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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구장 사목교서 -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1테살5,17)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4시(순례자미사)오후 6시(학생미사) 
주  일: 오전 6시, 9시, 10시 30분(교중미사), 오후 5시

✜교황님의 기도 지향

가정들

평일미사 월 ~ 토: 오전 6시, 화 ~ 금: 오전 11시 전 세계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일상생활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체험하여 성덕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오전 10시 봉성체 매월 셋째 수요일오후 2시

고해성사 미사 전 15분 유아세례 홀수달 둘째 토요일 오후 5시

예비자
교리반 일요일 오전 9시~10시, 화요일 저녁 7시30분~8시30분

◆ 레지오마리애 훈화(6/13~6/19)_보좌신부

“아빠(abbà), 아버지!”

신약 성경에서 기도는 본질적인 것에 다다르고자 하는 바람으로 아빠(abbà), 곧 ‘아버지’라는 오직 

한 단어에 집중합니다. 특히 바오로 서간에서는 예수님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집니다. 이 점에서 아빠(abbà)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느님의 신비에 연결되는 상징, 이 경우 하느님 아버지의 형상과 연결된 상징을 사용하는 

문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마음속을 온통 예수님의 세상 전부로 젖어 들게 하는 것

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작업을 수행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기도’를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아빠(abbà)라고 부르도록 초대하십니다. 이 표현은 애정과 따뜻

함을 불러일으키며 우리를 순수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품 안에 폭 안겨 자

신을 향한 아버지의 무한한 애정을 느끼는 어린아이의 표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두 어린 아이의 마

음으로 하느님을 ‘아빠(abb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합시다.

물론 우리는 돌아온 탕자처럼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

는 여전히 “아버지”라는 말에서 시작하여 기도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멀리서나 가

까이에서나 늘 우리를 향해 시선을 두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희망을 가지

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아빠(abbà),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당신 얼굴을 우리에게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누룽 천하 수진가새란 약국 가은노인복지센터 전주대건신협

수제 누룽지 전문점
명절 선물세트

각종 행사 답례품

김형태(율리아노)

박태연(마 르 타)

풍남문 정문 앞

H.P.010-8642-9105
☎282-9005

약사 이현명(사도요한)

약사 신지현(뻬르뻬뚜아)

덕진구 세병남로25 

(송천동2가)

(에코삼성정형외과,에코라인

의원,에코롯데리아건물)

☎272-8066

주·야간보호, 요양시설

내집처럼 내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한삼숙(베로니카)
김정민(데레사)

대성동 고덕산장 부근
H.P.010-3621-6007

☎282-9241

이곳에 

광고주를 모십니다.

예금상담, 대출상담은

전주대건신협에서!

본점 ☎288-0191

이사장

송각호(바오로)

010-3675-4297



전 동 게 시 판 

• 바뇌의성모Cu.-14:00

• ME-18:00

• 성화회-6/16(목)19:00 • 애령회-6/17(금)10:00

◉ 오늘은 한국외방선교회 캄보디아지부          

  「직업학교 돕기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사제 성화를 위한 9일기도:6/15(수)~6/23(목)

* 사제의 성화의 날:6/24(금)10:00, 평화의 전당

■ 방문봉성체(가정): 6/15(수)14:00  

■ 사목회: 6/19(주일) 교중미사 후 윤지충홀

■ 지구살리기(환경회복) 실천운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혼인미사 예약접수 중: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         

   혼인성사 접수 중 (신청:사무실)

■ 차주에는 <가톨릭다이제스트> 홍보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권하는 책”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읽으면 따뜻한 가정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 주 모 임】

◉ 첫순교터 후원회원 현황

첫순교터 후원회원(6월 10일 현재)    600　명

후원회원 목    표 10,000 명

우리들의 정성(5월30일~6월5일)

주일헌금: 4,822,000 교무금: 3,337,000

감사헌금

익  명

김정옥(안  나)

김미선(스텔라)

이복영(안젤로)

신애자 한복

익  명

50,000

100,000

100,000

100,000

400,000

600,000

※ 교무금 자동이체 계좌:
신협 134-001-130673 천주교유지재단

◁ 2011년 축성된

교육관 지하 벽면에 

위치한 

「순교자기념관 

건립벽돌 봉헌자 명단」 

주변 타일(대리석)이 

2020년부터 

박리현상으로  

떨어짐 

교육관 지하 벽돌 봉헌자 벽면 수리 완료(5/23~6/5)
★첫순교터 후원회 회원모집★

√납부방법: 계좌번호: 신협 131-019-740164 / 예금주:(재)천주교전주교구유지재단

굿모닝 마트 유 일송정 (갈비명가) 최복순쌀상회 전주 농약사 하늘해외여행사

정육, 야채, 청과 

공산품

강성용(안드레아)

방현옥(레 지 나 )

무 료 배 달 전 화

☎263-3334

H.P. 010-6462-1945

갈비탕, 옛날갈비찜, 갈낙전골

명 품 한 우 전 문

김문식(베드로)

심 데레사

완산구청 사거리(중산초방면) 

☎223-9393

H.P. 010-3653-7853

쌀, 잡곡, 소금일절

김동주(바오로)

장현숙(세레나)

전주시 남부시장내

☎284-3194

H.P. 010-3675-3194

H.P. 010-8627-3713

농약, 종자, 모종, 

농자재, 묘목

황인수(요 한)

김효순(루치아)
전동성당 건너편 버스정류장

☎287-4900

H.P. 010-8239-4348

성지순례

해외여행

전세버스

최석재(스테파노)

☎286-9595

동래분식 남문&mall.남문문구센터 남창당한약방 (유) 쿡 뱅 크 신애자 한복

새알팥죽, 팥갈국수

손수제비

남부시장내 30년 전통

30년 단골집

양명구(다비드)

 이정미(세실리아)

☎288-4607

H..P. 010-3672-0186

문구문화,문구중심,문구생활

원수관(야고버)

심경이(마리아)

전주시 보건소 옆

☎283-3352

전통한약방 제1호 인증

원장 한광수

전동성당 맞은편 한옥마을 

입구

H.P. 010-3653-8586

☎ 284-8586

(구)금동그릇

주방용품도매물

(그릇대여업체) 

장순문(프란치스코)

www.kitchen-outlet.kr

H.P.010-7657-1606

☎284-1606

한복 맞춤 및 대여

중앙동 3가 27-1

(웨딩거리)

이병운 (사도요한)

신애자 (엘리사벳)

H.P.010-3659-0931

☎283-0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