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님 세례 축일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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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1 예물준비 213, 219 영성체 156, 170, 171 파견 1
교무금입금계좌 : 우리은행 175-05-028799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v “밀알이야기”에 초대합니다!
＊일시/장소 : 01월 12일(주일) 14:30/지하강당
＊초·중·고 주일학교 2020년 겨울 “밀알이야기”에 초대합니다.
＊문의 : 이희진 베로니카 ☎010-7436-5232
v 사랑 실천, 대림저금통 접수 ▷ 사무실
v 설날 합동위령미사 ▶ 01월 25일(토)
＊일시 : 01월 25일(토) 오전06시. 10시
＊민족의 명절인 설날은 조상님들과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부모, 

형제, 친척, 은인 그리고 불쌍한 영혼을 위해 “설날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신청은 01월 19일(주일)까지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v 설날맞이 “떡국떡♡만두” 판매
＊여성구역부에서는 설날맞이 “떡국떡”,“만두”를 판매 합니다. 
＊품목 : 떡국떡 \5,000/\10,000 ♡만두\10,000
＊판매일자 : 01/11(토)~01/12일(주일), 01/18(토)~01/19(주일)
v 사목회 및 제단체장 연합 워크숍
＊일시: 1월 18일(토) 10:00~16:00
＊장소: 동양인재개발연수원 (일산)
v 주일학교 등록안내
＊등록기간 : 2020년 01월01일~02월16일
＊등록대상 : 초등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 
＊등록양식 : 네이버폼 
          ①초등부  ▷http//naver.me/5PRaKJIc
          ②중․고등부▷http//naver.me/5J394HMU
＊등록비   : \20,000 (학생이름으로 계좌입금)
＊계좌번호 : 초등부  ▷신협/131-018-952837
               중․고등부▷신협/131-018-952851 
＊문의 : 장건우 가브리엘 ☎010-5366-9726
v 베리따스 청년성가대 단원 모집
＊대상 : 주일 저녁미사에 참례가능한 20대~30대 신자
＊노래가 어려운 분도 환영(레슨가능), 매주일 오후4시 연습
＊문의 : 김병욱 미카엘 ☎010-3956-3306
v 전입교우 환영합니다. (2019년 12월)
구분 성 명 세례명 구역명 지역구역 / 반번호

1 주성도 세례자요한 두산2구역 0307-01반(029호)
2 이시연 소피아 두산2구역 0307-03반(017호)
3 김버들 로사 벽산1구역 0103-02반(044호)
4 김미미 로사 하이리버구역 0203-02반(033호)
5 노태래 미카엘 벽산2·3구역 0104-02반(050호)
6 백지선 율리아 대우구역 0403-01반(028호)
7 김은영 유스티나 금동구역 0301-02반(018호)
8 김미진 레지나 벽산1구역 0103-02반(045호)
9 정희민 엘리사벳 벽산1구역 0103-01반(024호)

v 2020년 예비자 입교식＊일시 : 02월 09일(주일) 11시 교중미사＊주위의 예비자들에게 많은 권면 바랍니다.＊문의 : 현영희 레지나 ☎010-3254-2501
v 2020년 새해 교무금 책정 안내＊지난해 2019년 미납 교무금은 완납해 주시기 바랍니다.＊교무금은 자선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운용하기 위해 납부하는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책정기준은 수입의 삼십분의 일을 봉헌할 것으로 교회에서는 유연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무금 책정과 함께 기쁜 새해를 맞이하세요!
v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가급적 간소화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센터→본인인증→기부금＊사무실에서는 미사 시간 전․후를 피하시면 당일 발급이 가능하며, 주일에는 당일 발급이 어려우니 양해 바랍니다.＊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전화 신청은 불가합니다.
v 주님 봉헌 축일 ▶ 02월 02일(주일)＊한 해 동안 미사 중에 사용될 제대초를 봉헌하실 분이나 가정용 기도초를 축성 받으실 분은 신청바랍니다.＊접수/문의 : 성물방 / 황유림 아녜스 ☎010-4860-5199 ＊제대초 2개▷15,000원 / 기도초 2개▷6,000원
v 회 의  ＊상지회 : 01.19(주일) 교중미사후, 202호＊요셉회 : 01.19(주일) 교중미사후, 사목회의실
v 우리들의 정성 (12.30-01.05)
주님공현대축일 헌금(01.05) 4,668,400
교무금 13,589,000 빈첸시오후원금 794,000
성소후원금 419,000 주일학교후원금 361,000
감사헌금  500,000
이계숙 로사        50,000 박은숙 안나        50,000
이승은 안젤라     100,000 최삼순 루시아     100,000
익명              200,000
v 금주 성당 청소 ＊01.13(월) : 즐거움의 원천, 천지의 모후＊01.14(화) : 성조들의 모후, 사도들의 모후, 다윗의 탑＊01.15(수) : 구세주의 모친, 능하신 정녀
v 미사안내 및 헌금계수 봉사구역＊01/11(토)  : [저녁]자이2차구역＊01/12(주일) : [새벽]우리어머니Cu. [교중]한신휴구역＊01/25(토)  : [저녁]두산1구역＊01/26(주일) : [새벽]우리어머니Cu. [교중]두산2구역☆성당 바닥청소 : 매월 2주차, 4주차 주일 교중미사▷01/12 : 1지역 및 3지역 남성구역 (01월2주차)▷01/26 : 2지역 및 4지역 남성구역 (01월4주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