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81호     2019년도 사목목표 : 복음화의 기쁨 – 선포하는 개봉동 성당    2019. 12. 15.

모든 신자는 소공동체(구역, 반) 모임에 우선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례안내봉사> 12월 15일 : 11구역,  12월 22일 : 13구역

▣ 주님성탄대축일 미사

▣ 송구영신 및 천주의성모마리아대축일 미사

▣ 성탄 집중판공성사

 * 성사를 보시고 판공성사표를 12월 29일(주일) 이전에 고해실 
   바구니에 넣으시거나, 사무실에 제출하셔야 서울대교구에  
   보고되는 연말통계에 반영됩니다.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인 2020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를 합니다.
 - 기도기간 : 2019년 12월 1일 대림시기∼2020년 11월 28일
 - 기도방법 : 매일 밤 9시에 각자 위치에서 기도 봉헌
              (휴대전화에 알람을 설정하시길 권장합니다.) 

▣ 자선주일 2차 헌금 
 - 이번 주일(12월 15일)은 자선주일 2차 헌금을 실시합니다.
 *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불우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희망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부 주일학교 세빛제 (성탄제)
 - 일시 및 장소 : 12월 28일(토) 오후 7시 30분, 성전
 *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여 
   정성껏 준비한 공연에 교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주님성탄대축일“꽃”봉헌
 - 12월 25일(성탄대축일)까지 사무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회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 12월 17일(화) 오전 10시 미사 후, 교육관

▣ 남성구역 모임
 -  2구역 : 12월 15일(주일) 오후 4시, 정지현 바오로宅
 - 21구역 : 12월 16일(월) 오후 6시 30분, 육전생고기
 - 18구역 : 12월 20일(금) 오후 7시, 진한국밥집
 - 20구역 : 12월 20일(금) 오후 7시, 마산아구(개봉역북광장)
 - 15구역 : 12월 22일(주일) 오후 12시, 우돈생고기(송년모임)
 - 22구역 : 12월 26일(목) 오후 7시 30분, 우돈생고기(송년모임)  

 

▣ 우리들의 정성
 - 교 무 금(12/02∼12/08)................26,290,000원
 - 주일헌금(12/08)........................7,655,350원

 - 감사헌금(12/02∼12/08).................2,210,000원 
    용희영 마리아          5만원,  박주홍 시몬           3만원
    이동호 라파엘         10만원,  김영재              10만원
    백은정 스텔라         10민원,  민정식 루치아         5만원
    황신희 루치아         20만원,  조부영 안셀모        10만원
    홍숙희 엘리사벳       20만원,  김세동 안또니오       10만원
    박희경 마리로사        3만원,  김영배 크리스핀     100만원
    김애자 프랑소아        5만원,  익명(1명)            10만원
 - 을지로 노숙인 후원금품(12/02∼12/08).....150,000원
    박노경 마리아         2만원,  최정자 마리아         3만원
    이동호 라파엘         10만원,  익명(1명)          쌀 20kg  
 - 미카엘프로젝트 후원금(12/02∼12/08)......250,000원
    故함무범 미카엘 유가족 10만원,  이동호 라파엘         10만원
    최영홍 라이문도        5만원  
 ※ 2019년도 교무금 완납 당부 말씀 
   → 연초에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약속하신 올해 교무금을
      완납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
Tel 2615-8811          예수부활

    개봉동 성당
        http://www.gaebongsd.com

주임신부

이용희 사도요한

 부주임신부

이기성 에우세비오  

보좌신부

이동진 사도요한Fax 2615-9910

  수  녀  원 2615-8813
  총 회 장  : 최준식 율리아노  010-5637-7876

  유  치  원 2615-8812

  연령회장  : 김성동 바오로  010-9015-4905  어 린 이 집 2615-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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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오전 : 6시, 9시, 10:30(중.고생), 오전 10:30(교중)
 오후 : 12시, 18시(청년), 20시

고 해 성 사  매 미사 20분 전

유 아 세 례 홀수 달 둘째 토요일 오후 4시 30분

평  일

  월  오전  6시

  화  오전  6시,  오전 10시,  오후  9시 혼 배 예 절  매월 셋째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수  오전  6시, 오전 10시

병자 영성체 매월 둘째 금요일  오전 11시목, 금  오전  6시, 오전 10시, 오후 7시 30분

성시간 및 성체강복  첫째 목요일  오후 7시 30분  토  오전 10시                   

토요일  오후 3시(어린이 미사)
 오후 6시(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성모신심미사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날짜 시간 비고

12월 17일(화)  오후 7시
  ∼오후 9시

·개별고해로 진행
·공동보속 없음
※12/17(화) 21시 미사 없음12월 18일(수) 

날짜 미사 시간

12월 31일(화)
송구영신 미사

오후 9시   ❉주일 1차 헌금 ❉
※ 12/31(화) 오전 6시, 10시 미사 봉헌됩니다.

1월 1일(수)
천주의성모마리아

대축일 미사

오전 9시, 10:30,  오후 12시, 18시, 20시
           ❉주일 1차 헌금 ❉

날짜 미사 시간

12월 24일(화)
성탄밤미사

오후 7시,   오후 9시  ❉주일 1차 헌금 + 구유예물❉
※ 12/24(화) 오전 6시, 10시 미사 봉헌됩니다.

12월 25일(수)
주님성탄대축일

오전 9시, 10:30,  오후 12시, 18시, 20시
❉주일 1차 헌금 + 대림저금통❉

이용희 신부님, 이동진 신부님 영명축일
두 분 사도요한 신부님들께서 12월 27일(금)에 

영명축일을 맞이하십니다.
신부님들께서 영육간 건강하심 속에 예수님을 닮은 

참사제의 길을 가시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 축하식 : 12월 22일(주일) 교중미사 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