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중 제21주일 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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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htt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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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시목요일 10:00, 19:30 / 금요일 06:00, 10:00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10:00 예비자 교리시간 안내 : 주일반 9시, 목요반 20시성 체 강 복 매월 첫째 목요일 19:30 저녁미사 후  

미사성가 입당 34 예물준비 212, 213 영성체 159, 160, 163 파견 63
교무금입금계좌 : 우리은행 175-05-028799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v 성수 축복 ▷09월 01일(주일) 11시 교중미사 
v 공동연도  ▷09월 01일(주일) 11시 교중미사 후
v 성체강복 및 토요 평일 미사 신설 안내

성체
강복

♠09월 05일 목요일 저녁미사후 신설
※이후 매월 첫주 목요일 저녁미사후 성시간을 대체하여 성체강복 전례가 봉헌됩니다.

토요
평일
미사

♣09월 21일 토요일 오전10시 평일미사
※이후 매주 토요일은 10시 토요평일미사가 봉헌됩니다. 매월 첫주 토요일은 기존과 같이 성모신심미사로 봉헌됩니다.

v 9월 환자봉성체 ▷09월 06일(금)＊희망자는 09월 01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v 성모신심미사 ▷09월 07일(토)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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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50분까지 집결바랍니다. ＊본당버스 출발: 사제관앞 12시  ※ 묘원에서 버스 출발예정시간은 오후3시30분입니다.
v 추석(09/13) 합동 위령 및 연휴 미사 안내

일자 미사시간 비고
  09/12(목)  오전10시 저녁미사 없음
  09/13(금)  새벽06시, 오전10시 분향, 연도있음
  09/14(토)  저녁6시 주일토요저녁미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은 먼저 세상을 떠난 조상님들의  은덕을 기리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합동위령미사를 봉헌하실 교우분들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09/08까지)
v 시니어 아카데미 2학기 개학식＊일시/장소 : 09월 04일(수) 10시미사후/지하강당＊등록비 : \30,000＊문의: 조정아 세실리아 교감 ☎010-7565-6640
v 하!신부님과 함께 떠나는 말씀여행 ▷개학＊일시/장소 : 09월 04일(수) 저녁8시/지하강당
v 초․중․고등부 주일학교 교리 ▷개학＊09월 08일(주일)부터 주일학교 교리가 시작됩니다.＊문의 :이희진  ☎010-7436-5232
v “천주교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 화장품 홍보＊일시 : 08/31(토) 18시미사 ~ 09/01(주일) 18시미사

v 2019년 견진교리 일정 및 견진성사 안내
견진성사 ▷ 2019년 09월 28일 토요일 18시

＊교리강사: 이영제 요셉 신부님(서울대교구사목국)＊교리기간: 08월10일~09월21일/ 매주(토)19:00~20:30＊강의 계획
일 자 강의 제목 내 용
08/10   ①신앙인이 된다는 것  계시와 신앙
08/17   ②성경, 살아계신 하느님 말씀  성경
08/24   ③성사, 하느님께서베푸시는 은총  성사생활
08/31   ④미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  미사전례
09/07   ⑤그리스도인의 삶  사회교리
09/14 추   석   연   휴
09/21   ⑥기도, 하느님과의 대화  기도 
09/26 예절 연습(목) 19:30 저녁미사 후 대부모 필참

▸견진교리 강의는 일반 교우분들께서도 참석 가능합니다.▸문의 : 교육분과장 안동규베드로 ☎010-4555-3605
v 주일학교 학생 견진교리 일정 안내＊교리기간 : 08월25일~09월22일 /매주(주일)10:00~11:00＊교리장소 : 지하강당＊강의 계획

일 자 강의 주제 강 사
08/25     ①한국천주교회사  윤광식 프란치스꼬
09/01     ②견진성사의 영성  권혁준 바오로 신부님
09/08     ③견진성사의 성소  윤종상 가브리엘 신부님
09/08  추   석    연    휴
09/22     ④견진성사의 윤리  박은호 그레고리오신부님
v 회 의 ＊사목회 : 09.01(주일) 교중미사후, 사목회의실
v 우리들의 정성 (08.12-08.18)
성모승천대축일 헌금 (08.15) 3,502,000연중 제20주일 헌금 (08.18) 4,473,500교무금 5,265,000 빈첸시오후원금 100,000성소후원금 65,000 주일학교후원금 105,000감사헌금  250,000황유림 아녜스     100,000 심옥순 카타리나     50,000유원숙 사라       100,000
v 금주 성당 청소 ＊08.26(월) : 즐거움의 원천, 매괴의 모후＊08.27(화) : 성조들의 모후, 사도들의 모후, 다윗의 탑＊08.28(수) : 구세주의 모친, 능하신 정녀
v 미사안내 및 헌금계수 봉사구역＊08.25(주일) : [새벽]두산1구역   [교중]두산2구역＊09.01(주일) : [새벽]우리어머니Cu. [교중]독서당구역☆성당 바닥청소 : 매월 2주차, 4주차 주일 교중미사▷08/25 : 2지역 및 4지역 남성구역 (8월4주차)▷09/08 : 1지역 및 3지역 남성구역 (9월2주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