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중 제19주일 201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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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강 림¯
04728� 성동구� 무수막18길� 36

http://ghds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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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 예물준비� 510,� 511 영성체� 152,� 153,� 165 파견�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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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성모승천대축일�미사 안내�

08월 14일 수요일 08월 15일 목요일

06:00 새벽미사 
성모승천
대축일

06:00 
09:00
11:00
18:00

★10:00 평일미사 없음

18:00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성모승천대축일은 의무축일로서 주일과 같이 의무적으로 미사에 
참례해야 합니다.

＊08월14일 수요일 10시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08월15일 목요일은 주일과 동일하게 금호고등학교 주차장 사용이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v성체조배 �특강�안내
＊일시/장소 : 08월 21일(수) 11:00~12:30 / 성전
＊강사: 권혁준 바오로 신부님(대신학교 영성부장)
＊주제: “한시간 기도하는방법” 
＊문의: 송정숙 라파엘라 회장 ☎ 010-9865-3601

v 2019년�견진교리�일정�및�견진성사�안내

견진성사 ▷ 2019년 09월 28일 토요일 18시

＊교리강사: 이영제 요셉 신부님(서울대교구 사목국)
＊교리기간: 08월10일~09월21일/ 매주(토) 19:00~20:30
＊강의 계획

일 자 강의 제목 내 용

08/10 신앙인이 된다는 것 계시와 신앙

08/17 성경, 살아계신 하느님 말씀 성경

08/24 성사, 하느님께서베푸시는 은총 성사생활

08/31 미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 미사전례

09/07 그리스도인의 삶 사회교리

09/14 추 석 연 휴

09/21 기도, 하느님과의 대화 기도 

09/26 예절 연습 (목) 19:30 저녁미사 후

▸견진교리 교육은 일반 교우분들께서도 참석 가능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교리공부 따로 합니다. 
▸문의 : 교육분과장 안동규 베드로 ☎010-4555-3605

v전신자�배론성지�순례�안내�
＊일정 : 2019년 10월 12일 토요일
＊장소 : 배론성지, 청풍문화관광단지 등
＊참가비 : \10,000 (중식, 간식, 지역특산물 증정)
＊준비물 : 개인매트, 물 등
＊출발시간: 성당 오전08시 출발 ★성지미사 오전11시
  ※10/12(토) 본당에서 봉헌되는 미사는 없습니다.   
＊신청 방법 : 구역별 접수▶해당구역 구역장, 반장에게 신청
  ※구역외 신자는 사무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분과 김성수 사도요한 ☎010-4114-9184  

v 성소후원회�회원�모집�
＊사제, 수도자의 성소 증진을 위하여 기도와 마음을 함께 

모아주실 성소후원회 회원 (일반, 활동)을 모집합니다.
＊문의: 총무 남현주 엘리사벳 ☎ 010-3028-0110 
＊첫모임 : 2019.09.20(금) 10시미사후, 201호

v 성소후원회비�통장�계좌�안내�
＊성소후원회비를 통장으로 입금하실 경우 기존 우리은행 

교무금 전용통장으로 입금하시면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사오니, 성소후원회비는 [전용통장]인 신협 통장(계좌
번호참조)으로 반드시 책정자 이름으로만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협/131-012-723949/(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v 천보묘원�추석�위령미사�봉헌�안내
＊일시 : 09월 07일 (토) 오후 2시
＊준비물 : 위령미사예물, 미사도구 등
＊본당버스 이용 신청자 접수받습니다 (선착순 30명)
＊회 비 ▷￦10,000 (김밥과 생수제공)
＊사제관앞으로 11시 50분 까지 집결바랍니다. 
＊본당버스 출발: 사제관앞 12시 
 ※ 묘원에서 버스 출발예정시간은 오후3시 30분입니다.

v 추석�합동�위령�미사�안내

일자 미사시간 비고

  09/13(금)  새벽06시, 오전10시 분향, 연도있음

＊09/13(금)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은 먼저 세상을 떠난 조상
  님들의 은덕을 기리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합동위령미사를 봉헌하실 교우분들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09/08까지)

v 회�의�
＊복사자모회 : 08.17(토) 19시, 202호
＊상지회     : 08.18(주일) 교중미사후, 202호

v 우리들의�정성� (07.29-08.04)
연중 제18주일 헌금 (08.04) 4,704,000
교무금 8,260,000 빈첸시오후원금 130,000
성소후원금 225,000 주일학교후원금 105,000
감사헌금  0

v 금주�성당�청소�
＊08.12(월) : 즐거움의 원천, 천상의 모후
＊08.13(화) : 성조들의 모후, 사도들의 모후, 다윗의 탑
＊08.14(수) : 구세주의 모친, 능하신 정녀

v 미사안내�및�헌금계수�봉사구역
＊08.11(주일) : [새벽]파크자이구역 [교중]금동구역
＊08.15(목) :  [새벽]금서구역    [교중]푸르지오구역
＊08.18(주일) : [새벽]자이2차구역 [교중]한신휴구역
☆성당바닥청소 : 매월 2주차, 4주차 주일 교중미사
▷08/11 : 1지역 및 3지역 남성구역 (8월2주차)
▷08/25 : 2지역 및 4지역 남성구역 (8월2주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