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중 제13주일/교황주일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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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일 10:00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10:00
예비자�교리시간�안내� :�주일반� 9시,� 목요반� 20시

성 체 강 복 매월� 첫째� 목요일� 19:30� 저녁미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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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이번주(6/28)�교황주일� 2차�헌금�있습니다

v 본당�주일학교�운영�안내
 ① 6월 미사 재개와 함께 유치원, 초·중 ·고등학생들은 가족과  

 함께 미사참례가 가능합니다. 
  ★마스크 착용, 명찰 바코드 지참 필수!
   (주일미사 참례가 어려운 경우,대송을 바치도록 합니다.) 
 ② 2020년 상반기 주일학교 교리 및 여름행사 (캠프, 신앙학교  

 등)는 하반기로 연기합니다.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주일학교 유튜브채널 등 
    온라인 교리콘텐츠 참고
 ③ 2020년 첫영성체는 하반기 실시 예정입니다.
 ④ 2020년 수능수험생 및 학부모 첫모임
  ▷7/5(주일) 09시 미사 후, 카페

v 미사�참례시� 【바코드명찰】� 꼭�챙겨오세요!
＊교구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바코드명찰】로  매시간 

미사참례자 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찰이 없는 경우  
참례자 명부에 명단을 작성하시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본당 전가족에게 배포한【바코드명찰】분실자는 신분증
을 지참하고 사무실에 재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타본당 신자도 본인 본당에서 부여받은 바코드(명찰)로 입
장할 수 있습니다.

v 금호초등학교�공영주차장�주차할인권�배부안내
＊주일미사 참례시 금호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신  

교우분들은 사무실에서 “주차할인권”(1시간)을 수령하여  
가시기바랍니다. 

＊주일에는 성당 주변 이면도로도 정체가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득불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금호초교 공
영주차장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v 고해성사�장소는�유아실로�변경�운영됩니다.
＊부활판공성사는 08월15일까지 가능합니다.
＊고해성사후 성사표를 바구니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사표를 분실하신 분은 고해성사 후 사무실에 있는 양식

에 기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 본당�미사후�방역작업�매일�실시
＊수도권 및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차원으로 본당에서는 미사후 자체방역을 매일 실시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성전 입장시 봉사자들
의 안내를 잘 따라 주시고 장기전으로 흐르고 있는 봉사자
들 노고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v 주보�재사용�금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물품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신 주보는 다른 교우가 
재사용하지 않도록 각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v 성전�및�사제관,�교육관,�별관�에어컨�대청소�실시
＊격년제로 실시 하였던 본당 시설내 에어컨 청소를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으로 매년 실시하기로 결정되어 전문업체를 
통하여 에어컨 대청소를 시작하였습니다.  6월 29일 월요일
까지 대성전 포함 본당 전체의 에어컨 대청소를 마무리 하겠
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환기와 함께 보다 쾌적한 냉방을 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v 【생활속�거리두기】�실천으로�건강사회를�지켜냅시다!

제1수칙 제2수칙 제3수칙 제4수칙 제5수칙

아프면 3~4일
집에머물기

사람과 사람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2번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코로나19 장기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일상생활과 경제활
동을 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감염 차단 활동이 가
능한 습관과 사회구조개선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를 개개인 모두가 실천함으로써 건강사회를 지켜냅시다. 

제4수칙▶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 합니다!

WHY!

환기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침방울의 공기 중 농도를 
낮출 수 있고, 바이러스가 포함된 침방울이 묻을 수 있는 곳을 소독하면 
손을 통한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01.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상시 열지 못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 (매일 2회 이상) 환기합니다. 환기를 할 때는 
가능하면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놓습니다. 미세먼지가 있어도 
실내 환기는 필요합니다.

02.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손이 자주 
닿는 곳 (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은 주1회 이상 소독 합니다.

03.
공공장소 등 다수가 오가는 공간은 손이 자주 닿는 곳 (승강기 
버튼, 출입문,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과 공용 
물건 (카트 등)을 매일 소독합니다.

04.
소독을 할 때는 소독제 (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 (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에 따라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준수 (용량과 용법 등)하여 안전하게 사용합니다.

v 성모동산�및�본당�나무�전지�작업�완료
＊성모동산 등 본당 전체의 나무 전지 작업과 회양목 및 철쭉 

보식 작업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쳐가고 있는 
심신을 신록의 성모동산에서 기도로서 잠시 멈추어 있을 때, 
주님 품에 머무르는 것과 같이 위로의 손길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v 휴가지�주일미사�참례�안내
＊휴가시기에도 주일미사 참례는 신자들의 기본의무입니다.
  [7월 매일미사책 p173~p198] “전국 피서지인근성당”  

안내 참조바랍니다.

v 우리들의�정성� (6.15-6.21)
연중 제12주일 헌금 (6.21) 2,519,000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특별헌금 1,169,000
교무금 7,423,000 빈첸시오후원금 0
성소후원금 230,000 주일학교후원금 0
감사헌금  850,000
김종한 율리타      50,000 권금옥 루시아      100,000
김형석 마르띠노   300,000 최영숙 엘리사벳     50,000
익명2명          3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