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중 제32주일/평신도주일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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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목(요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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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구장님�영명�축일,영적예물�봉헌드립시다!
＊서울대교구 교구장이신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의 영명

축일(11월30일)을 맞이하여 축하와 감사의마음을 담은 
영적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우들께서는 아래 5항목을 1회 이상씩 11월 18일까지 
실천하시어 교구장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기도합시다

①미사 ②묵주기도 ③주교를 위한 기도 ④화살기도 ⑤희생

v 오늘�평신도주일(11/8)은� 2차헌금�있습니다.

♧평신도주일 소개♧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매년 연중 제32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정하고, 전국 각 본당에서 평신도의 강론과 평신
도 사도직을 위한 헌금을 실시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주교
회의가 평신도의 날을 제정한 것은 평신도들의 자각과 급변
하는 시대 상황에 적응하는 사도직 활동을 고무, 독려 하는
데에 있었다. 

＊평신도주일에 걷는 2차헌금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총회
  (1986년) 결정에 따라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교구단위의 
  기능 활성화를 감안하여, 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와 전국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v 한반도�평화를�위한�밤� 9시�주모경�바치기�운동�동참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0년 11월28일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와 미사 봉헌에 대한 주교

회의 2019년 추계 정기총회 결정 2019.10.17.)

v 전입교우�환영합니다.� � (2020년� 10월)

구분 성 명 세례명 구역명 지역구역 / 반번호

1 임미오 레오니스 독서당구역 0401-01반(028호)

2 이성관 명혁 다미아노 벽산1구역 0103-01반(027호)

3 김시연 스텔라 벽산1구역 0103-01반(028호)

4 이재준 안드레아 하이리버구역 0203-01반(013호)

5 이혁수 라우렌시오 금동구역 0301-05반(027호)

6 유성민 대건 안드레아 벽산2·3구역 0104-02반(026호)

7 김대환 갈리스도 벽산2·3구역 0104-01반(034호)

v 수험생을�위한� 54일�기도모임
＊금년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평일에는 각자 집에서 

기도하고 주일에만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일시 : 10월10일(토)~12월2일(수) / 주일 오전 10시
＊장소 : 교육관 202호
＊문의 : 정희경 마리아(수험생 학부모 대표)
         ☎010-5249-5591

v 제4차�세계�가난한�이의�날(11/15)�안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16년에 교황 교서 ‘자비와 비참’ 

(2016.11.20.)을 통하여 매년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World Day of the Poor)로 제정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교구도 2017년부터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
한 이의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당일 미사 시작 전후에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기도”를 바칩
니다. (기도문은 성전 입구에 비치되어 있음)

＊세계 가난한 이들을 위한 대림절 저금통을 배부할 예정이
오니 나눔을 실천하여 주십시오.

v 김장필수품,�새우젓�판매합니다!

♠김장필수품, 광천 토굴새우젓을 여성구역부
에서 판매합니다.

♠일시 : 11/7(토) 18시 미사후,  
        11/8(주일) 09시/11시 미사후
♠가격 : 1kg▸￦12,000 / 2kg▸￦23,000 

※광천 토굴새우젓은 신안 앞바다에서 잡힌 질좋은 새우에 1년
간 간수를 뺀 천일염으로 간을 맞추고 적당한 습도와 신선한 
자연 해풍, 일년 내내 13~15 ℃의 일정한 온도와 습도 85% 
이상을 유지하는 토굴 속에서 3개월간 숙성시켜 탄생 된다고 
합니다.

v 다음주(11/15)�동성고등학교�홍보�있습니다.
＊가톨릭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지성과 인성을 통합한 전인

교육 및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래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들
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동성고등학교에서 다
음주(11/15)에 홍보 있습니다. 

v 우리들의�정성� (10.26-11.01)
모든 성인 대축일 헌금 (11.01) 2,873,000
교무금 12,172,000 빈첸시오후원금 0
성소후원금 101,000 주일학교후원금 190,000
감사헌금  1,500,000
김준우          1,000,000 박분조 글라라    200,000
김영혜 사비나     100,000 이경민            100,000
이계숙 로사       100,000

v 매월�성당�청소�담당�단체�안내�
＊첫 째 주 : 여성구역  / ＊둘 째 주 : 꾸리아
＊셋 째 주 : 남성구역  / ＊넷 째 주 : 사목회
＊다섯째주 : 대건회, 크리스토폴회

v 제단체�후원금�계좌번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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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신협

예금주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계좌
번호

①빈첸시오회▶131-012-723874

②성소후원회▶131-012-723949

③주일학교후원금▶131-012-723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