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구역장 어영희 헬레나 총무 김재중 마틸다

부총구역장 권은숙 벨라뎃다 서기 김윤자 로사

구역 이름, 세례명 구역 이름, 셰례명

1구역 김수향 미카엘라 11구역 황혜자 율리아나

2구역 김영옥 레지나 12구역 목정균 모니카

3구역 여인순 헬레나 14구역 김은숙 수산나

4구역 허복란 데레사 15구역
최윤정 

소사세실리아

5구역 박현정 마리아 16구역 김시해 비비안나

6구역 원주희 글라라 17구역 민정애 젬마

7구역
황인숙 

프란치스카
18구역 이연숙 모니카

8구역 정미라 모니카 19구역 주병희 수산나

9구역 김명자 소피아 20구역 이연숙 세실리아

10구역 안영춘 로사 21구역 김미숙 사라

★ 성당 봉사자 지원 기다립니다. ★

 1. 부부독서 단원 모집
․ 문의 : 신현희(루시아) 010-9060-1171

2.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 모집
 ‘19세 이상 ~ 청년’ 보조교사 환영합니다. 
․ 문의 : 교감 배은지(아녜스) 010-9194-1408 

 3. 평일미사 반주 봉사자 모집
․ 문의 : 010-6257-2073 / 010-9647-5236

★ 청년 피정 “나를 따라라”(요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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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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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당 소식 ◈

◉ 금주 간에 바치는 기도   
- 미사 전 :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 (P 73)
- 미사 후 : 부제 수품자를 위한 기도 (P 69)
            (최영진 그레고리오)

◉ 그리스도인 기도 일치기도주간 
- 1/18(월)~1/25(목)

◉ ｢주님 봉헌 축일｣ - 2/2(금) 
- 교회의 전통으로 일 년 동안 사용할 초(제대초,개인초)를

축성합니다. 제대초를 봉헌하실 분은 사무실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1월 성령기도회
- 1/19(금), 김종국 토마스 신부님 ‘은혜의 밤’
- 1/26(금), 김미자 알비나 ‘내 안에 머물러라’

◉ 성 바오로 월례회
- 1/21(주일), 교중미사 후 사목회의실

◉ 5구역 형제 모임 - 1/20(토) 19:30, 마라복지센터 2층
- 문의: 임식복(사도요한) 010-4626-2600

◉ 6구역 남성‧여성 구역 합동 신년 모임
- 1/19(금) 19:30, 마라복지센터 2층
- 문의: 임형준(미카엘) 010-5306-6595

◉ 10구역 형제 모임 - 1/17(수) 20시, 안드레아방
- 문의: 010-5710-8618

◉ 14구역 형제 모임
- 1/20(토) 19시, 아파트관리사무소 2층
- 문의 : 010-6203-5637

◉ 20구역 형제 모임 - 1/21(주일) 교중미사 후, 시몬방
- 문의 : 오영춘(하상 바오로) 010-6331-5376 

◉ 21구역 형제 모임 - 1/19(금) 19:30
- 장소: 양성일 아브라함 형제댁 (파인타운 604-1602)
- 문의: 010-2107-2845 

◉ 여성구역분과 구역장 명단 

◉ 전입세대 : 8세대(1/1~1/7)

전입일 구-반 성명, 세례명 주 소

1/2 14-2  강범석 빠치아노  프라자A 3동

1/2 20-3  김진영 안토니오  파인타운8단지 805동

1/4 12-1  여윤영 소피아  극동A 2동

1/4 19-3  조성진 베드로  파인타운3단지 308동

1/6 17-3  박가혜 카타리나  건영A 103동

1/7 4-1  송진걸 안드레아  현대A 101동

1/7 4-1  한정자 요안나  송파대로16길 7

1/7 8-1  안명희 모니카  래미안A 124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