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이윤일 요한 한인천주교회
St. John Lee Korean Catholic Church

◆ 미사 시간

주일미사: 오전 10시 30분

평일미사: 수,목,금 오후 8시 

학생미사:매월 넷째주11:50분

◆ 공소 미사

콜럼비아: 100 Polo Rd

Columbia SC 29223

매월 2,3째 토(19:00)

그린빌: 1215 SC-14

Greer, SC 29650

매월 1,3째 일(17:00)

◆ 고해성사

미사 시작 30분 전

◆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 유아세례/병자성사

사무실로 연락

◆ 본당신부

임종욱 바오로(Jong Uk Lim)

ljupaul@gmail.com

704.531.8417

◆ 사목회장

정병교 시몬

byungjeong61@gmail.com

704.401.9121

◆ 사무실

704.531.8417

stjohnleecharlotte@gmail.com

◆ 주소 

7109 Robinson Church Rd. 

Charlotte, NC 28215

• 제 1독서

<주님께서 영원한 평화의 하느님 나라로 모든 민족들을 모아들이신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2,1-5

• 제 2독서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3,11-14ㄱ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알렐루야.

• 복음

<너희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4,37-44

• 화답송

제1948호

2019년 12월 1일 

홈페이지 www.charlottekoreancatholic.org

(자) 대림 제1주일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희망의 공동체

제1948호

◆ 미사 전례

• 성가

입당  92

봉헌  511

성체  26

파견  91 

St. John Lee Korean Catholic Church 성 이윤일 요한 한인 천주교회  대림 제1주일 

기  뻐 하  며      주   님  의    집   으   로     가   리  라 



2020년 본당 사목교서

St. John Lee Korean Catholic Church 성 이윤일 요한 한인 천주교회  대림 제1주일 

"서로에게 따뜻한 신앙인이 되자"

찬미 예수님!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교회는 오

늘 대림 제1주일을 시작으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본당을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늘 가득하길 기

원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2020년은 우리 성 이윤일 본당에게 있어

서는 뜻 깊은 해입니다. 바로 본당 설립이 40주년 되는 해

이며, 우리는 이 한해를 경축하며 동시에 우리의 성찰을 통

해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가야 할 때입니다. 모든 신자분들

이 함께 마음을 모아 40주년 행사를 준비하며 더 나아가 

50주년 60주년으로  향해 발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2019년 1월말 한국에서 미국으로 부임해오면서 우리 본

당은 어떤 곳이며, 어떤 목표 및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임기동안 혹은 그 이상 

우리가 바라는 공동체의 모습을 세워 나가야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이후  사목위원들과 함께 워크샵을 통해  "사랑

과 기쁨을 나누는 희망의 공동체"라는 비전 선언문을 선

정했습니다. 이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서 형식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 신자들 안에서  나누며 그러한 사랑

을 하면서 가쁨이 넘쳐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

다.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올해의 주제는 "

서로에게 따뜻한 신앙인이 되자"로 정하며 다음과 같은 

실천사항을 행하고자 합니다.  

1. 상대방의 말을 하지 말자

작은 공동체이기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서로서로가 알

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나누는 말들을 통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흘러 듣게 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세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는

데 우리는 두 세 사람이 모이면 다른 없는 사람들의 이야

기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 하면 좋겠

는데 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반복될 때 

그것은 좋지 못한 습관이 됩니다. 상대방의 과거를 들추어

내거나 상대방의 약점 및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어 이야기 

할 때 그 공동체는 불신의 공동체, 분열과 갈등의 공동체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세웠던 사랑과 기

쁨을 나누는 희망의 공동체에 저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래

서 올 해 만큼은 상대방에 대해서 말을 하지말자. 즉 올바른 

관찰 없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2. 칭찬함을 설치합니다.

말과 관련하여 좋은 생각, 좋은 말 나누기 운동인 것입니

다. 사람들이 모여서 남을 헐뜯는 이야기는 잘하지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

게 한다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서로 간에 칭찬을 통

해서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본당 안에 칭찬함을 만들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칭찬에 인색하지 않고 드러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

족 이외에 다른 신자들을 유심히 살펴보며 좋은 일이 있거

나 뜻 깊은 행동을 한 신자를 보면 부끄러워 하지말고 칭

찬을 자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부끄러워하시

는 분들이 있어서 칭찬함에 무기명으로 사연을 넣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달 미사 끝에 칭찬을 나누는 훈훈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  가족 간의 장점 찾아서 적기

아무래도 매일 만나는 사람이 가족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서 자녀들에게서 얼마나 좋은 점

들을 발견하며 그것이 좋다고 말해 주십니까?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여 사랑의 가

족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

원 개개인의 장점 다섯 가지 이상을 찾아서 종이에 적으

시고, 식탁 테이블에 붙여놓거나 자신의 지갑 속에 넣어서 

가족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의 실천사항을 통해 매년 사랑이 거듭 넘쳐나는 따뜻

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은 

버리고 모든 신자들이 함께 동참할 때 우리는 ‘사랑과 기

쁨을 나누는 공동체’에 좀 더 접근해 나갈 것입니다. 저와 

함께 올 한해 따뜻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시

렵니까?



• 병중에 계신 분: 박은수 라우렌시오,  하양아 베아트리체,   안정진 안드레아   

 일반헌금 $ 1,089  2차 헌금 $312

 교무금 $ 2,198  부활초봉헌 $300

 건축헌금 $942  이발봉사 $25

 DSA $150  매일미사 $175

 도네이션 $500 총 $5,791.00      

DSA 

길세웅, 김동식, 김대호, 김순여, 김영일, 김인순, 김중섭, 

전모니카, 서담, 김진호, 남사라, 박신호, 박봉철, 박동환, 

박익삼, 박은수, 김학청, 박평술, 박정곤, 박정례, 박한식, 

성정자, 손태성, 송승호, 안정진, 오기섭, 최정미, 한철교, 

정병교, 오수진, 오해수, 이근모, 이덕원, 우귀숙, 임정미, 

김홍주, 장상원, 서명준, 이상수, 정성기, 정용민, 조철희, 

최순길, 최옥만, 송상협, 최재진, 하상수, 지선중, 황보나, 

한금자, 한상운, 황도린, 남진우, 박경숙, 이강유, 모철수, 

최기호, 서상일, 서근주, 고예수, 임두호, 이인순, 이수범,

설순옥, 노학수, 신완식, 이창수, 성열원  

교무금: 이수범, 한철교, 김중섭, 한수지, 한상운, 한주형, 서담, 

조철희, 오해수, 정성기, 노학수, 박동환  DSA: 성열원  

광고비: 최우식  도네이션: 골프회 $ 1,000 (소식지, 주일학교) 

우리들의 정성 

공지사항

모임 안내

1. 본당 설립 40주년 기도에 다같이 동참합시다.

2. 대림 특강

일시: 12월 6일(금) 8:00pm

강사: 김영수 스테파노 신부(잭슨빌)

주제: ‘마음 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김' (루카 2,19)

3. 사목위원 워크샵 및 사목회의 안내

일시 : 12월 1일 12:30pm~4:00pm 

장소: 친교실

4. 대림 판공성사표 배부 안내

판공성사표를 배부합니다.

5. 각 구역별 포인세티아 봉헌 받습니다.

6. 교무금 측정과 관련하여 면담 안내

    12월부터 평일, 주일 미사 전 후 

신부님과 면담을 합니다. 

본당 주소록의 순서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7. 12월 8일 교중미사 후 성탄맞이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8. 성탄맞이 다큐멘터리 상영 안내

일시: 12월 21일(토) 7:00pm

제목: 신부님, 싼타 신부님

장소: 성전

9. 레지오 연차 총회 

일시: 12월 7일(토) 7:00pm,  장소: 친교실

10. 구역별 성탄 예술제

일시: 12월 25일(수) 12:30pm~

장소: 친교실,  문의: 김정환 안드레아  

성탄 도네이션 받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11. 2020년 본당 주소록 업데이트 안내 

2020년 본당 주소록을 만듭니다. 새로 전입 오

신 분들의 주소와 사진 및 기존의 사진을 교체하

실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2. 2차헌금: 12월 8일 Religious Retirement 

    은퇴수도자를 위한 2차헌금

모임 일시 장소 시간

생활성가반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유아실 11:00 AM

꾸리아 매월 셋째 주일 믿음교실 12:30 PM

성령 기도회 매주 금요일 유아실 미사 후

요셉회 매월 첫째 주일 유아실 12:30 PM

아가페회 격월 첫째 화요일 Men's Shelter 10:00AM-1:00 PM

날짜 전례 친교

  12월 08일 (대림 제 2 주일)       7구역      3구역 

  12월 15일 (대림 제 3 주일)       주일학교      4구역 

  12월 22일 (대림 제 4 주일)       8구역      5구역 

  묵주기도   이번주: 2,601 단    총: 21,925 단

  주모경   이번주:    420 회    총:   4,105 회

  평일미사 참례    총:      383 회

전례 및 친교 안내 

40주년 기도 집계 현황 

지난주 미사 
참례자 수 

St. John Lee Korean Catholic Church 성 이윤일 요한 한인 천주교회  

본당설립 40주년 전 신자 기도 봉헌 합니다.
(2019.9.22.~2020.9.20)

1.묵주기도 30만단, 주모경  2.성서쓰기 3.평일미사 참여

대림 제1주일 

총 151 명



St. John Lee Korean Catholic Church 성 이윤일 요한 한인 천주교회  

여러가지 배터리(자동차 포함) 판매
셀폰 수리, 자동차 키 수리

2217-F Matthews Township Pkwy, Matthews NC 28105

       임수철: 704.200.1619
김은란 젬마: 704.200.1580

6225 Blakeney Park Dr. #100 A Charlotte NC 28227
704-752-9400

Han's US 태권도

Dragon Champion 태권도

13024 East�eld Rd. #A-400 Huntersville, NC 28078
704-992-1955(704) 557-6942

Olivia.hwang@redbudCLT.com

황정선 올리비아
공인중개사 / REALTOR®

신선한 야채, 과일, 생선, 육류 등 다양한 인터네셔널 식품
Largest selection of Fine International Food

7323 E. Independence Blvd. Charlotte, NC 28227 / Tel.(980)321- 4048
������������ Everyday 8:00am - 9:30pm

Mon-Sat: 11am~9pm
Sun: Closed
980-272-6363

대박 한국식당 

6908 Matthews-Mint Hill Rd, Mint Hill, NC 28227

MuseVillage.com

디자인.인쇄.명함.배너.광고제작.카다록.출판

704-453-9153
 wizdesign@gmail.com
                                 Rose Lim

그래픽 디자인, 온라인 제품 사진 촬영, VINTAGE SHOPPING

최기호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 업무, 경영상담, IRS 감사대변 

704.847.7208  Fax:704.847.7236 
2210-A Crownpoint Executive Dr. Charlotte, NC 28227

스테파노 Ki-Ho Choi,CPA 

9626 Monroe Rd, Charlotte, NC 28270

 RAMEN BAR. KOREAN FRIRD CHICKEN
ROPPONGI

Tel: 980-339-5353

일본식 라면바, 한국 양념치킨
3104 Weddington Rd #100, Matthews, NC 28105

화,수,목,일:11AM–2:30PM,5–9PM 
금,토:11AM–2:30PM,5–10PM 월요일:Closed

엄선된 최상의 식재료로 승부수를 던진다. 
신선함을 지키기 위한 고집!

www.somisushi.com     Phone: (980) 245-7024 

데이빗리 부동산
투자주택, 상용 부동산, 사업체 매매, 투자개발 상담

이근모 베네딕토 704) 408-9947

Email: dlee4989@gmail.com
최우식 (704) 771-8507 

최 베로니카 (704) 771-0785

G.F.J 
Refrigerator, Electrical, Heating/AC   
일반 A/C & Heater, Hot Water Tank 설치 및 수리  

3201 N Sharon Amity Rd. Charlotte, NC 28205
Office: 704-568-8666, Cellphone: 813-362-0479 

Lucky Oriental Market

럭키 식품

파티 . 잔치음식 캐더링 주문 받습니다. 

김춘진 루시아 . 김창식 다윗 

대림 제1주일 

• 렌트:  단독주택 2400sq  

   Marvin school 앞   

   연락처: 이수범 루카  

   704-806-5444

게 
시 
판

• 피아노 판매: $ 700.00 

  상태: 새것같이 상태 좋음

  문의: 서지영 스콜라스티카 

  704-299-6816

12 월 축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위의 축일은 교적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본인의 축일이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6일 
 니콜라스  박봉철

 아셀라  이미재, 박단비

 12월  11일  다니엘  윤지원

 12월 13일  루시아
 김홍주, 박종분, 박숙자,

 최영자

 12월 13일  오틸리아  이은경

 12월 18일  릴리안 이유화 

 12월 26일  스테파노 최기호, 김홍철, 김영민

 12월 26일  스테파니아 박희자 

 12월 27일  요한 최순길, 한철교, 권영재, 박정곤, 손환, 이덕원, 최호석

 12월 29일  보니파시오 임정재

 12월 29일  다윗 김창식, 설상욱,

• 바이올린 레슨: Julia Kim 704-280-0902

   Concertmaster of JYO in 2007, Principal section leader for CSYO 

   and the youngest person to join CSYO in 2008,  Associate   

   concertmaster of western regionals and all state orchestra of NC,

   Graduate of Peabody institute of Johns Hopkins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