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 성명, 세례명 구-반 성명, 세례명 구-반 성명, 세례명 구-반 성명, 세례명 구-반 성명, 세례명
19-3 유병화 아델라 17-3 위필복 요셉 구외 최미나 모테스타 10-6 김현철 노엘 20-1 이유라 비비아나
6-2 김고만 안나 18-2 신동례 모니카 19-2 최경석 시몬 16-3 박현정 로사 14-2 이현승 요한
구외 김태희 스텔라 8-3 이근준 데레사 8-6 한용구 요한 15-4 복인순 스텔라 10-3 임승일 제노
10-4 박선화 마리아 구외 조한빛 잔느 8-6 김선기 데레사 8-6 송세중 마르코 10-5 정희조 안드레아
19-2 최송화 마리아 구외 김다영 스텔라 11-2 황혜원 그라시아 8-6 송명재 프란치스코 1-1 조상원 미카엘
18-1 정유진 소피아 15-7 정재우 미카엘 11-3 김수경 세실리아 구외 송유미 카타리나 구외 박영숙 마리아
20-3 남정임 레지나 구외 엄규태 마르첼로 18-1 송지후 루시아 20-2 안일기 바르나바 구외 이서희 올리바
구외 강송이 빌힐다 10-8 김진섭 마태오 4-1 김윤희 엘리사벳 구외 이권수 아우트베르트
17-3 임선희 마리아 20-2 장성애 안나 21-2 김지연 클라라 10-8 이병복 비오

◆ 단체 모임 ◆

ㆍ 1~2구역형제모임

- 및 장소 : 12/21(목) 19시, 유황오리집
- 문의 : 010-9069-6235

ㆍ 10구역 형제모임

- 일시 및 장소 : 12/20(수) 20시, 안드레아방
- 문의 : 010-5710-8618

∎중고등부 겨울피정 ‘카이로스’

- : 1/12일(금) ~ 1/14(주일)
- 장소 : 서해 천수만 청소년 수련원

(충남 서산시 고북면 고북4로 313)
- 참가비 : 등록 6만원, 미등록 8만원
- 접수마감 : 1/7(주일)까지 (60명)
- 문의 - 피정장 강소희(아나스타샤) 010-2791-3822

교감 정현택(시몬) 010-6637-6108
∎그라시아 성가대 단원 모집

주일 9시미사 성가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성음악으로 
미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초보자 및 예비신자 대환영)
- 문의 : 단장 임식복(사도요한) 010-4626-2600 

부단장 남혜정(젤뚜르다) 010-8475-1123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 모집

‘19세 이상 ~ 청년’ 보조교사 환영합니다. (토요일 15시미사)
- 문의 : 교감 배은지(아녜스) 010-9194-1408  

∎평일미사 반주 봉사자 모집

- 문의 : 010-6257-2073 / 010-9647-5236
∎ 12월 성령기도회 - 19시30분 미사 후

- 12/22(금), 이선향 마리아 ‘영혼 구원과 영원한 생명’
- 12/29(금), 명현식 카타리나 ‘용서’

전례봉사

 성찬봉사 해설자 1, 2독서자 보편
기도

12/23(토) 
18:00 안태형 남혜정 최숙희

이주연 6구역
12/24(일)  

6:00 - 박미희 은희도
박미옥 7구역

09:00
조범섭
한길수
장병극

류정진 박희윤
최애숙 8구역

     11:00
(교중)

민병남
장항순
김광호

권종헌 장항순
이미란 9구역

     16:00 최해동 이은희 김영천
이난숙 10구역

성탄밤미사   
 20:30 - 박명덕

정창영
양현남
이기순 11구역

전입세대 : 3세대 (기준: 12/4 - 12/10)

전입일 구-반 성명, 세례명 주 소
12/7 12-3  김성호 바오로  극동아파트 3동
12/8 22-1  송기형 루가  오금로 405, 3동
12/10 5-3  정재흥 다니엘  송이로36길 41-1
▶◀ 선종하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8/1~현재)
유휴종 프란치스코 허창업 바오로

최영주 데레사 한경희 리디아
정동춘 글로리아 이정선 마리아

진동식 요셉 송임달 에르미노
김중백 도미니꼬 김복순 골롬바
전순희 막달레나 남순우 데레사

이정수 아우구스티노 강금자 안나

하느님 자녀로 새로이 태어나신 분들 축하합니다 - 12/17 세례자(4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