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명 시간 과목 개강일

여정
성경

11:00~13:00 바오로 서간 3/14(수)
목요저녁반 20:10~21:40 루카, 사도행전 3/8(목)

금요반 11:00~13:00 예언서 3/9(금)
  문의 : 박영진 리디아  010-9897-5424

백주간

일요반 09:00~10:30 사도행전 3/4(주일)
금요반 11:00~12:30 에제키엘 3/9(금)
토요반 16:00~18:00 에제키엘 3/3(토)

성경통독반 11:00~12:30 창세기 3/6(화)
 문의 : 김현숙 레지나  010-8407-3403

내용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이사야,
코린토, 마태오 (처음하시는 분은 창세기부터 합니다.)

시간 낮 반 : 금요일 11시 - 13시  /  저녁반 : 20시 - 21시30분  
※신청하시는 분에 따라 반 ․ 요일이 정해집니다.

문의  안현숙 레이첼  010-8413-9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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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토), 2/24(토) 19시

◈ 소식 ◈
◾ 연령회 월례회 - 2/11(주일) 교중미사 후, 마리아방
◾ 설 명절 불우이웃돕기 김․한과 판매

- 기간 : 1/27(토) ~ 2/11(주일) 까지
- 판매금액 : 김 12,000원, 한과 20,000원
- 문의 :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 2월 성령기도회 
- 2/9( ) : 서 웅 마오로 신부님 ‘은혜의 밤’ 미사안수
- 2/16(금) : 설 연휴로 쉽니다.
- 2/23(금) : 이말순 마르타 ‘하느님의 부르심’

◉ 성경 공부 (2018. 봄 학기)

◉ 가톨릭 성서모임 ( : 3/9(금))

◉ 단체는 변경되는 임원들의 명단과 회원수를 각
   분과장 경유, 사무실에 제출바랍니다.

◉ 전입세대 : 10세대(1/22~1/28)
구-반 성명, 세례명 주 소

1/23 3-1  로사  문정대우1차 104동
1/25 22-1  김영옥 젬마  오금로 68길 11
1/25 4-4  정현진 마태오  송파대로 14길 6
1/26 21-4  이동건 미카엘  파인타운 502동
1/27 4-1  김하림 헤레나  새말로 5길 18
1/27 8-5  조영환 바르톨로메오  래미안아파트 119동
1/28 7-3  안경희 아녜스  현대아파트 14동
1/28 11-3  안정화 클라라  시영아파트 8동
1/28 11-2  박숙자 이아  시영아파트 4동
1/28 15-3  이형수 요셉  문정로 13길 15-14

◉ 전례봉사
 때 성찬봉사 해설자 1, 2독서자 보편

기도
2/10(토) 

18:00 윤석우 김순악 최숙희
이주연 19구역

2/11(일)  
6:00 - 이은희 은희도

박미옥 20구역

09:00
민병만
유광호
조범섭

정창영 박희윤
최애숙 21구역

     11:00
(교중)

하희조
김광호 남혜정 장항순

이미란 1구역

     16:00 이용우 박현주 이난숙
김지영 2구역

18:00 최봉환 (청년) (청년) (청년)
20:00 - 박미희 양현남

이기순 3구역

★ 성당 봉사자 지원 기다립니다. ★
 1. 참사랑 청년 성가대 신입단원 모집

- 대학생 환영. 노래를 못해도 환영
․ 문의 : 오민용(야고보) 010-3499-2563

2.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 모집
-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하실 분 모집합니다.
 (19세 이상)
․ 문의 : 교감 배은지(아녜스) 010-9194-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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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