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음 묵상: 빛을 찾아가는 이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느껴보려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지금은 편리한 교통수단 

덕분에 큰 힘이 안 들지만, 과거에는 도보로 고생고생하면서 가야 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열망이 없으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멀고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그 멀고 험한 여정을 거쳐 예수님을 만나는 세 명의 동방 박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 멀리 동방(아마도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 몰약을 예물로 바칩니다.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예물로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제사 때 사용되는 향료인 유향은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심을 인정하는 표징입니다. 

몰약은 시신에 바르는 방부제로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며 우리를 위해 수난을 당하실 분임을 예고하는 

상징입니다.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하느님을 향한 열망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빛이신 그분만이 우리 내면의 어둠과 주변의 암흑을 몰아 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빛 안에서만 믿음과 

희망, 사랑이 가득한 ‘나’로 성장하고 ‘우리’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 몰약을 예수님께 예물로 바치면 좋겠습니다. 황금을 바치면서 

돈, 명예,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참된 임금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유향을 바치면서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상처,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참 하느님으로 섬기기를 기원합니다. 몰약을 바치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닮아 다른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며, 그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 바램, 생각, 한 마디로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받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과 교회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는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래로 인간에게는 ‘하느님처럼 되려는 욕심’(창세 3,5 참조), 곧 자신이 하느님의 피조물임을 교묘하게 

부정하고 이 세상의 중심이 되려는 경향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합니다. 신앙인은 이런 유혹을 거슬러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을 주인으로 섬기도록 끊임없이 애써야 합니다.  

세상과 이웃, 나 자신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의미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변질될 위험이 큽니다. 하느님이 빠지면 신앙은 독선으로 흐르고, 정의는 폭력으로 

변질되며, 아름다움은 천박해지고, 지식은 혐오스럽게 되기 쉽습니다. 대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는 태양이 비칠 때 

영롱한 빛깔을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모든 것은 하느님의 빛 안에서만 그 의미와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 

빛을 찾아가서 그 안에 머무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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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안내 및 주소 

 

 

 
주일 미사 

청년 미사 

평일 미사 

성당 주소 

사제관 주소 

사제관 전화 

사제관 FAX 

 
:  오전 10시 30분 

:  토요일, 저녁 5시 

:  화, 수, 목요일 오후 7시 30분 

:  254 Argyle Ave., K2P1B9 

:  #706-314 Central Park Dr. 

:  613-237-5528 

:  613-234-2536  

 

 

       

 

HOLY KOREAN MARTYRS PARISH 

http://www.koreanmartyrs.ca 

Address: 254 Argyle Ave. Ottawa, K2P1B9 
본당신부님: 김현철 그레고리오 (Gregory Kim) 

The Epiphany of the 

Lord 

 

Reading 1 

1 IS 60:1-6 

 

Responsorial Psalm 
PS 72:1-2, 7-8, 10-11, 12-13 

Lord, every nation on 

earth will adore you.  

 

Reading 2 

EPH 3:2-3A, 5-6 

 

Gospel Acclamation 

◎Alleluia 

We saw his star at its 

rising 

and have come to do 

him homage. 

 

Gospel 

MT 2:1-12 

 
 

          2020년 1월 5일   주님 공현 대축일   

입당성가 동방의 세 박사 (가톨릭 성가 487장) 

제1 독서 이사 60,1-6 

화답송 

 

제 2 독서 에페 3,2.3ㄴ.5-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음 마태 2,1-12 

신자들의 기도  

봉헌성가 주여 우리는 지금 (가톨릭 성가 512장) 

영성체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성체성가 사랑의 신비 (가톨릭 성가 174장) 

파견성가 동방의 별 (가톨릭 성가 100장) 

 

 독서 봉헌 안내 해설 친교 복사 

1월 5일 
김효섭(이시도르) 

윤희숙(스텔라) 

윤은섭(마태오) 

최갑순(카타리나) 
B조 김해동 조장 왕철호(에드윈) 믿음 3반 

문영현(체사리오) 

정지환(토마스아퀴나스) 

왕세영(미카엘라) 

1월 12일 
이남구(토마스) 

임은선(스텔라) 

김효섭(이시도르) 

윤희숙(스텔라) 
C조 이남구 조장 정일선(베드로) 믿음 3반 

김윤정(안드레아) 

박건우(제임스) 

장준학(제임스) 

1월 19일 
권영태(아오스딩) 

송미정(데레사) 

이남구(토마스) 

임은선(스텔라) 
D조 문규환 조장 전우주(베네딕도) 믿음 3반 

심홍석(안토니오) 

전지윤(그라시아) 

한지성(라파엘) 

http://maria.catholic.or.kr/musicfiles/mp3/2010070487.mp3
http://maria.catholic.or.kr/musicfiles/mp3/2010060512.mp3
http://maria.catholic.or.kr/musicfiles/mp3/2004090174.mp3
http://maria.catholic.or.kr/musicfiles/mp3/2004090100.mp3


본당 소식 

◎ 감사합니다 

- 지난 1월1일 새해 첫날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주신 

믿음3반 식구들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 2020년 새해를 맞아 축복을 빕니다 

- 2020년 경자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에는 교우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시어 더 

기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 더 많이 웃고, 서로 존중하여 영육간 건강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도록 바랍니다. 

  

◎ 오늘 미사후 12시에 주일학교 교실실에서 반장 

월례회의 있습니다. 

  

◎ 1월 5일은 주님 공현 대축일 입니다 

- 주님 공현 대축일은 동방의 세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공적으로 드러납니다. 매년 1월2일과 8일사이의 주일에 

이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 2020년 1월 사목회 모임 

- 일시: 1월9일(목) 저녁미사후 친교실 

 

◎ 2020년 본당달력 배부 

- 2020년 새해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주보대 위에 

있으니 각 가정별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Homelands Mass 안내 

- 오타와 대교구에서는 매년 1월에 이민자들간의 

친교와 우애를 나누는 이민자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본당 에서도 한국음식을 준비하여 

참여하려 하오니 교우여러분께서도 많이 참석하시어 

한국교회의 신앙과 한국의 이미지를 알리도록 합시다. 

- 일시: 1월12일(일) 오후 2시30분 

- 장소: Notre Dame Cathedral(Sussex Dr.) 

  

◎ 2020년 새헌금봉투 안내 

- 2020년 새 헌금봉투가 준비되어 있으니 각 가정별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헌금봉투에 본인의 

이름이 없으신 분들은 최두섭 리차드 형제님이나 

안미희(글라라) 자매님에게 말씀바랍니다. 

  

◎ 세금보고용 헌금영수증 발행 안내 

-세금보고용 헌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개인정보( 

세금보고자 영문이름) 확인하려고 합니다. 본당 친교실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으니 본인의 영문이름을 

확인하시고 변경사항 수정을 바랍니다.(한글은 

영문으로 수정바람) 

- 그리고 다른 봉투를 사용시에는 주어진 각 가정의 

헌금봉투 번호와 본인이름을 꼭 기입하시고 

헌금액수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본당 “빈첸시오회” 2019년 결산 보고 

- 본당 빈첸시오회에서 활동중인 불우이웃돕기와 모금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빈첸시오 회원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입-기간: 2018년 8월부터~ 2019년12월까지 

- -수입내역: 매월 불우이웃돕기 모금총액: $ 5,629.60 

                           사순저금통: $ 5,795.80 

                            총 모금액: $ 6,425.45 

- -지출내역:    생활성서사 불우이웃돕기: $ 1,800.00 

                   St. Joseph Brunch: $ 1,300.00 

            Local 토네이도 이재민돕기: $ 1,400.00 

                      사순저금통 준비: $ 1,101.00 

         총 지출: $ 3,601  / 현재 잔액: $ 2,824,45 

 

◎ 12월에 새로 오신 교우 

- 12월8일: 유상원(라파엘) + 임현주(비비안나) 

+유지환(요한보스코) + 유연아(효주아네스)  

 Cornwall 거주 

 

◎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안내 

- 2020년 4월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권이 있는 모든 분들은(캐나다 시민권자 제외) 

한분도 빠짐없이 재회선거에 참여하여 참정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선거 투표기간: 2020년 4월1일~6일 

- 재외선거자 등록: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ova.nec.go.kr)을 이용하여 2020. 2. 15일까지 

신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사관 영사과 613-244-5030 

       (ovcanada@mofa.go.kr) 

구역 소식 

◎ 2020년 각반의 성모회 담당 안내 

- 1월, 8월: 믿음3반          2월, 9월: 믿음1반 

 3월,10월: 희망2반  4월,11월: 희망1반 

 5월,12월: 사랑1반  6월,21/1월: 사랑2반 

 7월,21/2월: 믿음2반 

 
◎ 각반 반장 안내 

- 믿음1반: 홍영희(카타리나)  613-986-6373 

- 믿음2반: 송미정(데레사) 613-261-1287 

- 믿음3반: 장리아(아나스타샤)  613-371-6463 

- 사랑1반: 박혜선(율리아)  613-581-6415 

김은희(벨라뎃다)  613-327-2280 

- 사랑2반: 안미희(글라라)  613-709-3592 

- 희망1반: 윤미경(스텔라)  613-915-1097 

- 희망2반: 이현주(리카르다)  343-988-8466 

 

기타 공지 사항 

◎ 제대 꽃봉헌 받습니다 
- 매주일 미사 때마다 주님의 성체 성사가 이루어지는 
제대를 아름답게 장식할 꽃을 봉헌해 주실 분은 성당 
뒷편 주보대 위에 있는 꽃 봉헌 헌금 봉투를 이용하여 
미사 때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푸드뱅크 봉사 안내 
- 본당에서는 매월 첫째, 다섯째 화욜에 푸드뱅크 봉사를 
합니다. 시간은 10 - 12시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게시판에 적어주시거나 김영옥 크리스티나에게 문의 
바랍니다. (613-729-0086) 
 

단체 및 모임 소식 

◎ 찬미 기도회 안내 
-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고 싶은 분은 누구든지 
환영함. 
- 일시: 매주 수요일 저녁미사후, 주일학교 교실 
- 회장: 이원경(루카) 613-256-6373 
 
◎ 향심 기도회 안내 
- 향심 기도회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 일시: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후, 주일학교 교실 
- 회장: 김영옥(크리스티나) 613-729-0086 
 

◎ 요셉, 마리아회 안내 
- 60세 이상의 형제 자매님들의 모임. 
- 회장: 이지은(데보라) 613-618-7636 
- 정기모임: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성당 
 
◎ 바오로회 안내 
- 중장년층 형제님들의 모임. (60세 전) 
- 일시: 매월 셋째주 주일미사 후 
- 회장: 왕철호(에드윈) 613-620-2280  
  
◎ 사목회장단 연락처 
- 사목회장: 윤은섭(마테오) 613-612-8838 
- 총무: 최영근(프란치스코) 613-266-4861 
 

◈ 주일헌금 계산 담당자 안내 ◈ 

- 1월  5일: 권영태, 이병주 

- 1월 12일: 정일력, 전우주 

- 1월 19일: 양진훈, 최영근 

 

1월 본당 전례 및 행사 

 1월 5일: 반장 월례회의 

 1월 9일: 사목회 모임 

 1월12일: Homelands Mass(노틀담성당) 

 1월19일: 본당 자선주일 

 1월24일: 설날 합동위령미사 

 

주일 헌금 $  1089 

감사 헌금 $  1110 

교무금 $   250 

지난주 봉헌 합계 $  2449 

주 평균 예산 $  2170 

지난주 미사 참석 어른(113), 유스/어린이(18) 

본당 환경 미화 

 성전 친교실  

 1월  5일 사랑 1반 사랑 2반 

 1월 12일 희망 1반 희망 2반 

 1월 19일 믿음 1반 믿음 2반 

성모회 담당 

1월 2월 3월 

믿음 3반 믿음 1반 희망 2반 

 

mailto:ovcanada@mof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