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림 제2주일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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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12/6)는�국군장병�및�수감자를�위한� 2차헌금

� � 있습니다.

v ‘성�김대건�안드레아�신부님�탄생� 200주년�희년’�선포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한국인 최초의 사제이자 ‘한국 성직자들
의 수호성인’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1821년8월21일~1846년 
9월 16일)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 되는 2021년을, 한국 천주교
회 차원의 희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희년기간 : 2020.11.29.(대림제1주일)~2021.11.27.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지내면서 대사

의 은총을 얻을 수 있도록 전대사 조건의 내용을 본당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 여정25기�세례식�일정 안내

일 자 시간 내 용 장소

12/19(토) 19:00 전례연습 성전

12/20(주일) 11:00 세 례 식 성전

  ※전례연습에 대부모님 함께 참석 바랍니다.

v 성탄�집중�판공성사�안내

＊일시 : 12월 20일(주일) 08:30~12:00 
＊대림시기의 고해성사는 성탄판공으로 간주합니다. 성사후
  성사표를 고해소에 비치된 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동 이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교우분들, 구역외 판공성

사표는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v 성탄�제대꽃봉헌�안내

＊성탄 제대꽃 봉헌하실 개인, 단체, 구역은 사무실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v 군인�성탄선물�발송�접수�안내 

＊아름다운 청년들에게 "하느님 사랑을 싣고" 성탄 선물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군대에 자녀를 보내신 교우분은 군부

대, 이름, 주소를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병사만 해당 되며 본당에 교적이 없거나 비신자 장병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11/22(주일)~12/06(주일)
＊문의: 김용옥 니콜라오 ☎010-5106-9956

v 대림절�저금통�배부�및�회수 �안내

＊이웃 사랑을 일깨우는 주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을 실천하
고자 정성껏 모금하신, “세계 가난한 이의 날” 기념 대림절 
저금통은 12/27(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v 성탄대축일 및 송구영신�미사�안내

일자 전례 미사시간 비고

12월24일
(목요일)

성탄성야미사
저녁 8시

(구유경배,구유예물)
10미사 없음

12월25일
(금요일)

성탄대축일미사 09:00,11:00,18:00 새벽미사 없음

12월31일
(목요일)

송구영신미사 저녁 8시 10미사 없음

v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지침,�본당�수칙�안내�사항
＊기간 : 11월 24일 화요일부터~별도 해제 공고시까지
＊본당은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적극 동참합니다. 
＊미사 참례시 “바코드명찰” 꼭 지참해 주세요.
＊교우분들은 ①성전1층➜②성전2층➜③지하강당순으로
 이동하여 지정좌석에서 미사참례를 하십시오.
＊기간내 소모임은 일체금지이며, 미사후 바로 귀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미사시 좌석수의 20% 이내 제한하며 각종 대면 모임등 

활동행사금지, 음식제공 및 단체식사도금지합니다.

v 2020년도�교무금�정리�및�책정자�변경�안내
＊교무금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2020년도 한 해 교무금을 

정리하시고 교무금 책정자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부
금영수증은 책정자 명의로 1회만 발급되오니, 변경이 필
요한 경우 12월 20일까지미리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v 다음주(12/13)는�자선주일� 2차�헌금�있습니다.

v 우리들의�정성� (11.23-11.29)
대림 제1주일 헌금 (11.29) 2,052,500
교무금 10,483,000 빈첸시오후원금 0
성소후원금 105,000 주일학교후원금 131,200
감사헌금  750,000
이승익 안드레아    50,000 정미경 유스티나     50,000
이수경 마리아      50,000 이광훈 세례자요한   50,000
경영필 소피아     250,000 김건주 모이세     200,000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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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원
금
입
금
계
좌

은행명 신협

예금주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계좌
번호

①빈첸시오회▶131-012-723874
②성소후원회▶131-012-723949
③주일학교후원금▶131-012-723850

※교무금, 후원금 은`행납부시 반드시 성명과 세례명을 표기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