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일미사 : 토-5pm, 일-8am, 10am(교중 미사)  . 유아세례 : 매월 첫 주일 9am 대성전, 필요시 언제나 가능 

. Lansing 공소 미사 : 매월  2 째, 4 째 주일 4pm(5-9 까지 방학) . 태극마을 방문 미사/병자 방문 : 매월 3 째 수요일 2pm(임시 중지) 

. 평일미사 :  수, 금 :10am  /  목 : 7:30pm   . 병자 방문 및 봉성체 : 매월 4 째주 목요일 2pm-4pm 

. 성모 신심미사 : 매월 첫 토요일 10am 대성전 . 차량 축복식 : 매월 2 째 주일 교중 미사후 11:30am 성전앞 주차장 

. 성체현시 성시간 : 매월 첫 금요일 10 시 미사 끝 (임시 중지) . 고해성사 :주일미사 전 30 분,  평일미사 전 15 분 

       [ 루카 복음     10,38-42 ]        복     음 

 

    ◎ 알렐루야       [ 루카 8,15 ]       

      ○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 알렐루야 

  

복음 환호송 

      [ 콜로새서     1,24-28 

] 

제 2 독서 

  [ 창세기     18,1-10 ]  
제 1 독서 

[     [ 시편      15(14),2-3 ㄱ.3 ㄴㄷ-4 ㄱㄴ.5(◎ 1 ㄱ) ]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 ◎ 

 

○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    

  

○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않으며,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라. ◎ 

            

화 답 송 

     입당 :  337          봉헌 :  212           성체 :  198, 344           파견 :  32     성     가 

 21177 Halsted Road Northville, MI 48167 

주임신부  임성진 세례자 요한    사제관  (T) 248-957-6431 

                        사목회장  박재철 요셉 (T) 248-245-0695 

                        연령회장   김태화 크리스토퍼  (T) 734-657-8149 

       사무실  (T) 248-442-9026    (F) 248-442-9020 
 www.standrewkimdetroit.org  / email@standrewkimdetroit.org 

*사무실 시간:  수~토: 9am-5pm,  일: 7:30am-2:30pm,  월&화 : 휴무 

2022년   7월  17 일   2334호 (다해)  

연중 제 16 주일(농민 주일) 

  

mailto:email@standrewkimdetroit.org


2022 년  7 월 17 일  연중 제 16 주일(농민 주일)                                                                                             주보 2334 호(다해) 

나리,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울림과 잠김’ 7 월 반 모임지 나왔습니다. 

 * 대성전 로비에 준비되어 있사오니 한 부씩  

   가져가셔서 기도와 묵상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8 월 매일 미사책 찾아가십시오. 

 * 대성전 로비에 준비되어 있사오니, 본인 것만 가져가시   

   기 바랍니다.    
 

✠ ‘일치의 모후’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7/21(목) 저녁 7:30pm  미사후 ‘마리아 홀’    

 
✠ 예비자 교리반 & 냉담자 권면 

 * 예비자 교리반 모집에 신자분들의 적극 협조 바람    

 * 신청 접수: 사무실에서 수시로 접수 

 * 신청/문의: 선교부장 윤 엘리사벳(248-659-2461) 

 * 119 운동 - 1년에 1사람의 영혼 구원 사업  
 

 

✠ 성경 공부 신청자 준비 모임 

 * 일시: 7/24(일) 10am  교중 미사후  소성전    
 

✠ 교적 updated 협조 요청 

 * 근래에 집 주소, 연락처, 가족사항 등 변경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보에 광고내실 분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 광고비: 1년에 $200불 입니다. 

 

✠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 프란치스코 교황님, 

 * 태극 마을: 장세림 사비나 & 곽의필 루시아 할머님들   

                        

 

✠ 홈페이지 미등록 심신/활동단체는 사무실에 자료   

    제공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 년도 단체 및 반 별 다과 봉사 일정 

 

  Ꙉ   마산교구청 신축 기금 봉헌금-감사합니다! 

 
Michael&현영 Francesca Migdal,  김가자 로살리아, 

김광수 프란치스코&글라라,  김명희 엘밀리&김상학,  

김순자 데레사,  김영기 사도 요한&소화 데레사, 

김유식 루카&김경선 헬레나,  권 아네스&유건지,   

김진학 티모테오&아가다, 노규성 파비아노&아셀라, 

문철휘 에마누엘&에마누엘라, 오예설 루피나, 

박재숙 스콜라스티카,  박 찬 제라드&크리스티나, 

박대원 안드레아&안나,  박형종 바오로&젬마,     

유기돈 유스티노&루시아,  이병준 수산나,  최회순 안나, 

유준경 스테파니&폴 비숍,  이승만 요셉&로사리아, 

이정복 데레사 Sach,  정원훈 막스밀리안,   

최명자 발바라,  정태희 시몬&엘리사벳 가정,  

John&Veronica Ratola,  하신행 시몬&아네스,  

강대희 세바스챤&율리안나,  공진택 요한&안젤라, 

강용구 토마스 아퀴나스&크리스티나,  박순자 요안나,   

김석진 그레고리오&베로니카,  김승태 요한&소피아, 

김지홍 탈시시오&데레사,  김찬희 요셉&마리아, 

김태화 크리스토퍼&엘리사벳,  박미경 스텔라,  

김회기 로베르또&글라라,  박병용 루이스&요안나, 

박선영 데레사 Moore,  박재철 요셉&데레사, 

박종규 베드로&마리아,  서정복 안드레아&수산나, 

손우원 프란치스코&도로테아, 신동훈 요한&미카엘라, 

심요한 세례자 요한&엘리사벳,  안귀연 아네스&요셉, 

양재성 아오스딩&세실리아,  엄동화 요셉&마리아, 

유한구 요셉&요세피나,  장재훈 리노&실비아,   

이근호 비오&안나, 이기양 프란치스코&프란체스카, 

이종덕 아타나시오&유리안나,  천기승 요셉&헬레나, 

조규호 아오스딩&데레사,  최범호 안드레아&안젤라,  

최태영 가브리엘&카타리나,  국종근 요한&글라라,   

현종석 라우렌시오&젬마,  권용일 에드워드&수산나,  

김영선 안드레아&루시아,  강성현 베네딕트&말가리타, 

문계송 프란치스코&아델라, 박재범아오스딩&유스티나,    

민병진 안드레아&마리안나,  최종률 미카엘&말가리타,   

이정택 알로이시오&아네스,  주레지나&Don Croskey, 

최봉열 유스티노&세실리아,  권오학 페트릭&비비안나, 

민병선 요한&요안나,  최진욱크리스토폴&그라시아,   

현기룡 그레고리오&데레사&프란치스코,(7/16)  

이상 74 가정 (7/16 일자 까지의 봉헌금 명단 입니다.) 

=====            =====              ===== 

전입 날짜 전입 가정 반명 

7/03/2022 서우영 다니엘&고은영 데오도라 

다니엘&고은영 데우도라 

TR1 

7/03/2022 윤채영그라시아 CT 

7/10/2022 한지수 젬마 AA 

✠  환영합니다!   새 전입자 가정 
날  짜 배   식 담당 단체 / 반 

7/17/2022 다과 봉사 TR2 반 

7/24/2022 다과 봉사 TR3 반 

7/31/2022 다과 봉사 TR4 반 

8/07/2022 다과 봉사 TR5 반 

 본당 소식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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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모든 시대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가 이제는 성도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들의 정성 – 감사합니다

 

  

7/10/2022 
연중 제 15 주일  

(우편+Online) 
$   6,330.00 

7/6-10/2022 미사 예물 $      660.00 

7/10/2022 감사 헌금* $          0.00 

7/10/2022 제대꽃 봉헌금 $          0.00 

6/30/2022 성모님상 초 봉헌 $      125.00 

 

 

 ✠  감사 헌금: 
 

     

      미   사 성인 미성년(1-17세) 

(토) 5pm 특전 미사 63 9 

주일 8시 미사 42 0 

주일 10시 미사 181 43 

 

 

11:30am 영어 미사 Summer Vacation 

  ✠  제대꽃 봉헌:  

 

✠  2022 VBS 여름 성경 학교 봉사자 관련  

 * 대상 : 현재 6학년 ~ 12학년  

 * VBS 기간 : 8/1(월) ~ 8/5(금)/2022  

 * 봉사자 모임: 7/17(일) 12pm-4pm, 7/23(토) 1-5pm 

 7/24(일) 12pm-4m, 7/30(토) 1-7pm, 7/31(일) TBA 

 * 시작과 끝나는 시간 엄수 바랍니다.   
 
 

✠  VBS (8/1-8/5) 관련 교실 사용 제한 안내/협조 요청 

* 7월 31일까지 매 주 토&일요일 오후에 성당에서  

  VBS 준비 진행되고 있습니다.  

* 7, 8학년과 Pre-Kinder 교실에 준비 물품과 제작물들  

  을 보관하고 있으며 7월 30일과 31일은 제작물을                                                                  

  각 교실에 설치 할 예정입니다. 

* 이번 VBS를 통해 아이들이 하느님과 복음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신자분들의 많은 기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습

니다.  
Date           

추 천 대 상 

7/17/202

2 

김태화 크리스토퍼 

크리스토퍼 

권 아네스 

♣   칭찬합시다!  ♣ 

전례 봉사자 안내 

 
7 / 17 / 2022 

 연중 제 16 주일(농민 주일)  

7 / 24 / 2022 

 연중 제 17 주일  

7 / 31 / 2022 

 연중 제 18 주일  

 

미사안내 이상현,  백도광 백도광,  박지용 김종언,  서승일 

복     사 장계혁,  김욱중 박재범,  김영환 민병선,  김인근 

독     서 유한구,   김유미  이호일,   장주영  박재범,   조은경  

예물 봉헌 박 찬&이귀염 가정 유한구&김유미 가정 정우식&정연주 가정 

해     설 인경원 에스텔 이종덕 아타나시오 최승원 엘리사벳 

성체분배 유한구,  현종석,  박재철        엄동화,  김광수,  김연숙        김유식,  남희석,  문계송        

영어 

미사 

M. C. 합동 미사 합동 미사 합동 미사 

영어독서 N/A N/A N/A 

Altar Serve Adult Servers Adult Servers Adult Servers 

Celebrant Fr. Sung Jin Lim Fr. Sung Jin Lim Fr. Sung Jin Lim 

 우리들의 정성  - 감사합니다 

 

미사  참석 인원 수 (7/10/2022) 

 



마르타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공인 회계사(CPA)  

자동차, 주택, 생명 보험, 책임보험, 비지니스 보험 
 

LEE LAW 

                                                                                                                                                                                                                                                                                           
                           Jessica Chang(장은진 데레사) 

                                                     완벽한 이중언어와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부동산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HOME LOM AMERICAN ADVISORS GROUP 
 
 

법률 사무소           
  

변호사 이호일 (리노)  
Cell: (248) 675-9215 
Fax: (248) 377-8256 

Email: HOIL@LeeLawSolution.com 
 

 

 

 

센트럴 가정의학과/외과  
길원호 (루카) MD, PhD  

248) 905-3981 
29877 Telegraph Rd, ste. 107 
Southfield, MI 48034  
www.centralfamilyclinic.net 
  
 

 

  

 

광고주를 찾습니다! 

사무실에 연락 바랍니다. 
 

 

        윤정란 건강보험 

              
직장보험, 개인보험 

               Medicare supplement 

Tel (248)210-8061(C) (248)841-1834(W) 

jyoonagency@gmail.com 

의료 통역사 - Certified  

Medical Interpreter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에 어려움이  

계신분들을 도와 드립니다 
 

김영숙 (루시아)RN   (313)587-8109 
e mail:  ahnysuk@gmail.com 

 

 

 

  세탁소, 사무실, 상업용 건물  

      Bruce Yoon         

    윤석정(다태오) 

       Agency Owner 
 

   Tel (248)935-1659 / byoon@fbinsmi.com 

 

 
 

 

Tel (313)562-4166(Dearborn), 
22431 Michigan Ave. Dearborn, MI 48124 

 Tel (248)344-1100(Novi)  

41563 W. 10 Mile Rd, Novi, MI 48375 

서울 미용실(Beauty Salon) 
24263 Novi Road (10 Mile & Novi Rd) 

Novi, MI 48375 

(상도 식품 옆)  

  (248) 773-2281 
 

월-토: 9am-8pm    Excellence for Perm & Coloring   

일: 10am-6pm                    민연옥 (마리아) 

10Mile & Novi Rd. 

 

              

이상현 (요한)  
Tel (248)325-8078 Cell (248)403-6786 

Fax. (248)671-0168 

e-mail: leecpapc@gmail.com 

Web: www.leecpapc.com 

 

                 김은희 (요안나) 

                                   Tel (248)758-8031 

                      jhan@farmersagent.com 

생명 주택 사업체 자동차 연금 

 
 

     

 

 

 

 

 HAIR SALON 

 각 종 Hair Style 전문( 최명자 발바라 )    
 Salon (248)888-9274 

 Cell    (248)255-1905 

 21934 Crescent Ct.,  

 Farmington Hills, MI 48335 

먹거리 이야기 – 3                                   
  

창조주는 좋은 음식을 숨겨 둘 만큼 속이 좁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고 흔하게 구할 수 있게 준비했다.  인삼이   

인간에게 더 필요했다면 현재의 당근 밭은 인삼 밭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 요셉의 생각 –  

                                                                                                                                                

 

 

강현일 

(헬레노) 

안귀연 (아네스) 
2101 15 Mile Rd, Sterling Heights, MI 48083 

 

          윤정란(클로틸다) 

Korean BBQ 

 SANKA TEI  
 SUSHI 

 Tel  (248)960-3363 

 39520  W 14 Mile Rd, 

 Commerce Charter Twp, MI 48390 

최재향 (벨라뎃다) 

Office (248)218-6504 
Cell    (213)905-9232 
1002 N. Main St. Rochester MI 48307 
jessicachang@realestateone.com 
jessicachangmi.com 

Professional Real Estate Consultant 

 

 

 

 

 Real Estate One    
Rochester 

 

http://www.centralfamilyclinic.net/
mailto:jyoonagency@gmail.com
mailto:leecpapc@gmail.com
http://www.leecpapc.com/
mailto:jhan@farmersagen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