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마태오 한인  천주교회    성 마태오 한인  천주교회         
                St. Matthew Korean Catholic Center

   주보 제1001호(가해)                  2022년 12월 24일

 주임신부: 김지완 (아우구스티노)

 평협 회장: 임동묵 (가브리엘) 

 이메일 : stmatthewkcc@hanmail.net

 홈페이지: http://stmatthewkcc.org

주소:  7245 Valmont Street

      Tujunga, CA  91042

      

사무실 전화: (818) 951-0879   

       팩스: (818) 951-0869

미사 시간

 토요일 오후 5시 저녁 미사

 주일 - 7시 45분(한국어)  9시 30분(영어)

       10시 45분(한국어) 교중미사

 수.금 – 7시30분    목요일 - 아침 9시30분
고해성사 매달 첫 토요일:아침 9시-9시 30분
         수.금-오후 7시-7시 30분
          토요일-오후 4시 30분-5시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 주님 성탄 대축일, 참으로 기쁜 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위대하신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군대와 

함께 기뻐하며 노래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제1독서: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이사 9,1-6

화답송: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오   늘  우리구원자 주 그리스    도

             
       
             

              태어나          셨  ~  다.

제2독서: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티토 2,11-14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알렐루야.

복음: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루카 2,1-14

영성체송: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성가 : 입당: 100              봉헌: 111. 101

       성체: 110. 103         파견: 484

mailto:stmatthew@hanmail.net


2022년 12월 24/25일                                                                              

 전례
한국어 미사 영어 미사

 주일: 7:45am, 10:45am

 토요: 토요일- 5:00pm
 평일: 수요일- 7:30pm 
       목요일- 9:30am  
       금요일- 7:30pm

   주일: 9:30am
   

 성사
고해 성사(고해실) 혼배 성사 유아 세례

♦매달 첫 토요일:9:00-9:30am
♦수.금-오후 7시-7시30분

♦토요일-오후 4시30분-5시  

6개월 전 신청에 
한하여

   매달 
첫째 주
토요일

10:30am

<미사해설자 및 독서자 안내>

미사 
전례

  주님 성탄 축일 (24일/25일)
   성탄 대축일 밤 미사

9:00 pm

성탄 대축일 낮 미사

10:45am

해설자 김희영 아나스타시아 김중호 요한

독서자
박주상 요셉

김영미 율리안나

이화윤 데레사

오수정 데레사

미사 
전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31일/1일)

   토요미사 7:45am 10:45am

해설자 홍수희 데레사 김중호 요한 서선미 짓다

독서자
박주상 요셉

이 수산나

원경휘 마리안나

최금주 젤마나

서석만 베드로

김영미 율리아나

지난주 공동체 수입

교무금

 강장형, 이영설, 김성임, 전명화, 

 김  열, 황윤정, 이도경, 전은주,    

 양정온, 차상훈, 김윤진, 박지애,    

 신승훈, 주기운, 정니나, 한경연,

 박용준, 원종휘

                       $  5,760

봉헌금                        $  1,303

감사헌금 박지애                 $    500

미사예물                        $    670

성당사용료 장례미사               $    300

   총수입                $  8,533.00

<금주의 성인 축일>

3025(일): 성녀 아나스타시아, 성녀 에우제니아
26(월): 성 마리노, 성 스테파노, 성 조시모, 성녀 빈첸시아
27(화): 성 막시모, 성 요한, 성 테오도로, 성녀 파비올라 
28(수): 성 돔니오, 성 체사리오, 성녀 돔나, 성녀 아가페,   
       성녀 테오필라
29(목): 성 다윗, 성 리보소, 성 크레센시오,              
       성 토마스 베케트, 성 트로피모
30(금): 성 리베리오, 성 마르첼로, 성 사비노,
       성 에그윈, 성녀 아니시아
31(토): 성 실베스테르, 성녀 골롬바, 성녀 멜라니아,
       성녀 힐라리아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미사 봉헌>

일시 봉헌자 미사지향

25

일

9:30 
am

이도경 생 이윤아 안젤라

이도경 연 이하림 펠릭스 영혼

이도경 연 이태호 요셉 영혼

10:45
am

김 엘리사벳 생 고인식 수산나

김 엘리사벳 생 Erin 부부, Bernard Kim

정 젤트루다 생 정 예로니모

원 마리안나 생 이귀분 베네딕타, 원경화

이 율리안나 생 박우영 바오로, 박미숙

박 라우렌시아 생 김 보니파시오 가정

박 라우렌시아 생 최승영 베르나르도 가정

오 데레사 생 오 저스틴+데레사 가정

안요셉
윤 스테파니아 연 이영자 글라라 영혼

자 녀 들 연 신갑정 살로메, 양봉진 요셉 영혼

조원호 베드로 연 조복남 루시아 영혼

양윤옥 마리아 연 양복수 요셉 영혼

이야고보,수산나 연 이승우 로버트 영혼

이 율리안나 연 이영자 안나 영혼

이승현 세실리아 연 최현정 마리아 영혼

자녀들 연 양윤옥 마리아 영혼

이화윤 데레사 연 박홍석 다미아노 영혼

허 마리스텔라 연 양윤옥 마리아 영혼



  주보 제1001호                                                     
                                              

<2022 마태오 숨은 봉사자 상 - 축하드립니다.>

   2022 마태오 숨은 봉사자
           유영미 클라라

         주은희 크레센시아

  <역대 마태오 숨은 봉사자상 수상자 명단>

2021년 박경진 라우렌시아 / 박재용(브라이언) 안드레아

2019년 신희철 요셉 2018년 박경원 리디아

2017년 최미옥 베로니카 2016년 한경연 모니카

2015년 고 양윤옥 마리아 2014년 박용희 베드로

* 오늘 가지고 오신 ‘구유 예물 봉투’를 성탄 밤 미사 ‘구유 경배 예절’ 때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밤 미사에 참례하시지 못한 분들은 사무실에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유 예물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 12월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시간

* 오늘(25일)부터 두 주간동안 주일학교 겨울방학입니다. 개학은 2023년 1월 8일입니다.

  

* 성서공부반 모집

  창세기. 탈출기.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룹 성서공부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박여숙 빅토리아 818-383-0331

< Did You Know? >
Watch out for fire dangers

Christmas is a popular time to decorate with candles and electric lights, both inside and out of the house. These decorations can be beautiful and festive, but also come with the risk of fires. Parents should make sure to keep candles out of reach of children, and off surfaces where they could be easily knocked over. All lights should be checked for faulty wires or other defective parts that could cause a fire. For more information, read the “Holiday Safety” article on nsc.org/community-safety/safety-topics/seasonal-safety/winter-safety/holiday?

12월 25일(일)
주님 성탄 대축일 

 오전 9시 30분-영어 미사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오전 10시 45분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주님 성탄 대축일’은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경축하는 날이다. 이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삶을 보장받게 되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신 가장 확실한 표징이다.
주님 성탄 대축일에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성대하게 기리고자 구유 경배와 함께 밤, 새벽, 
낮, 이렇게 세 번의 미사를 봉헌한다. 밤 미사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사실을 전하는 복음을, 새벽 
미사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복음을, 그리고 낮 미사는 말씀이 사람이 되신 강생의 신비를 전하는 복음을 
각각 봉독하며 주님 성탄 대축일은 절정에 이른다. 교회는 주님 성탄 대축일 전야부터 주님 세례 축일까지를 
‘성탄 시기’로 지내고 있다. 특히 주님 성탄 대축일부터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까지 성탄을 
경축하는 ‘성탄 팔일 축제’를 지내는데,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 ‘성 요한 
사도 복음사가 축일’,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도 지낸다.
‘주님 공현 대축일’도 성탄 시기의 대축일이다. 이 대축일은 본디 1월 6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월 2일과 
8일 사이의 주일에 지내고 있다. ‘주님 세례 축일’은 주님 공현 대축일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축일이다. 하늘이 열리며 소리가 들려오고 성령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마태 3,16-17 참조). 이 주님 
세례 축일을 끝으로 성탄 시기는 막을 내린다. 그래서 이날 저녁 미사 뒤에는 구유를 치운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매일미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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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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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이가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강생의 신비로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을 보여 주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오늘을 경축합시다.

제1독서: <땅 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사 52,7-10

화답송: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 끝마다 모두 보았네.

               
                                우  리  하느님의 구   원  을
 

 
             

       온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  았   ~    네.

제2독서: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히브 1,1-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알렐루야

복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한 1,1-18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성가 : 입당: 101             봉헌: 특송. 106

       성체: 112. 105        파견: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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