
< 성인 견진 — 18명 >
안영희 모니카, 배지현 오틸리아, 조영택 요한, 최안나 안나,
최한순 자카리아, 허예람 안젤라, 전미경 클라우디아,
김우수 베다, 김연진 루시아, 이복자 모니카, 이준원 가브리엘,
이현재 미카엘, 남윤성 레오, 오경아 루치아, 서미령 미카엘라,
선만수 마르코, 유기원 요한, 양정화 유스티나,

평일 미사 안내
본

당

(월)(수)(금)(토)
(화)(수)(목)

10:00AM
7:30PM

베드로 공동체 (North Shore 지역)
(화) 7:30PM

(목) 10:30AM

바오로 공동체 (Cambie 지역)
(수) 7:00PM

(목) 10:30AM

고해성사 매 미사 전
유아세례 매월 첫째 일 2:00PM
부모교육 필수 : 3,6,9,12월 셋째 주
혼배성사 6개월 전 신청

< 첫영성체 — 1명 >
천서현 카타리나

혼인준비과정교육 : rcav.org

♥

PROJECT
ADVANCE
2020

예비자 모집 및 입교 환영식 ♥

• 2021년 부활 세례반 예비자 모집

Our Catholic Response
- 우리 가톨릭의 위기 대응-

- 모집기간 : 2020년 7월 20일(월) ~ 9월 30일(수) 까지
- 교리시간 : 화요일 오전반 (10:30am )

366,000 (목표액)

수요일 오후반 (7:30pm)

300,000

일요일 주일반 (10:00am 미사 후)

258,715 (8월 9일)

- 문 의 : 박 미카엘라 수녀님
한혜신(로사)

☎ 778) 899-5097
☎ 778) 319-7682

* 선교는 모든 신자들에게 당연한 의무입니다.
< 예비자 입교 환영식 >
- 일 시 : 9월 20일(일) 교중 미사

2020년도 Project Advance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의 프로젝트 어드밴스는 현재의 시급한 문제인 세계
적인 유행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쓰여
지며 여러 가톨릭 자원봉사를 지원하는데 쓰일 것입니다.

★ 모두 기도로 예비자 선교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 전 “ 선교를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또한 시니어, 장애인, 굶주린 이들과 노숙자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등 다른 어려운 상황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
해 사용될 것입니다.

▶ 새 영세자 모임
- 일 시 : 8월 18일(화), 20일(목), 25일(화), 27일(목)

현재 공동체를 포함하여 총 약정세대와 약정금액은

7:30pm 친교실
- 문 의 : 박 미카엘라 수녀님
한혜신(로사)

◆

407세대 총 $258,715.00입니다. 약정해 주신 모든

☎ 778) 899-5097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778) 319-7682

프로젝트 어드밴스 약정인 명단 (8/14)

사무실 전화 이용 안내 ◆

강성암, 송재건, 신동호, 엄 Lioyd, 연하리, 이건용,

☎ 604-588-5831 (ext. 0)

이경열, 이정범, 이서연. 이행주, 함은종

< 11세대 >

수신음이 나올 때, 바로 0’ 번을 누르시면
♥ 약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무실과 연결됩니다.

약정세대
♣

277세대

총 약정 금액

$169,485

우리들의 정성 ( 8월 8일 & 9일 )

교적 업데이트 ♣

본당에 교우 등록을 하고 신자번호는 받으셨지만, 전출교적이
아직 오지 않은 분들은 이전 본당에 연락하여 전출교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록이 미비한 분들은 (특히 외국 본당
이나 타 본당에서 성사를 받으신 분들) 증명서 복사본을 사무
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경우 사무실에서도 각
가정에 연락 (전화나 이메일)을 드릴 예정입니다.
교적이 효율적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교우분들의 많은 협
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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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헌금

교무금

감사헌금

$4,075

$1,350

$1,100

P. Advance

성모회세일

신용카드결제

$1,910

$275

$2,080

이트랜스퍼

온라인봉헌

총 계

$1,040

$870

$12,700

1150 Mount Seymour Rd. North Van, V7G1R6 (T) 604-250-9235

550 W 14th Ave. Vancouver, V5Z1P6

• 8월 20일(목) 10:30am 평일 미사가 없습니다.

(T) 778-554-1886

• 대면미사 재개에 따른 세부 안내를 공지합니다.
- 미사 참례 신청은 건강에 문제가 없으신 모든 신자분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 미사 참례 신청은 당분간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참례
신청을 받습니다.

• 대면 미사시 준수 사항
<주일 미사 참례 신청>
- 소속 구역장 또는 구역 분과장에게 신청

* 주일미사 : 각 구역 선교장님들에게 신청 합니다.
명단에 없으신 분은 참례가 불가 합니다.
(접수 마감은 매주 금요일 오후 12시)
* 평일미사 : 신청을 미리 받지 않고 미사 전 성전 입구에
마련된 접수대에서 접수하고 미사 참례합니다.

(최윤석 유스티노 구역분과장 : 604-929-4940)
단, 목요일 10시 30분 평일 미사는 미리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사 당일>
- 성전에 도착하신 순서대로 앞자리부터 차례로 착석

- 미사참석 인원은 신부님과 봉사자 포함 50명입니다.
- 입장 전 발열체크, 손소독, 참례 명단확인을 하며
마스크 착용은 필수 입니다.
- 성전 입장과 퇴장은 정해진 입구와 출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봉사자들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성전 입장은 미사 시작 30분 전부터 가능합니다.
- 봉헌금은 입장 하실 때 봉헌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함은 성전 입구과 출구 쪽에 있습니다.
- 화장실은 성전 입구 유아실 화장실만 가능하오니,
가급적 자제를 부탁합니다.
- 유아실, 친교실, 교실, 부엌등 성전 이외의 장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미사 전후에 성당 입구에서 모이는 것을 금지하며
성체를 모시러 나갈 때나 주차장 등 언제 어디서나
사회적 거리는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 미스크 착용 필수
- 봉헌금은 입장 하실 때 봉헌 바구니에 미리 넣기
- 장궤틀 사용은 하지않음
- 친교실 쪽 화장실만 사용가능
- 유아실, 친교실 및 부엌 등 성전 이외의 장소 사용 금지
- 기타 사항은 해설자의 안내에 따른다.
♣ 견진 성사가 8월 15일 본당에서 있었습니다.
베드로 공동체 남윤성 레오님의 견진을 축하드립니다.
2020년도 Project Advance 총 약정인 명단 (8/09)
성완영, 심승근, 이경아, 이경희, 최금숙 (5세대)
약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총 약정 세대

69세대

총 약정 금액

우리들의 정성

$46,400

• 미사시간 안내
- 주 일 :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 평 일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문 의 : 사무실
☎778) 554-1886

(8/09)

주일 헌금

교무금

감사 헌금

2020년도 Project Advance 약정자 명단(8/9)

$ 595

$440

-

* 약정해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Project Advance

-

총계

$1230

-

$ 7,523

총 62 세대

우리들의 정성 (8/09)

신용카드 및 체크 자동이체 (7월)
P. Advance

$ 1,458

헌금 & 교무금
해 설

$ 3,800

날 짜

시간

금주 8/16

5:00 PM

전성현 세례자요한

김민정 스텔라

내주 8/23

5:00 PM

서갑철 가브리엘

현안휴 아녜스

총 약정액 : $42,830

제 1, 2 독서

주일헌금

교무금

감사헌금

$695

$1,730

-

Project Advance

-

총계

$110

-

$8,375

신용카드 및 체크 자동이체 (7월)
P.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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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0

감사헌금

$400

교무금 & 헌금

$2,850

시몬한의원

회계사무소

이규용 시몬베드로

김태훈 (스테파노) CPA

19547 Fraser Hwy. Surrey
(랭리한아름 몰 내)

Burnaby 한남마트 327호

☎ 604-510-7077

종합보험
자동차, 주택, 사업, 여행자보험
한아름 마트 랭리지점 옆
C&C Insurance

손우현 (바오로)

☎ 778-999-4989

☎ 604-873-1234

부동산등기/ 비즈니스매매/유언장/
계약서/ 전권중재/ 번역,서류공증

TD BANK

설동원부동산

주택금융/ 모기지

친절한 / 정직한
한인 TELUS

박 종 순 (안토니오)

김태헌 (노엘)
카톡 : telus1004

☎ 778-938-7530

배요셉(요셉) 부동산

안경 / 콘텍트렌즈

박 건 우 부동산

Just Vision / 헨리코

프란치스코

1046 B Austin Ave. Coq

pgw1213@hotmail.com

☎ 778-241-5960

☎ 604-319-0902

LeeJung LLP
합동회계법인

이승열 공인회계사

이 상 곤 (베드로) C.A.

테오필로 CPA, CGA

정태종(세바스찬)C.A. /C.G.A.

TD BANK

ChipsAWAY Auto body

루시아 미용실

주택금융/ 모기지

개인수리 및 ICBC 클레임 문의

☎ 604-809-8972

J C 공항라이드 (콜밴)
공항 pick up/ drop off,
학생 소형이사

☎ 604-422-8884

분더 에듀 센터
코퀴틀람 한남수퍼 2층

☎ 604-469-2313

☎ 604-421-2144

김인식 사진관

보 험

영주권, 시민권, 여권, 비자사진

자동차,주택,사업체,생명,교육

#305-4501 North Rd. Burnaby

☎ 604-728-3155

☎ 604- 931-0721

Paul Joo 건축

라이프코칭 / 학습코칭 / 부모코칭

1163 Pinetree Way Coq.
핸더슨몰(내) 9:00am ~ 8:00pm

Kakao ID : JC3155

홈 리노베이션 전문

☎ 604-568-2622

매직, 세팅, 디지털, 컷팅전문

가족사진, 아기사진

조보행 안셀모

dongwon79@hotmail.com

☎ 778-889-6424

936-8777. 805-1468

최효섭 (대건안드레아)
☎ 604-431-5015

(요 셉)

☎ 604-717-6688

분양, 매매 전문
성실. 정직. 신뢰
☎ 778-822-6589

김정수(대건안드레아)

최저가 한국행 항공권

☎ 604-431-7778

☎ 236-999-4466

정택운 (가브리엘)

김민재 다니엘

info@jurisnotary.com

주택 & 토지 매매,
렌트 매니지먼트

Pro정신.오랜경험.풍부한아이디어.올바른공정

한샘여행사

info@gokim.ca

부동산

건축, 목공, 수리

이소현(율리아나)법률공증사

☎ 604-416-0211

이경호 미카엘

PT General Contractor

법률공증

김승규 루카
☎ 604-897-3873

박석배치과

안전 운전 학교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
☎ 604-209-8879

마루, 타일, 온돌시공, 펜스,
데크, 싸이딩, 페인트, 창문

☎ 604-534-2828

☎ 778-847-9456

19565 Fraser HWY (랭리 한아름 옆)

운전의 기본은 안전입니다

써니승마
8020 216St. Langley
데레사 778-903-6533
랄 프 778-896-3797

한진택배

상법 변호사

메리 한인 약국

서류, 소포, 유학생 짐

박주희 레 아

(안혜원 마리아)

김성훈 (클레멘스)

207-4885 Kingsway, Bby

☎ 604-273-0789

☎ 604-433-0787

☎ 604-941-0454

몰게지

주 택 대 출

도승준 (요 셉)

한상훈 (비 오)

☎604-319-8080

☎ 604-671-7783

경동 한방 클리닉

동물병원

RBC Royal Bank Canada No.1 Canada Life
박성호 스테파노

보험 / 자산 투자 관리

1194 Lansdowne Dr.
코키틀람 센터,이글리지 병원근처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CLU)

생명, 질병, 상해, 건강 & 치과, 그룹보험
RESP교육적금, RRSP 퇴직연금, TFSA

韓/加 투자 은퇴 및 상속설계

이재승 요아킴

☎ 778-893-5436

☎ 778-891-4826

송 기 형 (요 셉)
부동산

경동 마사지 (RMT)

주택, 상가, 비지니스

마사지, 레이져, 건강주사.
난치병, 불치병 치료전문

수 의 사 김 정 래 (요 한)

WCB, MSP, 베테랑etc

☎ 604-916-1018

☎ 778-888-9332

☎ 604-336-2424

1032 Davie St. Van.

Nordel Sushi

Royal BANK

까꼬뽀꼬헤어

서경복 율리아노

정현수 요한

10345 146St. Surrey

#125-12080 Nordel Way, Surrey

☎ 604-597-7220

ICBC Free, 직장보험,

소화기, 비상등
(특히 식당 소방 점검)
Sunfire Protection
신민우 바오로

☎ 778-951-3473

크고 작은 모든 이사
창고보관, 정크처리
이사 전,후 청소, 카펫스팀

☎ 778-872-7080

TDNC

☎ 604-684-3632

☎ 604-583-4548

장미보석
다이아몬드 전문 도매상/결혼예물상담
사파이어,루비,에메랄드 주문제작

한경숙 (엘리사벳)

☎ 604-420-9077

김경범(루카) 치과
Vancouver ☎604-321-7445
4921 Main St.
Coquitlam ☎604-464-9432
#100-3020 Lincoln Ave

응급전화 ☎778-838-4142

보 험

더 디자인 건축

고려여행사

☎ 604-552-2227

항공·투어

상업공간 Set-up, 주택 신축.증축,

김영대 요 한

레노베이션, 각종 건축 문의

☎ 778-379-3355

한유영 요안나
☎ 604-889-1286

예림건축

제이원 헤어

함께 웃는 치과

http://cafedaumnet/yelimstory

정재원 젬 마

교정 / 보톡스 / 임플란트

김경덕(요셉) www.tdnc.ca

레노베이션, 주택수리

☎

URBAN Animal Hospital

(104Ave 수퍼 스토어 옆)

모게지 담당자
☎ 778-997-0821

소방 안전 점검

원스탑운송

한방침. 한약. 성장클리닉. 공진단.

최의찬 (바오로)
☎ 604-338-4989

20435 Douglas Crescent.

자동차, 생명보험
질병(암)보험, 교육적금

코키틀람 핸더슨몰 석세스 앞

Langley (랭리 도서관 옆)

☎ 604-475-8833

☎ 604-968-5767

민병혁 요 셉/ 이영지마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