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님부활대축일 2019.04.21
 금호동성당

사무실� :� ☎� 2237-9671/2 FAX� :� 2234-6811
연령회� :� ☎� 010-8932-2295,� 010-4678-7245
총회장� :� 백학명(알베르또) ☎� 010-8249-0613

수� 녀� 원：선한목자예수수녀회 ☎� 2237-9674
부주임신부：임동국(라우렌시오) ☎� 2237-9673
주임신부：하상진(세례자요한) ☎� 2254-0883

¯성 령강 림¯

04728� 성동구� 무수막18길� 36

주 일 미 사
토요일 18:00�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부터� 5분� 전까지

일요일 06:00,�09:00(청소년),�11:00(교중),�18:00(청년) 환자봉성체� :�매월� 첫째� 금요일

평 � 일
월요일� 06:00� /� 화요일� 10:00,� 19:30� /� 수요일� 06:00,� 10:00

혼인면담,�유아세례 매월� 첫째� 토요일� 16시
목요일� 10:00,� 19:30� /� 금요일� 06:00,� 10:00�

성모신심미사�
및� 성체강복 매월� 첫째� 토요일� 10:00 예비자�교리시간�안내� :�주일반� 9시,� 목요반� 20시  

미사성가 입당� 129 예물준비� 130,� 128,� 221 영성체� 181,� 163,� 180 파견� 134

교무금입금계좌� :� 우리은행� 175-05-028799�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부 축 활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알렐루야!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여 교우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v 주님부활대축일�제대꽃�봉헌�감사드립니다!
＊봉헌내역: 총60 건 / 누계 3,410,000원
독서단, 복사단, 성체조배회, 연령회, 크레도성가대, 해설단,
공원구역, 벽산2구역 2/3반, 하이리버구역, 곽수영 아녜스, 
구자옥 글라라, 권금옥 글라라, 권정선 에밀리아나, 김경순 데레사,
김수경 헬레나, 김연희 로사리아, 김영숙 세레나, 김영숙 아가다,
김원자 로사, 김정순 데레사, 김화숙 엘리사벳, 노정순 데레사, 
노진선 세례자요한, 박성예 체칠리아, 박순진 요셉, 박영숙 안나,
박영순 안나, 박용석 아오스딩, 박은경 엘리사벳, 박점숙 루시아,
백학명 알베르또, 신순화 아가다, 염귀향 안나, 유순자 로사,
유승우, 정인주 루시아, 유영순 아가다, 이순덕 아가다, 
이영희 요셉피나, 이옥영 세실리아, 이현미 아가다, 이희경 데레사,
장미옥 비비안나, 장윤상 스테파노, 정영규 데레사, 정영모 바오로,
조경자 안나, 조옥순 릿따, 조재분 로사리아, 지정해 아녜스, 
최경자 아녜스, 최서연, 한성애 아가다, 현희순 루치아, 
홍미숙 마리아, 황정숙 젤뚜르다, 익명 5명

v 성전�및�교육관�시설공사�안내
＊공사명 : 성전 및 교육관 방수 및 제반 시설 공사
＊공사기간 : 04월 11일~30일 (토요일, 주일 제외)
＊시설공사로 인한 불편을 양해바라며, 보행시 안전에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색 작업시에는“칠주의”에
각별히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 금호고등학교�주차장�적극�활용하시기�바랍니다!
＊매주일요일 08:30~12:30  (셔틀 차량 운행)

v 주일학교�등록해�주세요!� (네이버폼�활용)
＊대상 : 06세~18세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기간 : 04월 28일 ~ 05월 26일
＊방법 : 네이버폼을 활용한 등록 
  ※기간중 주일에 성전앞에서 교사가 설명드립니다.
    (09시미사전, 11시미사후, 18시 미사전)

v 주일학교�재능기부자�모집
＊주일학교 운영에 도움을 주실 재능을 가지신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부주임 신부님)
＊분야 : 주일학교 운영, 교리지도, 프로그램운영 등등

v 코이노니아�카페�봉사자모집
＊대상 : 커피/음료를 좋아하는 모든 분(나이,성별 무관)
＊봉사시간 : 화요일~금요일(10시 미사후~12시)
            토요일(16시~19:30), 주일(09:30~13시)
＊문의 : 모니카회장 박은경 엘리사벳 010-3299-5162
＊함께하실 봉사자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접수/사무실)

v 성모님의�날,�일정�안내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5월 성모성월을 맞아 본당 공동체가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님께 정성된 기도와 마음을 봉헌합니다.
＊일 시 : 05월 04일(토) 오전 10시, 성전
＊준비물: 미사도구, 묵주
＊개인 꽃 봉헌이 있습니다. 꽃 판매수익금은 주일학교 학생

들을 위해 사용됩니다.(당일 구입가능)
※성모님의 날, 꽃 봉헌하실 단체는 사무실로 접수 바랍니다.

v 주일학교�모니카회�물품�판매�안내
＊주일학교에서는 2020년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여정

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일학교 모니카회에서는 주일학교 성지순례 

기금마련을 위하여 물품 판매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판매 일정 및 장소
  ♣장미꽃판매 : 05/04(토) 10시, 성모님의날
  ♣풍기인견 판매 : 04/27~05/26 기간중 매 주일,성전앞
    (토요저녁미사, 09시미사, 교중미사 후 이불, 카펫등 판매)

v 회�의
＊상지회  : 04.21(주일) 교중미사후, 202호
＊요셉회  : 04.21(주일) 교중미사후, 사목회의실 
＊M.E    : 04.27(토) 17시, 208호
＊예비자봉사단: 04.28(주일) 교중미사후, 205호 
＊대건회  : 04.28(주일) 교중미사후, 사목회의실
＊울뜨레아: 04.28(주일) 19시, 201호

v 우리들의�정성� (04.08-04.14)
주님수난성지주일 헌금 (04.14) 4,911,100
사순절이웃돕기 특별헌금 2,173,000
교무금 4,689,000 빈첸시오후원금 134,000
성소후원금 90,000 주일학교후원금 565,000
감사헌금 소계 300,000
이복순 테클라      50,000 정희경 마리아     100,000
조옥순 릿따       100,000 익명               50,000

v 미사안내�및�헌금계수�봉사구역
＊04.21(주일) : [교중] 금북구역
＊04.28(주일) : [새벽] 벽산 2,3구역 [교중]벽산1구역 

v 금주�성당�청소�
＊04.22(월) : 즐거움의 원천, 매괴의 모후
＊04.23(화) : 성조들의 모후, 사도들의 모후, 다윗의 탑
＊04.24(수) : 구세주의 모친, 능하신 정녀
☆성당바닥청소 : 매월 2주차, 4주차 주일 교중미사
  ▷04/28 : 2지역 및 4지역 남성구역 (4월 4주차)

▷05/12 : 1지역 및 3지역 남성구역 (5월2주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