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활 제5주일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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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예물준비� 510,� 511 영성체� 178,� 344,� 179 파견�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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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오늘은� 05월�헌미헌금�봉헌의�날!
＊헌미헌금운동은 끼니때마다 한 줌의 쌀을 예수님과 이웃

의 몫으로 봉헌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나누고자 했
던 예수님의 성체성사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
는 운동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헌미헌금 2차헌금은 지구촌 인종, 종교, 국
적을 초월하여 고통받는 전 세계 이웃을 위해 지원됩니다.

v5월�전입교우환영식은� 6월로�순연합니다.

v 본당�홈페이지�운영팀�임원�임명장�수여식
＊일 시 : 5월 19일(주일) 교중미사 
＊팀 장 : 김성수 사도요한 
＊팀 원 : 박분조 글라라, 황유림 아네스, 윤선희 루치아

v 시니어아카데미�버스�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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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 시니어아카데미 수업일에 운행되는 버스입니
다. 모든 교우분들이 이용가능하오니 시간표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귀가버스는 시니어아카데미 수업종료후 운행합니다.

v 여정� 23기�세례식�일정

일 자 시간 내 용 장소 비 고

05/25(토) 19:00 세례식 예절연습 성전 대부모 참석

05/26(주일) 11:00 세 례 식 성전 대부모 참석

v 꾸르실료�입소 (여성제396차)�안내
＊입소자  : 박분조 글라라
＊교육기간: 05월23일(목)~26일(주일)
＊환영식  : 05월26일(주일) 저녁미사후 /교육관 201호

v 청소년분과장�임명장�수여식▷05월26일
＊일시 : 05월 26일(주일) 교중미사
＊청소년분과장 : 이지숙 골롬바

v 태아축복식▷06월09일�
＊하느님의 소중한 선물 태아축복식에 초대합니다!
＊일시 : 06월 09일(주일) 교중미사
＊대상 : 현재 임신중인 임산부(비신자도 신청가능)
＊신청기간 : 05/12(주일)~06/02(주일) / 본당사무실
＊문의 : 가정생명분과장 장선필 테오도로 ☎010-9151-0056

v 주일학교�등록해�주세요!� (네이버폼�활용)
＊대상 : 06세~18세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기간 : 04월 28일 ~ 05월 26일 (기간중 교사설명)

v 주일학교�모니카회�물품�판매�안내
＊주일학교 모니카회에서는 주일학교 성지순례 기금마련을 

위하여 물품 판매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풍기인견(이불,카펫등) 판매: 04/27~05/26, 주일/성전앞

v 교무금�책정�및�납부�현황
＊저희 금호동 성당은 1995년에 건축되어 20여년이 지난 건

물들입니다. 그러다보니 낙후된 건물 곳곳에 보수가 요구
되고 있으며, 지금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성당 운영을 위한 자금의 원천인 교무금은 책정 및 
납부현황이 부진한 상황이며, 전년도에 비해서도 책정 및 
교무금 납부 진척도가 미진한 실정입니다.(※표참조)

＊신자의 의무인 교무금 책정을 아직 하지 않으신 교우분들
께서는 책정을 해주시고, 책정한 금액에 대해서도 조속한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책정세대수 888세대 책정액 479,124천원
납부세대수 850세대 실납부액 432,355천원

 2019년
 1월~5월

총세대수 1,618세대

책정세대현황 납부현황

책정세대 732세대 책정액 400,938천원

책정비율 45% 실납부액 136,837천원

전년대비 82% 납부진척율 34%

v 본당�방역�실시�안내
＊성전을 비롯한 본당 건물 전역에 방역 전문업체 세스코를 

통해 방역을 5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나은 주위환경을 위하여 성당내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특히 음식물 찌꺼기등이 바닥에 떨어지
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v 회�의
＊상지회    : 05.19(주일) 교중미사후, 202호
＊M.E       : 05.25(토) 17시, 208호
＊예비자봉사단: 05.26(주일) 교중미사후, 205호 
＊대건회      : 05.26(주일) 교중미사후, 사목회의실
＊울뜨레아    : 05.26(주일) 19시, 201호

v 다음주(05/26)는�청소년주일� 2차헌금�있습니다.

v 우리들의�정성� (05.06-05.12)
부활제3주일 헌금 (05.12) 4,435,000
성소주일 특별헌금 1,811,100
교무금 8,819,000 빈첸시오후원금 116,000
성소후원금 170,000 주일학교후원금 75,000
감사헌금 소계 150,000
심옥순 카타리나    50,000 안봉무 마리아     100,000

v 미사안내�및�헌금계수�봉사구역
＊05.19(주일) : [새벽]하이리버구역[교중]금호산구역
＊05.26(주일) : [새벽]금동구역    [교중]파크자이구역

v 금주�성당�청소�
＊05.20(월) : 즐거움의 원천, 천상의 모후
＊05.21(화) : 성조들의 모후, 사도들의 모후, 다윗의 탑
＊05.22(수) : 구세주의 모친, 능하신 정녀
☆성당바닥청소 : 매월 2주차, 4주차 주일 교중미사
 ▷05/26 : 2지역 및 4지역 남성구역 (5월4주차)
 ▷06/09 : 1지역 및 3지역 남성구역 (6월2주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