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때 성찬봉사 해설자 1, 2독서자 
보편
기도

2/17토) 
18:00

안태형 이난숙
장선희
주혜정

19구역

2/18(일)  
6:00 

- 김윤자
오수미
허수정

20구역

09:00
심성윤
유광호
장병극

김경애
공복현
나현숙

21구역

     11:00
(교중)

이용우
하희조

노기영
박대훈
최나연

1구역

     16:00 최해동 이미숙
신용복
김유정

2구역

18:00 장항순 (청년) (청년) (청년)

20:00 - 류정진
신현희
노도윤

3구역

단체 반명 시간 과목 개강일

여정
성경

수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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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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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토) 19시

◈ 본당 소식 ◈

◾ 사랑의 도시락 - 2/15(목), 설 연휴로 쉽니다.

◾ 14구역 형제 모임

- 일시 및 장소 : 2/17(토) 19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 문의 : 010-6203-5637

◾ 2월 성령기도회 

- 2/16(금) : 설 연휴로 쉽니다.

- 2/23(금) : 이말순 마르타 ‘하느님의 부르심’

◉ 주님봉헌축일 -‘제대 초’봉헌에 감사드립니다.

봉헌자
명단

엄효선 김한경 조금숙 유승민 

장수현 김지숙 강영창 강신구 

심광순 이인해 장혜수 정양순 

진찬우 최송옥 장영희 윤석은 

조덕순 이오례 김광중 박계화 

김운규 최명식 신재선 김정옥 

남귀복 서강문 이상천 김희숙 

김정숙 구자숙 정연재 박춘옥 

김치호 오경자 박종팔 안관순 

김한경 김  충 한상훈 한지민 

김미경 이해숙 반  견 정우영 

남정현 박청삼 박진형 안경업 

김준예 김영희 김미향 송원주 

이재순 익  명 전청자 구순자

박노순 강영순 김형래 최지윤 

김동하 (총 61명)

합계 :

1,750,000원

◉ 가톨릭 성서모임 (개강일 : 3/9(금))

◉ 성경 공부 (2018. 봄 학기)

◉ 전입세대 : 4세대(1/29~2/4)

전입일 구-반 성명, 세례명 주 소

1/31 22-1  백낙현 마리아  송파노인요양병원

2/3 22-1  김정구 마태오  제일로63번길 8-6

2/4 18-3  송승호 라우렌시오  파인타운 401동

2/4 2-4  김흥섭 딤프나  동남로6길 29-23

◉ 전례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