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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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713-2276

†소통과 참여로 쇄신하는 수원교구! 신앙의 기쁨! 젊은이와 함께!

미�사�시� 간� � 안� 내 전� � 례� � 신� � 심 우리의�정성(6/10~6/16)

주일

토 일� � � 유�아�세�례 홀수달 둘째주일 14:30 � 교� � 무� � 금 6,220,000

주�일� 헌� 금 4,894,800
전입교우환영식매 월 둘째주일 11:0016:00 어린이

19:30 중‧고등부 

일    반 청년
성전신축특별 856,500

환자영성체 첫째 주 화요일 10:0006:00 09:00 11:00 20:00 16:00 건�축� 헌� 금 450,000

성� � 시� � 간� 첫 목요일 19:30미사후 감�사� 헌� 금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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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금,기타 1,645,000
고�해�성�사 매 미사 전 30분 주�간� 합� 계 14,116,300

천주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은 본당신부님, 수녀님 또는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성전신축�특별헌금�봉헌합니다.

◈� 2019� 청년� 여름캠프� “하느님께�가까이”
 - 일시: 7/12(금) - 7/14(주일) 2박3일
 - 장소: 충남 대천 해수욕장  - 대상: 모든 청년  
 - 참가비: 2박3일 70,000원/1박2일 50,000원(여행자보험 포함)
 - 접수기간: 〜 7/7(주일)까지
 - 문의: 유 야고보 ☎ 010-8343-0868

◈�견진성사(초•중•고�학생)� 안내
 - 일시 및 장소: 6/29(토) 15시 인덕원성당

◈�초등부�여름신앙학교�접수

◈�노인대학(실버아카데미)� 상반기�종강미사
 - 일시: 6/27(목) 10시(방학기간: 7월〜8월)

◈�자모회�제1회�총회� 개최�일정
 - 일시: 6/28(금) 저녁 8시 강당
 - 자모회 확대 개편으로 인한 소공동체 내 자모회 만남
 - 자모회 구성 현황 보고

◈�본당�성경�경시대회�안내
 - 일시: 7/20(토) 오전 11시 강당
 - 중심 성경 본문: 사도행전, 서간, 요한 묵시록
                   (지역으로 예상 문제집 배부)
� - 신청기간: 7/7(주일)까지 (각지역 또는 사무실)
 ※ 교구 성경경시대회(10/6) 준비 겸함.

◈�소년�레지오�마리애�단원을�모집합니다.
 - 대상: 첫영성체 받은 어린이, 청소년(10-19세 
         초•중•고 학생)
 - 때•곳: 매주 토요일 4시 미사 후(인내방,진실방)
 - 때•곳: 매주 일요일 9시 미사 후(인내방)
 - 문의: 황 카타리나 ☎ 010-7331-8705

성� � � � 경� � � 구� � � 절
지난�주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번�주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신나는�여름� 신앙학교� “두근� 두근� ∼� 무슨�선물일까?”

저학년�신앙학교 고학년�신앙학교

일�시 7/27(토)11시~17시 일�시 7/31(수)~8/2(금)

장�소 별양동성당 장�소 계성푸른누리수련원
(가평)

대�상 유치부(6세)〜
      초등 2학년 대�상 초등 3〜6학년

     (선착순60명)

참가비 10,000원/1인 참가비 60,000/1인(2박3일)

모집기간 6/29〜7/21 주일미사 후(본당 사무실 접수 가능)

문� � � 의 교감 김 에스텔 (010-8851-7890)

주간계획� 06.� 24� -� 06.� 30
분�야�별 일� � 시 장� � 소

독서단 24(월) 19:30 평화방
해설단 25(화) 20:00 사목회의실
체나콜로(마리아�사제운동) 25(화) 20:30 유아방
제대회 26(수) 11:00 사목회의실
라우디스성가대 26(수) 20:00 성가연습실
빈첸시오회 26(수) 20:00 인내방
초등부�교사회 27(목) 10:00 교사회의실
체나콜로(마리아�사제운동) 27(목) 11:00 유아방
성령기도회 27(목) 20:00 강당
중·고등부�교사회 27(목) 20:30 교사회의실
룩스메아 28(금) 11:00 사랑방
예비자교리봉사 28(금) 11:00 평화방
헌화회 28(금) 11:00 기쁨방
룩스메아 29(토) 15:00 성체조배실
성가대�기타�동아리 29(토) 16:00 성가연습실
못자리�복사단 29(토) 17:20 강당
청년회 29(토) 19:00 평화방

 
어린이 첫영성체 

일시: 6월 23일(주일) 11시

첫영성체를 위해 준비하고 노력한 
어린이 여러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