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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참여로 쇄신하는 수원교구!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

미� 사� 시� 간� � 안� 내 전� � 례� � 신� � 심 우리의�정성(01.11-01.17)

주일� �

�

토 일� � � 유� 아� 세� 례 3,6,9,12�첫토요일�14:30 � 교� � 무� � 금 5,135,000

주� 일� 헌� 금 851,000
전입교우환영식 매�월� 둘째주일� 11:00

� � � � 19:30� 중‧고등부 일� � � � 반 청년 성전신축특별 263,000

환자영성체 첫째�주�목요일� 14:0006:00 09:00 11:00 19:30 16:00 건축‧감사헌금 190,000

수녀원(기타) 1,120,000
성� � 시� � 간� 첫�목요일� 19:30미사후

평일
월 화 수 목 금 토

후� � 원� � 금 89,00006:00
(제2성전)

10:00 10:00 10:00 10:00
10:00
첫토신심 고� 해� 성� 사 매� 미사� 전� 20분� 주� 간� 합� 계 7,648,000

천주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은� 본당신부님,� 수녀님� 또는�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월 � 06:00� (제2성전)

화~금 � 10:00� (06:00,� 19:30� 미사없음)

토 � 10:00,� 19:30

주일 � 06:00,� 09:00,� 11:00,� 16:00,� 19:30

이름(본명) 계시던� 곳 가시는� 곳

김영선(벨라뎃다) 별양동� 본당 대전교구� 계룡본당

최미선(아가다) 안동교구� 풍산공소 별양동� 본당

◈� 성전신축� 특별헌금� 있습니다.

◈� 수녀님� 인사이동
� 소임을� 마치고� 2.3(수)� 떠나시는�김�벨라뎃다�수녀님
�그동안�함께�해� 주셔서�감사합니다.

� � -환송식:� 1.31(주일)� 11시� 미사

◈� 제대� 초� 봉헌� 안내� (2월� 2일� 주님봉헌축일)
2월� 2일(화)� 주님� 봉헌� 축일에는� 1년간� 미사� 때� 사용할�
제대� 초와� 각� 가정에서� 사용할� 기도� 초를� 축복합니다.�
제대� 초를� 봉헌하실� 분은� 본당� 사무실� 로� 봉헌해� 주시
기� 바라며,� 가정에서� 사용하실� 초는� 축성� 후� 성물방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중·고등부� 주일학교� 등록
주제:� 즐거운� 성당생활�
등록대상:� 중1� ~� 고2�
등록비:� 20,000원/1인(1,2학기� 통합)�
등록기간:� 1월� 16일(토)� ~� 상시
유튜브:� “별양동성당� 중고등부� 주일학교”� 검색�
인스타:� @� assisi_star_sheep�
문의:� 김� 칸델라� 010-8804-2870
※� 등록� 신청서는� 문자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 1월,� 2월� 미사시간� 안내

※� 평일� 성당� 개방� 시간:� 09:00~17:00�

◈� 수험생� 편지� 접수
2021년� 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을� 위해� 중·고등
부에서� 편지� 및� 문자를� 발송합니다.� 발송을� 원하는� 학생�
및� 부모님께서는�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 또는� 문자
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기간:� 1월� 16일(토)� ~� 상시
담당교사:� 이� 글로리아� 010-5528-9806

◈� 2021년� 1학기� 교구� 온라인� 성경공부
신청:� 1월� 26일까지(본당� 사무실)

〈일반과정〉
기간� 및� 1회� 교육시간:� 3월∼6월,� 35분∼60분
과목:� 역사서� 2� � �
수강비:� 25,000원� 교재비� 별도

〈통독과정〉
방법:� Zoom이나� G-meet를� 이용한� 그룹공부
기간� 및� 1회� 교육시간:� 3월∼6월,� 주1회� 2시간
과목:� 구약� 2-1
수강비:� 10,000원� 교재비� 별도
문의:� 김� 크리스티나� 010-6844-5476

◈�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운동� 추가� 사항� 안내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에�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아울러�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톨릭�기도서』� 109쪽)를� 함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

◈� 빈첸시오� 회비는� 사무실이나� 은행계좌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한은행� 100-021-710485�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 성소후원회� 회비는� 사무실이나� 은행계좌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한은행� 100-026-255930�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