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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Tel 2615-8811          예수부활

    개봉동 성당
        http://www.gaebongsd.com

주임신부

이용희 사도요한

 부주임신부

이기성 에우세비오  

보좌신부

문성욱 미카엘Fax 2615-9910

  수  녀  원 2615-8813
  총 회 장  : 배인식 비오  010-8917-5251

  유  치  원 2615-8812

  연령회장  : 김성동 바오로  010-9015-4905  어 린 이 집 2615-8825

 0 8 3 3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8길 11 (개봉2동 259-3 )

미

사

시

간

주 일  오전 :  6시,   9시(중.고생),   10시 30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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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30분 혼 배 예 절  매월 셋째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수,금  오전  6시, 오전 10시

병자 영성체 매월 둘째 금요일  오전 11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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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구영신 및 천주의성모마리아대축일 미사

▣ 성탄 판공성사표 제출 
 - 성탄 판공성사를 보시고 성사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12월 29일(화)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셔야 서울대교구에  
   보고되는 연말통계에 반영됩니다. 

▣『대림 저금통』 봉헌  
 - 가정으로 가져가신『대림저금통』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12월 31일까지 사무실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우리들의 정성
 - 교 무 금(12/14∼12/20)................13,809,000원
 - 주일헌금(12/14∼12/20).................2,501,000원
 - 감사헌금(12/14∼12/20).................4,870,000원 
    권기홍 라파엘          5만원,    이한모 요셉           50만원
    홍광희 예로니모        5만원,    김태용 바오로         50만원
    김태현 고르넬리오     11만원,    김순자 루시아         10만원
    김  윤 미카엘라        3만원,    권지훈 프란치스코      10만원
    안양제 시몬          50만원,    이성기 토마스아퀴나스 100만원
    조부영 안셀모         10만원,    성안례 아녜스         10만원
    조한별 프란치스코      10만원,    김정옥 요안나        100만원
    구계월 레지나         10만원,    김한규 요한          10만원
    김정란 요안나          5만원,    김양숙 마리아         10만원
    김보민 요셉          25만원,    익명(1명)             3만원  
 - 을지로 노숙인 후원금(12/14∼12/20).......100,000원 
    김양숙 마리아         10만원

 ※ 17기 여성총구역에서 교육관 빔 프로젝트를 기증하였습니다.
   교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 여성총구역 - 

이용희 사도요한 주임 신부님의

영명축일(12월 27일)을 축하합니다.

신부님을 위하여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날짜 미사 시간

12월 31일(목)
송구영신 미사 및

천주의성모마리아대축일 미사

오후 9시
※ 오전 6시, 10시 미사 봉헌됩니다.

1월 1일(금)
천주의성모마리아대축일 미사

 오전 :  6시,   9시,  10:30

 오후 : 12시,  18시,  20시

▣ 본당 단체 소개 : ⑥미카엘 프로젝트 후원회
 ▶ 소속분과 : 사회사목분과
 ▶ 주요활동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의료비 등의 지원 통해 하느님 사랑을 실천 
 ▶ 미카엘 프로젝트 연혁
     ① 2017년 8월 
         : 급성A형 간염으로 투병 중이었던 故임우영 미카엘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의 병원비를 돕고자 개봉동   
           성당 모든 교우들이 모금 운동 시작    
     ② 2018년 1월
         :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故임우영 미카엘의 병원비를 지원하고 남은 금액을  
           종잣돈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난 故임우영  
           미카엘의 세례명을 딴『 미카엘 프로젝트』출범  
     ③ 출범 후∼2020.11월까지 총 18가정 의료비, 장례비 지원  
 ▶ 2020년도 1∼11월 활동 내용  
     ① 의료비 지원 : 4가정     ② 장례비 지원 : 1가정
 ▶ 활동재원 : 매월 납부하는 미카엘 프로젝트 후원금
 ▶ 2020년도 1월∼11월 수입 및 지출  

수 입 (원) 지 출 (원)

전년이월 30,760,880 의료비, 장례비  
지원

11,800,000
미카엘 프로젝트
후원금

3,027,805

잔액(11/30일 현재) 23,265,685
감사노트판매대금 1,277,000

합 계 35,065,685 합 계 35,065,685

▣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안내
∎발급대상 : 2020년 1월 1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➀교무금 ➁건축헌금 ➂감사헌금 ➃성소,군종,빈첸시오회비 등
   (미사예물, 주일봉헌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2021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편화서비스에 접속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12월말 이전에...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서”를 사무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➀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사무실을 방문하여 교무금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서를 꼭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서를 제출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분은  
       추가로 제출하지 마세요. (5년간 유효)  
  ➁올해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분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교무금 납부자를 변경하실 분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변경하셔야 하며, 새로이 변경된 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