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림 제1주일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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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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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예물준비 340, 342 영성체 152, 162, 496 파견 91
교무금입금계좌 : 우리은행 175-05-028799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v 햇살사목센터 재건을 위한 후원 및 2차 헌금
＊홍보 일시 : 11/30(토)~12/1(주일) 
＊햇살사목센터는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청소년 사목과 

젊은 교회의 건설”을 위하여 인적자원을 계발, 양성하고 
물적 자원을 수집, 연구개발, 제작하여 보급하는 네트워킹 
센터입니다.  

＊신자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청소년을 구원하는데 힘쓰
겠습니다. (조재연 비오 신부/햇살사목센터 소장)    
v 성수 축복 ▷12월 01일(주일) 11시 교중미사
v 연령회 공동연도 및 연차총회 (12월 01일)
＊일시 :12월01일(주일) 교중미사(공동연도) 후 /지하강당
v 군인 성탄선물 발송 접수 안내
＊아름다운 청년들에게 “하느님 사랑을 싣고” 성탄 선물이
  주일학교 학생들의 편지와 함께 전달될 예정입니다. 
  군대에 자녀를 보내신 교우분은 군부대, 이름, 주소를 사

무실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11/10(주일)~12/01(주일)
＊문의: 김용옥 니콜라오 ☎010-5106-9956
v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 운동 전개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인 2020년을 맞이하여,
  2019년 12월01일 대림시기부터 2020년 11월28일까지 
  ‘매일 밤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모경을 바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주교회의 2019년 추계 정기총회결정사항)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를 위해 신자분들께서

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v 성체강복  ▷12월 05일(목) 저녁미사 후
v 환자봉성체 ▷12월 06일(금)
＊희망자는 12월 01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v 성모신심 미사 ▷12월 07일 (토) 10:00
v 성탄 제대꽃 봉헌 안내
＊성탄 제대꽃 봉헌하실 개인, 단체, 구역은 사무실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v 성탄판공성사표 및 달력 배포 (구역 외 교우)
＊교적상 구역외 교우분들은 판공성사표와 2020년 달력을 

사무실에서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구역은 구·반장님이 배포 중 입니다.
v 성탄 합동 판공성사 안내
＊일시 : ①12월 15일(주일) 08:30~12:00 
        ②12월 22일(주일) 08:30~12:00
＊대림시기의 고해성사는 성탄판공으로 간주합니다. 성사후
  성사표를 고해소에 비치된 함에 넣어 주시기바랍니다.

v 2019년 대림 특강 안내
구분 일시 주제 강사 

특강Ⅰ 12/14(토)저녁미사 후 성모님의 자장가(시편120장중심으로) 박기석사도요한신부님특강Ⅱ 12/21(토)저녁미사 후 참 행복과 원수 사랑(루카6장,23장중심으로)
v 주일학교 교사단을 “간절히”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교사단에 없는 3가지♥♡         1. “간절히” 교사가 없습니다.          2. 교사를 할 청년이 없습니다.          3. 함께 웃을 교사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할,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찬 당신을,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당신을 기다립니다!!＊대상 : 세례 받은 20대 청년＊문의 : 윤은희 카타리나 010-3051-4191
v 크레도 성가대  단원 모집＊주님께 찬양을 함께 하실 성가대 단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유영순 다리아 ☎010-5417-9579
v 레지오마리애 연차총친목회 (12월 08일)＊일시 :12월08일(주일) 교중미사 후 / 지하강당
v 회 의＊여성구역장회의: 12.05(목) 10시50분, 지하강당 ＊제대회        : 12.07(토) 11시, 201호＊독서단      : 12.07(토) 19시, 208호＊사목회       : 12.08(주일) 교중미사후, 사목회의실＊크레도성가대 : 12.08(주일) 교중미사후, 성가대연습실＊남성구역장회의: 12.08(주일) 19시, 201호 
v 우리들의 정성 (11.18-11.24)
그리스도왕대축일 헌금 (11.24) 4,553,900
교무금 7,750,000 빈첸시오후원금 155,000
성소후원금 245,000 주일학교후원금 161,180
감사헌금  200,000
엄화식 라파엘     100,000 익명              100,000
v 금주 성당 청소 ＊12.02(월) : 즐거움의 원천, 천지의 모후＊12.03(화) : 성조들의 모후, 사도들의 모후, 다윗의 탑＊12.04(수) : 구세주의 모친, 능하신 정녀
v 미사안내 및 헌금계수 봉사구역＊11/30(토)  : [저녁]대우구역＊12/01(주일) : [새벽]우리어머니Cu. [교중]힐스테이트구역＊12/07(토)  : [저녁]금북구역＊12/08(주일) : [새벽]우리어머니Cu. [교중]공원구역☆성당 바닥청소 : 매월 2주차, 4주차 주일 교중미사▷12/08 : 1지역 및 3지역 남성구역 (12월2주차)▷12/22 : 2지역 및 4지역 남성구역 (12월4주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