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소후원회 미사  첫째 주 (목) 10시미사 성 시 간  첫째 주 (목) 19:30미사 후

군종후원회 미사  첫째 주 (토) 10시미사 병자 영성체  첫째 주 (금) 10시미사 후

시온소망회 미사  마지막 주 (주일) 14시미사 유아세례  첫째 주 (토) 16시

성령 기도회  매 주 (금) 19:30미사 후, 지하강당 혼인면담&혼배  둘째 ․ 넷째 주(토), 16시 

◉「우리농」한식 메주 예약 판매
- 한식메주(국내산 5.5㎏, 4장) 예약판매
- 공급가 : 90,000원
- 예약마감 : 1월 31일까지(공급 2월)
- 주문 : 성당사무실

◉ 1월 성령기도회
- 1/5(금), 김정옥 스텔라 ‘찬양의 밤’
- 1/12(금), 이석 안드레아 ‘바리사이 누룩 조심’
- 1/19(금), 김종국 토마스 신부님 ‘은혜의 밤’

◉ 성탄 꽃 봉헌금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
명단

조금숙, 서경란, 이명란, 이용윤, 
김정숙, 박교희, 나현숙, 유승민, 
강영창, 김준예, 최송옥, 최현주, 
구순자, 안나회(조영자), 이형자,
정준엽, 김운규, 홍희숙, 문영탁,
정양순, 김옥연, 최원경, 엄효선, 
한주연, 한상엽, 원연희, 박정순, 
김재미, 류경숙, 임용수, 김광중, 
장기춘, 이명자, 이인숙,
정미경, 조은경 (총 36명)

1,460,000원

★ 성당 봉사자 지원 기다립니다. ★

1.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 모집

 ‘19세 이상 ~ 청년’ 보조교사 환영합니다. 

․ 문의 : 교감 배은지(아녜스) 010-9194-1408 

 2. 효경대학에서 재능봉사 하실 동아리 교사(한국  

    무용, 율동, 라인댄스 등)와 담임교사로서 봉사

    하실 분을 초대합니다.

․ 문의 : 양방승(도미니코) 010-4858-3014

3. 그라시아 성가대 단원 모집

 주일 9시미사 성가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성음악

 으로 미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신입

 단원을 찾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초보자 및 예비신자 대환영)

․ 문의 : 단장 임식복(사도요한) 010-4626-2600 

부단장 남혜정(젤뚜르다) 010-8475-1123

 4. 평일미사 반주 봉사자 모집

․ 문의 : 010-6257-2073 / 010-9647-5236

◉ 전입세대 : 5세대(12/18~12/24)

전입일 구-반 성명, 세례명 주 소

12/19 11-2  박향자 올리바  시영아파트 6동

12/19 20-4  장경호 프란치스코  파인타운 13단지

12/22 20-4  정진규 바오로  파인타운 13단지

12/23 1-2  이동훈 요한  동남로2길 13-22

12/24 1-2  이형진 바오로  문정로1길 15-7

◉ 전례봉사

 때 성찬봉사 해설자 1, 2독서자 
보편
기도

1/6(토) 18:00 최해동 남혜정
장선희
주혜정

12구역

1/7(일)  6:00 - 이미숙
진인환
오수미

14구역

09:00
조범섭
김재옥
한길수

박현주
공복현
나현숙

15구역

     11:00
(교중)

민병남
최봉환
신학생

김경애
박대훈
최나연

16구역

     16:00 장항순 류정진
신용복
김유정

17구역

18:00 장병극 (청년) (청년) (청년)

20:00 - 김성미
신현희
노도윤

18구역

★ 청년 피정 “나를 따라 오너라”(마태 4,19) ★

․ 일시 : 1/19일(금) 19시 ~ 1/20(토) 14시

․ 장소 : 노틀담 교육관(가회동)

․ 참가비 : 25,000원(본당 지원 57,000원)

․ 문의 : 장재혁(시몬) 010-6866-0958

★ 중고등부 겨울피정 ‘카이로스’★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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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감 정현택(시몬) 010-6637-6108

        피정장 강소희(아나스타샤) 010-2791-3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