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제2주일
주일미사
토 19:00
일 06:30
09:00
11:00
15:00
18:00

2013. 1. 20.
평일미사

월
화
(중고등부) 수
(교중)
목
(초등부) 금
(청년)
토

06:00
10:00 19:30
06:00 10:00
06:00 10:00
06:00 10:00
10:00(첫째주)
성모신심
고해성사 : 미사 20분 전
유아세례 : 짝수월 첫째주 (토)
오후 6시
혼인면담 : 매월 둘째주 (토) 오후 5시

주임신부：정진호(베드로)
2298-6771
jpetros@hanmail.net
.
보좌신부：이상향(사도요한) 2292-3104
전교수녀：안 로벨도
2297-9545
유 휘앗
사목평의회장 : 김종철(프란치스코)
사 무 실：2297-2038
2299-2038
Ｆ Ａ Ｘ：2298-3135
(예수부활성당)
연령회장 : 010-8961-3870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207 (옥수동)
우: 133-845
가정간호 : 010-2221-6102
홈페이지: http://cafe.daum.net/oksucatholic 혼배담당 : 010-2583-6482

옥수동

7. 성서 40주간 일정

1. 제대꽃 봉헌 접수
1년 동안 제대 앞에 꾸미는 제대꽃을 봉헌하실 분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접수기한 : 1/31(목) 까지
구 분
봉헌 금액
제대꽃
100,000원 외

2. 주님 봉헌 축일 - 초 축성 예절
2/2(토) 10:00 미사 중
- 개인이 구입하실 기도초는 2/2(토) 10:00 미사
후 판매합니다.
구입용 기도초 : 3,000원 (대) / 2,000원(소)

3. 견진성사 안내
1) 견진성사 : 4/20(토) 17:00 (예정)
2) 견진자 첫모임 : 2/14(목) 21:30
3) 견진교리 : 사순특강 의무 수강 (6주간, 사순시기
매주 목요일 19:00 ∼ 21:30)
4) 중·고생 교리 : 2/17(일) ∼ 3/24(일), 6주간,
매주일 10:00 ∼ 11:00
5) 견진자 피정 : 4/7(일) 11:00 ∼ 17:00
6) 견진신청서 : 사무실 접수
7) 견진자 개인면담 : 주임신부

4. 설맞이 쌀 기부자 모집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신자들의 관심과 정성 부탁드립니다.
- 쌀 10Kg 1포 : 25,000원
- 신청 : 2/3(일) 까지, 사무실
- 대상 : 옥수동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500세대 중 150세대
외 시설
- 전달 : 2/2(토)
- 주관 : 나눔의묵상회
- 협력 : 구세주의 모친 Cu.

5. 천주교 서울 12기 아버지학교 교육 안내
1) 일 시 : 2/17(일) ∼ 3/17(일) 14:00 ∼ 20:00
[매주 일요일, 5주간]
2) 장 소 : 신내동 성당
3) 교육비 : 10만원 (본인부담 3만원 / 본당지원 7만원)
4) 접 수 : 2/10(일) 까지, 사무실

6. 루르드 영화상영 안내
카페마루는 신의 축복과 믿음이 시작되는 곳
루르드를 상영하고 관람 후 감동을 나누고자 합니다.
- 일시/장소 : 1/23(수) 오전 10시 미사 후, 카페마루
- 주관 : 사회사목분과 카페마루
연중 제2주일
제대초
염기인 헬레나

오 전 반
(33∼34주차)

1/24(목) 10:00∼12:30, 대강당
1/21(월) 로 마 서 8,1 - 16,27
1/22(화) 1코린토서 1,1 - 5,13
1/23(수) 1코린토서 6,1 - 11, 1
1/24(목) 1코린토서 11,2 - 16,24
1/25(금) 2코린토서 1,1 - 3,18
1/26(토) 2코린토서 4,1 - 9,15
1/24(목) 19:30∼21:00, 소강당
1/21(월)

성경 읽기
안내 신약
(p.67 ∼ 79)
직장인반
(10주차)
성경 읽기
안내 신약
(p.151∼155)

요한묵시록

∼
1/26(토)

8. 단체모임
12:00
1/20(일)

울뜨레야 월례모임
205호
7구역 남성구역 소공동체 모임

12:30

옥수역 7번출구 동보성 (010-8707-8563)

1/26(토)

20:00

이관영 안드레아 형제댁 (011-9767-0737)

1/27(일)

12:00

8구역 남성구역 소공동체 모임

사목평의회 전체회의
하상바오로회 월례회의

대강당
205호

9. 우리들의 봉헌 (1/7 ∼ 1/13)
7,028,000원 (76 세대)
주일헌금 5,225,700원
김혜숙 300,000 생명환경사목분과 75,000
윤재화 30,000
김세곤 500,000 익 명 100,000 성정화 20,000
건축헌금
누계 900,176,198원
성소후원금
문영선 10,000 심선보 10,000
교 무금

감사헌금

나눔의묵상회후원금

박상희 50,000 심선보 10,000

10. 미사전례 안내 및 봉사
날짜
시간
1/19(토) 19:00
06:30
09:00
1/20(일) 11:00
15:00
18:00

해설
주은숙
이주호
임종욱
윤선희

1독서
2독서
안내
성가
진영희 한미애
329
홍경희 임현주 14구역 3반
봉헌 :
212, 216
도경이 정유미
김화은 윤유숙
구순길
167, 173
초등부 전례부
김순재
39
황수연 김태영 신동엽

대성전 청소 안내
일 자
1/23(수)
1/30(수)

해당 구역
13구역
12구역

◆ 2012년도 주보 제본을 원하시는 분은 1/20(일)까지
사무실로 주보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 다음주일은 성 도미니코 선교수녀회 선교활동내용
소개, 강론 및 해외원조주일 특별헌금 있습니다.

2013 사목목표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