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보성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13837 과천시별양상가 2로 20, 1호 (새서울쇼핑센타 6층)
 www.assisi.or.kr E-mail: byang@casuwon.or.kr
  카  페: cafe.naver.com/bydchurch1

주임신부  윤용배 (라자로)
           ☎ 502-8453
보좌신부  신선웅 (빈첸시오)
           ☎ 502-8454
전교수녀  김 벨라뎃다 고 레지나
           ☎ 502-8458
사 무 실   ☎ 502-8452

F A X   ☎ 502-8455
위령봉사회  HP 010-9013-0831

†소통과 참여로 쇄신하는 수원교구! 신앙의 기쁨! 젊은이와 함께!

미�사�시� 간� � 안� 내 전� � 례� � 신� � 심 우리의�정성� (1/7~1/13)

주일

토 일� � � 유�아� 세� 례 홀수달 둘째주일 14:30 � 교� � 무� � 금 8,250,000

주�일� 헌� 금 4,612,500
전입교우환영식 매 월 둘째주일 11:00

16:00 어린이

19:30 중‧고등부 

일    반 청년
사제양성특별 1,075,000

환자영성체 첫째 주 화요일 10:0006:00 09:00 11:00 20:00 16:00 건�축� 헌� 금 380,000

성� � 시� � 간� 첫 목요일 19:30미사후 구유경배예물 626,000

평일
월 화 수 목 금 토

06:00
(제2성당)

06:00
19:30

06:00
10:00

06:00
19:30

06:00
10:00

10:00
첫토신심

� 감사.후원금 560,000
고�해� 성� 사 매 미사 전 30분 주�간� 합� 계 15,503,500

천주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은 본당신부님, 수녀님 또는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성전신축�특별헌금�봉헌합니다

◈�제대초�봉헌  
   2월2일(토)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제대초 봉헌하실 분은 본당사무실로 하시고, 가정에서
   사용하실 초 구입은 성물보급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대초 (개당) : 10,000원
◈�설�합동미사�봉헌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세상을 떠나신
   조상님들과 부모 형제 친척들을 위해 합동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고향을 방문하시거나 본당미사에 참례하지
   못하는 가정은 합동미사예물을 미리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합동미사예물 기부금으로 전산처리해 드립니다)
� - 합동위령미사 시간: 5일(화) 06시, 11시 

◈�봉사자�임명� 2019.� 1.� 13.부
시메온 복사단 단장: 백용현 히뽈리도
라우디스 성가대 단장: 이규철 베드로
아시시 사진 동호회장: 박홍석 파스칼
청년연합회장: 유성종 야고보 부회장: 이우진 소화데데사  
         총무: 한경구 레오
한나회장: 공현주 로렌시아 부회장: 김진아 첼리나
    총무: 박현정 로사
못자리 복사단장: 김준 요한 부단장: 김지형 베네딕토
울뜨레야 간사: 김영수 루가 
성전 건축 추진 위원장: 최종균 안토니오
초등부 교감: 김정아 에스텔 교사: 김경아 루시아
       교사: 박유정 엘리사벳
1지역1구역장: 김금자 세실리아 1구역1반장: 이성자
     헬레나 1구역3반장: 지혜숙 글라라 3구역장:
     김지연 스테파니아 3구역3반장: 나경숙 미카엘라 
     4구역장: 김환유 헬레나
33지역장: 이주연 솔란지아 1구역장: 김미경 말가리다  
     1구역2반장: 노경란 아녜스 6구역5반장: 최희순 베로니카
4지역4구역1반장: 김민정 요셉피나 
5지역2구역장: 김연수 안젤라 3구역1반장: 이혜진 
     임마누엘라 4구역1반장: 신금신 모니카 
     6구역장: 박명숙 카타리나

◈�첫� 영성체�가정� 교리반�모집
 - 대상: 초등 3-6학년(유아세례자와 비세례자)과 부모
 - 교리기간: 2월20일(수) - 6월23일(주일)
 - 등록접수: 1월26일(토) - 2월16일(토)
 - 등 록 비: 100,000원
 - 문    의: 대표교사 ☎ 010-5055-7400

◈�소공동체�조직�개편에�따른�봉사자�추천
   현재 6개지역 22구역 97반인 소공동체 조직이 6개   
   지역 42구역 129반으로 확충 재편됩니다.
   해당되는 소공동체에서는 확대 개편된 소공동체 조  
   직을 이끌어 나갈 봉사자를 찾아 2019년3월까지 추  
   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공성사�기간�안내
   사순절 전 주까지 2019년3월9일(연중 제8주간) 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고해성사 보시고 판공성사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 간�계�획� 01.21� ∼� 01.27
분�야�별 내용 날짜 요일 시간 장소

체나콜로마리아사제운동 기도모임 22 화 20:30 유아방
제대회 회의 23 수 11:00 사목회의실
중·고교사회 회의 23 수 20:00 교사회의실
라우디스성가대 연습 23 수 20:00 성가연습실
체나콜로마리아사제운동 기도모임 24 목 11:00 유아방
성령기도회 기도모임 24 목 20:00 강당
룩스메아 기도모임 25 금 11:00 성체조배실
예비자교리봉사 회의 25 금 11:00 1 교실
헌화회 회의 25 금 11:00 2 교실
룩스메아 기도모임 26 토 15:00 성체조배실
성가대�기타�동아리 연습 26 토 16:00 성가연습실
못자리�복사단 회의 26 토 17:20 강당
청년회 회의 26 토 19:00 1 교실

성� � � � 경� � � 구� � � 절

지난� 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번�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 우리�본당으로�전입하신�형제자매를� 환영합니다!

전입� 세대주 가족 전본당 오신�곳 구역

박홍규 아우구스티노 4 도곡동 주공 502-801 5-1

김동열 요   셉 2 거주불명 주공 506-1003 5-3

김지화 로사리아 1 번동 래미안 307-903 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