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님승천대축일/홍보주일 2019.06.02
 금호동성당사무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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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령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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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시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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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예물준비 340, 219 영성체 498, 499, 501 파견 141
교무금입금계좌 : 우리은행 175-05-028799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v 이번주(06/02)는 홍보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v 성수 축복 ▷06월 02일(주일) 11시 교중미사 
v 공동연도  ▷06월 02일(주일) 11시 교중미사 후
v 홈페이지 설명회 안내  우리 본당 홈페이지가 정식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합니다.＊일시 : 06/01(토)저녁미사~06/02(주일) 매 미사 ＊주최 : 홈페이지 운영팀 [주소: ghdsd.or.kr]＊소개 : 금호동성당 홈페이지는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         하여 PC와 스마트폰, 태블릿PC 어디서나 편리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에서 본당 소식을 더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         록 안드로이드와 iOS 기반의 [전용 앱]을 서비스         중입니다.
v 환자봉성체 ▷06월 07일(금) ＊신청자는 06월 02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v 성림강림대축일, 본당의 날을 축하합니다! (06월09일)★ 2019년 본당의 날 행사는 전신자 배론성지순례(10/12)로 대체합니다.
v 태아축복식 ▷ 06월 09일(주일) ＊하느님의 소중한 선물 태아축복식에 초대합니다!＊일시 : 06월 09일(주일) 11시 교중미사＊대상 : 현재 임신중인 임산부(비신자도 신청가능)＊신청기간 : 05/12(주일)~06/02(주일) / 본당사무실＊문의 : 가정생명분과장 장선필 테오도로 ☎010-9151-0056
v 하!신부님과 함께 떠나는 말씀여행

 ♡하 ! 하느님 말씀 찾아 떠나고 싶으신가요? ♡상 ! 상당히 기대되는 여행이 있어 소개합니다. ♡진! 진리의 말씀 성경 읽기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일정 : 06/12(수)부터 매주 수요일 20시, 지하강당＊대상 : 신자 누구나 가능!         특히, 05/26세례자들은 꼭 오시기 바랍니다.
v 한국 천주교회사 특강 안내 ＊일시 : 06월 13일(목) 20시＊강사 : 윤광식 프란치스코 ※문의: 부주임신부님＊부주임신부님의 초청으로 특강을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v 바른 미사 참례 운동 ＊미사시작 최소 15분전에 성전 도착, 핸드폰을 먼저 끈다.＊다른 교우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성전 내에서 옆사람과 말하지 않고, 기도 또는 묵상을 한다.＊독서, 복음은 집에서 먼저 읽어오고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한다.＊성당내 중앙통로는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길이므로 걸어 다니지 않는다.＊성체를 모신 뒤 제대에 따로 인사하지 않는다. ＊퇴장성가가 끝나기 전 영성체만 하고 미리 퇴장하지 않는다.＊소매없는 옷, 비치는 옷, 반바지 등은 입지 않는다.＊맨발은 삼가하며 슬리퍼도 신지 않는다.

v 성전 및 교육관 시설공사 안내＊공사명 : 성전 및 교육관 외벽 방수 공사＊공사기간 : 05월 30일~06월 15일 (토요일, 주일 제외)
v 예비자 입교식 ＊일시 : 06월 30일(주일) 교중미사＊주위의 예비자들에게 많은 권면 바랍니다.
v 8지구 청년 떼제미사  ＊일시 : 06월 30일(주일) 18시 ＊집전 : 유경촌 디모테오 주교님, 지구청년 담당 사제단 ＊당일 18시 청년미사는 지구 청년 담당 신부님들과 많은 청년들이 본당을 방문합니다. 원활한 미사 봉헌을 위해 부득이하게 주차장 사용이 제한되므로 양해 바랍니다. 일반 신자 분들은 다른 미사시간에 주일 미사를 참례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v 주일학교 모니카회 컵초 판매 안내＊주일학교에서는 2020년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여정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모니카회에서는 기금마련을 위하여 06월부터컵초를 직접 제작하여 판매합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종류 및 가격 : 작은컵초 1,000원 / 큰컵초 2,000원               (성모동산내 상시 컵초 무인판매대 비치)
v 회 의＊모니카회       :06.02(주일) 11시30분, 202호(임시총회)  ＊여성구역장회의: 06.06(목) 10시50분, 지하강당＊성물판매봉사단: 06.08(토) 11시, 205호＊우리어머니Cu. : 06.08(토) 19시, 지하강당＊사목회       : 06.09(주일) 교중미사후, 사목회의실＊크레도성가대 : 06.09(주일) 교중미사후, 성가대연습실＊남성구역장회의 : 06.09(주일) 19시, 201호
v 우리들의 정성 (05.20-05.26)
부활제6주일 헌금 (05.26) 4,790,100
청소년주일 특별헌금 1,562,500
교무금 9,035,000 빈첸시오후원금 195,000
성소후원금 155,000 주일학교후원금 202,200
감사헌금 소계 500,000
김경순 데레사    200,000 익명2명           300,000
v 미사안내 및 헌금계수 봉사구역＊06.02(주일) : [새벽]푸르지오구역 [교중]금서구역＊06.09(주일) : [새벽]한신휴구역   [교중]자이2차구역
v 금주 성당 청소 ＊06.03(월) : 즐거움의 원천, 매괴의 모후＊06.04(화) : 성조들의 모후, 사도들의 모후, 다윗의 탑＊06.05(수) : 구세주의 모친, 능하신 정녀☆성당 바닥청소 : 매월 2주차, 4주차 주일 교중미사 ▷06/09 : 1지역 및 3지역 남성구역 (6월2주차) ▷06/23 : 2지역 및 4지역 남성구역 (6월4주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