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우 광고란

오즈냉동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장성복 보험

냉동.냉장.에어컨.히터 생명보험.은퇴연금
설치/수리
오바마케어.메디케어
장성복 바스톨
원동훈 유스티노
770.910.5656
404.903.5330

안 그래픽스

대한건설

세종바이오텍

인쇄/싸인
디자인
안희탁 스테파노
404.717.9897

주택.상가.지하실
실내장식
이수린 다니엘
404.402.8282

송보감, 요로청보감
뇌보감, 고려효삼정
속편환, 퍼스트레디
박종오 베드로 678.770.3055

Realty APS

메디케어

크리스 아카데미

코웨이

송도갈비

이찬호 보험에서 메디케어를
함께 취급합니다. 65세 생일
3개월전에 신청가능.
이찬호 안토니오

개인레슨/그룹레슨
ALTA/USTA팀 운영
최선정 리따

각종 정수기,공기청정기
비데,반신욕기
렌트 및 구입 문의
유명원 마리아

송창성 요엘
송 세실리아

770.906.0313

4000 McGinnis Ferry Rd

678.600.4349

404.513.2983

770.497.9799

404.663.2333

김일환 토마스 아퀴나스

이국자(770.401.7616)
Gwinnett(770.622.2525)

뷰포드 본점 678.887.5200

“부동산과 융자를 한곳에서”
죠셉김 678.361.6230
GMC융자/켈리김 770.634.5646

오약국

성물점 GIFTS

스티븐스 법률그룹

모든 보험 수령, 저렴한 약값

오민환 파비아노
470.223.4775

십자가.성상.성화.묵주.성경
금/은 주문제작.신발수선.티셔츠 프린팅
마크 우(Mark Woo) 770.614.1738

2012년 조지아에서 2번째로 높은 금액이며 디캡카운티 최고
금액인 5.5M 승소판결. 멀티 밀리언 달러 최고 법정변호사

10900 Medlock Bridge Rd
Suite 308, Johns Creek

Suwanee Walmart 옆
3255 Lawrenceville-Suwanee Rd Suite L

배용자보험/금융

정비의 으뜸 리버밴드 정비

생명보험.건강보험
은퇴연금.장기간호보험
뮤추얼펀드

RIVERBEND AUTO REPAIR

VINEYARD REALTY

교통사고.상해사고 전문

Gena Kang (강주영)
678.557.0990
교통사고전문

강형기 사도요한
770.495.0014, 678.468.0985
3585 Peachtree Ind Blvd #102, Duluth, GA 30096

3322 Peachtree Ind Blvd, Duluth, GA 30096

서울신정/하루에와 같은 건물

윤명화 보험

음악과 테니스 레슨을 한 장소에서!

Farmers 종합보험

1400 Buford Hwy, Sugar Hill, GA 30518

자동차, 집, 사업체, WC, 연금
생명보험, Mutual Fund
로렌 배 (모니카) 4 7 0 . 2 8 2 . 1 6 5 4
스와니 아씨상가

카네트웍

조앤 리 부동산

세차장

중고차 개인거래, 현금매입

David & Rosa Yi
770.623.5799

권요한
770.846.7344

주택.상가.렌트.관리
Broker Joanne Lee (아녜스)
678.770.1136

3105 P’tree Ind Blvd, Duluth

www.carnetworker.com

아나파통증센타

자동차 정비

척추신경과.물리치료과
(교통사고 & 노인과 전문)

ALPHA AUTO SERVICE

Andy Chun
(안드레아)

미카엘 김
770.623.9229

770.756.3838

공인회계사

부동산
이종량 바오로
Broker

김진배 요셉 CPA
T. 678.325.0621
C. 678.634.4682

770.875.4545

2400 Pleasant Hill Rd중앙일보2층

paulyirealty@gmail.com

집회서 3,2-6.12-14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버지를 공경한다.>
[화답송]

교중미사
성가

입당 113
봉헌 106
성체 105
파견 114

시편 128(127), 1-2.3.4-5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Blessed are those who fear the Lord and walk in his
ways.

강형기 카이로프랙틱

배용자 루시아
678.665.5400

Car Wash

[제1독서]

Brandon Choi (최재정)
678.887.5518

변 대건안드레아
404.663.7984

Fairway

"Unless the LORD build the house,
they labor in vain who build." (시편 Psalms 127,1)

Ann.homesale@gmail.com

Lee’s Funeral
HM & Crematory

김영혜 카타리나 770.862.4223

제 333호

"주님께서 집을 지어 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라."

이상현 아나스타시아

하얀풍차 Bakery & Cafe

윤명화 아녜스
770.757.8441

(백)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 성화 주간)

이상현 부동산

리장례식장

생명보험.건강보험.연금
자체 테니스코트 6면을 갖춘 전문 테니스 학원과
IRA장기간호보험
33년 전통으로 2016년도 47명의 All State Winner를
학자금 플랜
배출한 AMA음악학원 2호점이 함께 합니다.

2017년 12월 31일

[제2독서]

콜로새서 3,12-21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생활.>
[복음 환호송] 콜로 3, 15.16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알렐루야.
[복음]

루카 2,22-40

<아기는 자라면서 지혜가 충만해졌다.>

E-mail: PinehillRealty@gmail.com

계린지(줄리아)
계킴벌리(스텔라)
김덕희(마리아)
김시순(데레사)
김예나(아녜스)
김지훈(미카엘)
김헬렌(아가다)
박기남(스테파노)
박명서(이냐시오)
박우명(안토니오)
박징열(토마스)
박혜구(로사)
배애쉴리
백현기(바오로)
서정희(안젤라)
안현아(율리안나)
이숙희(세실리아)
이연숙(마리아)

이영숙(세쿤다)
임상순(글라라)
장원일(힐라리오)
정달수(모데스토)
최경자(데레사)
최금진(데레사)
현흥진(갈리스도)
Richard Owens
Kathleen P Baber

SWIPE-TECH 파인힐 부동산 Rodem Financial
은행보다 엄청 저렴한
카드수수료
절대보증합니다!

황비오
404.877.2224

내집을 사는 정성으로 생명보험.은퇴연금.건강보험
내집을 파는 간절함으로
Long-Term Care
최선을 다합니다
황진숙 안젤라
김지연 루시아

404.819.4099

코너스톤 종합보험 SIMONIS보험
비지네스.종업원상해보험
자동차.주택.건강.메디케어

박민홍 (시몬)
678.477.2783

집.자동차.사업체.
생명보험.은퇴연금
상해보험전문

박희선 대건안드레아
678.779.3797

404.580.7785

부동산
김영기 가브리엘
404.427.5159
ykghim@gmail.com

주일
영어
청년
평일

:
:
:
:

오전 8시, 오전 10시
주일 오전 11시45분
토요일 오후 7시
화/목 오후 7시30분
수/금 오전 10시
구역 : 매주 수요일
성모신심 :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11시
성시간 : 매월 셋째 금요일 오후7시30분

주임신부 : 정만영 꼴베, priest@sakc.org, 678-957-9955 (사제관)
보좌신부 : 강언덕 베네딕토, priest2@sakc.org, 678-957-9955 (사제관)
사목회장 : 송인석 가브리엘, song.g.inseok@gmail.com, 770-710-5751
총구역장 : 이휘 프란치스코, fee.francis@gmail.com, 678-770-9119
연령회장 : 이종량 바오로, paulyi227@gmail.com, 770-875-4545
사무시간 : 화~토, 오전9시~오후5시; 일, 오전7시~오후3시; 월요일 휴무
주
소 : 2249 Duluth Hwy. Duluth, GA 30097 | 770-622-2577, 678-802-2879 (Fax)
Homepage : www.sakc.org | E-mail : office@sakc.org

봉

교무금

주일헌금

성물판매

구유예물

미사

헌

$10,805

$5,633

$247

$5,737

1,551

교무금 봉헌 김기주(12)
김명진(12)
강기승(12)
김영란(11-12)
강복연(7-12)
김영호(12)
강영숙(12)
김인자(11-12)
고현숙(8-12)
김장식(10)
곽성훈(11-12)
김재섭(12)
곽일영(1)
김정수(11)
곽창근(12)
김종세(12)

김종학(11-12)
김진팔(12)
김철석(12)
김태학(1)
김한호(12)
남기흥(1)
라승상(11-12)
박기홍(12)
박무순(11-3)

박성민(12)
박순주(12)
박승일(11-12)
박철우(3-7)
박희선(12)
백순목(12)
변남섭(11-12)
서석봉(11-12)
손동철(11-12)

송경자(7-12)
안병택(12)
원용방(10-12)
유정희(1-12)
이상태(12)
이수진(3-12)
이승배(12)
이우경(12)
이주경(11-12)

토요저녁
153

이충섭(11)
이해승(12)
이희자(9-12)
장인실(12)
정경근(12)
정영훈(11-12)
조덕성(12)
차성진(12)
천성학(9)

주일8시 주일10시 영어미사
138
최길용(12)
최한영(12)
한원진(12)
함무성(10-12)
현흥진(12)
홍수강(11-12)
황비오(11-12)
황석구(12)

287

124

대림/성탄시기 전례 안내

2. 오리아니 선교 후원 음악회

3. 해바라기 월례회

성탄

1. 바뀌는 신자들의 응답

849

✠’또한 사제와 함께’가 ’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로
✠’제가 곧 나으리이다’가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로 바뀝니다.

일시: 2018년 1월7일(일) 저녁6시
장소: 성 김대건 성당
입장료: $10/일인당
문의: 이찬호 안토니오 (770-906-0313)

1월7일(일) 12시 204호
문의: 정도근 미카엘 (678-907-6388)

지난 주 AA기금 봉헌
$685

감사헌금
구수현 $100, 이경희$200,
이상규 $100. 익명 $1,000

알림
전례/점심봉사

해설

독서

복사

12월30일 (토) 오후 7시

강복연

청년회

이승재,장선우

12월31일 (일) 오전 8시

최경자

최대식,나금옥

안금열,피터안

12월31일 (일) 오전 10시

계성일

임형기,임영아

Cathy Kim

Thomas Kim, Julia Kim

01월01일 (월) 오전11시

박진옥

김영기,김승희

01월06일 (토) 오후 7시

강복연

청년회

김승겸,한우솔

01월07일 (일) 오전 8시

최경자

이상태, 김성미

Gabriel,연정아,김강산,백재은

01월07일 (일) 오전 10시

계성일

임형기,임영아

Justin Lee

Joseph Kim, Estelle La

12월31일 (일) 오전11시45분

01월07일 (일) 오전11시45분

[하느님 안에서 기쁨 되찾기]

1월1일 월요일 오전 11시
미사후 성모회에서 떡국을 제공합니다.
오후3시에 성당문 닫으며
►1월2일~3일은 성당 휴무합니다.

전례/봉헌 봉사자
일시

2.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Gabriel,임준혁

전례봉헌
12월31일 08시 로렌스빌-이스트
10시 레니어-싸우스
성체분배
12월31일 08시 김성희
10시 박희선,이휘,박보순
점심봉사
12월31일 우거지국 (둘루스-싸우스)

장민중,임준혁

하지 못한 자신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
서가 참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어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떻게 하나요?
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더 힘들 것이라고 생
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죽인 사형 각을 합니다.
수마저도 용서를 한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
일반적으로 용서가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해
도 압니다. 하지만 그것도 남의 이야기인 것
보면, 상대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같고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넘어서 지나치게 잘못을 했을 경우가 있습
애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며칠씩 기도를
니다. 또 잘못을 저질러 놓고는 상대방이 얄
해보고, 피정도 가 보고 성사를 보기도 했습
밉게도 자신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
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나, 반성한다는 말에 진심이 안 느껴지면
더 용서하기가 힘이 듭니다. 용서를 하려고
【답변】 나를 위해 상대를 용서… 집착에 해도 계속해서 상대에게 배반당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 때도 그렇습니다. 용서하고 나서
서 벗어나야
벌어질 상황을 내가 헤쳐 나갈 자신이 없을
용서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지은 죄나 잘 때도, 쉽게 용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못한 일에 대해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구절뿐 용서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에는 완벽주의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 경향이 있을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
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든 그것을 잊어버리 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완벽주의자들은 모
든 것을 완벽하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돌아
고 용서하라고 합니다.
올지도 모르는 비난이나 비평을 면하려는,
그러나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안 그리스도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들이 용
서를 강조해왔지만, 각 신자들의 삶에서 실 이번의 고해성사를 통해서 혹은 이번의 용
서를 통해서 문제가 잘 해결되고 더 이상 자
현되기는 힘든 것이라고 보입니다.
신에게 비난의 화살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용서했다고 생 이 서지 않으면, 용서하기가 어려울 거란 생
각하고 마음 편히 지내다가도, 문득 용서를

각이 듭니다. 완벽한 사람들은 실수를 두려
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는 행위
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인생은
실수와 오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
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용서를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
길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분노와 미움이 치
밀어 올라서 화병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품고 있으면 결국 다치고 피
해를 입는 쪽은 자신일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용서를 하시면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나도 한 번쯤 다른 사람
에게 상처 주었던 행동을 떠올려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대개 자신이 타인
들에게 준 상처는 기억하지 못해도 남들이
나에게 입힌 상처는 오래 기억이 됩니다. 꾸
짖고 벌하지 않고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을 하
느님께 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찬 신부
성 골롬반외방선교회

1. 2018년도 AA기금

애틀란타 교구장 기금의 2018년도 목
표액은 $8,500,000이며, 본당은
$22,600로 배정되었습니다.
AA 공지주일.....1월27일과 28일
AA 약정주일.... 2월3일과 4일
후속 약정주일...2월10일과 11일
2. 2017년 성경 통독자 시상

일시: 1월7일(일) 10시 미사 중
통독하신 분들: 김로사, 김영자(엘리사
벳), 김철석(찰스), 박귀출(엘리사벳),
신동미(바르바라), 안병기(마리아), 은
문기(빈첸시오), 최모니카, 최현근(세례
자 요한)
3. 성인 견진성사 신청

교리반 일정: 2월4일-3월11일 (6회)
시간: 주일 오후 2시
교육장소: 209호
►6회의 교육을 전부 이수하셔야 견진
성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문의: 김희선 마리아 (678-467-5376)
4. 2018년도 본당 달력 배부

(1) 구역에 참여하지 않는 가정은 사무
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필요하시면 1부에 $5씩 판
매합니다.(본당 사무실에서)
5. 합동 연도

1월6일(토) 성모신심 미사 후
1월에 기일이 있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
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이종량 바오로 (770-875-4545)
6. 봉성체 요청

봉성체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 구역장 회의

1월4일(목) 저녁 8시
장소: 데레사 방
지도: 신원식 신부님 (전 예수회 한국관구장) 문의: 이 프란치스코 (678-770-9119)
주제: 영적 식별
일시: 2월14일-2월18일 (4박5일)
장소: Monastery of the Holy Spirit
단체 정기모임
(Conyers수도원) 참가비: $400
수) 10:50am
206호
문의: 설 헬레나 (770-309-3682)
206호
다락방 기도 목) 10:00am
4. 제9차 미 동남부 성령쇄신 봉사자 세미나
금) 10:30am
206호
기간: 1월28일(일)-1월31일(수)
꾸리아
둘째 일) 12pm
204호
장소: 이냐시오 피정의 집
성령 기도회 목) 8:30pm
111호
지도: 김영수 스테파노 신부님, 이정욱
울뜨레야
셋째
일)
12pm
109호
안드레아 신부님 및 봉사자들
참가비: $405 (pay to: KCCRSC-SE)
제대회
넷째 일) 11:30am 207호
기도회를 통해 마감일 이전 등록시 봉사 청년회
친교실
(20/30대모임) 토) 8:30pm
회에서 $70 지원함.
준비물: 성경, 필기도구, 지침서, 악기
반석회
204호
문의: 장지연 펠레치따스 (404-353-0708) (50대 모임) 셋째 일) 12pm
겨자씨회
넷째 일) 12pm
204호
5. 30-40대 여성분과 모임(나래울)
(60대 모임)
3. 이냐시오 영성 침묵피정

대상: 30-40대 여성신자
장소: 주일 10-11:20am 데레사방
문의: 송정선 아숨따 (678-477-6397)
6. 성경읽기반

일요일 10시 미사 후 209호실
대상: 세례받은 신자
►둘째주 일요일은 동영상 나눔있음
문의: 김정숙 젬마 (314-249-6562)
주일학교
1. 주일학교 수업과 영어미사 안내

12월24일부터 1월14일 까지 4주간
주일학교 수업 없습니다.
►영어미사는 정상대로 봉헌됩니다.
한국학교
1. 한국학교 교사 모집

2018년 8월 토요 한국학교 개교로 한국
문화와 한글교육에 관심있으신 교사분
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이경희 테오도시아 (678-900-5678)
sakks2249@gmail.com
모임
1. Duluth-120 구역

교육/피정/행사

1월4일(목) 오전11시 207호실
문의: 유진주 마리아 (915-605-5760)

1. 33일 봉헌기도

2. Sugarloaf-Parkway 구역

기간: 12월31일-2월1일
봉헌일: 2월2일 금요일 10시 미사 후

1월13일(토) 저녁 7시
이상규 유스티노 댁 (404-536-0002)
2602 Shenley Park Lane, Duluth

해바라기회
(70대 모임)

첫째 일) 12pm

성경필사반

금) 11am
101호
일) 10시 미사후
둘째주 일요일은 209호
동영상 나눔있음

성경읽기반

204호

레지오 쁘레시디움

의덕의 모후
겸손하신 모후
원죄없으신 모후
인자하신 어머니
매괴의 모후
사랑하올 어머니
애덕의 모후
희망의 모후
일치의 모후
천사들의 모후
상아탑 (청년)

금)11:00 am
금)10:50 am
수)11:00 am
화)11:45 pm
수)10:20 am
목) 8:00 pm
목) 6:00 pm
목)10:30 am
금)10:30 am
금) 6:15 pm
금) 8:00 pm
매듭을푸시는 성모님 토)10:30 am
기쁨의 샘
일) 8:40 am

209호
데레사방
205호
209호
209호
207호
207호
209호
207호
207호
207호
207호
207호

◈ 장례 및 연도 요청

연령회장: 이종량 바오로
연락처: 770-875-4545
◈ 혼인성사 신청

혼인예정일 6개월 전에 본당 사무실
로 신청하십시오.
문의: 사무실 770-622-2577
이메일 office@sakc.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