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 답 송

♱ 우리들의 정성 (2022. 11. 23  ~ 11. 29)
총 세대 2,660세대 봉 대림 제 2주일 8,568,700원 감사헌금 8,360,000원

헌 이 제노비아(6만), 전 에스텔(100만), 박 마리아(5만), 정 미카엘라(20만),
이 이사벨라(60만), 정 돈보스코(10만), 이 로사(500만), 송 데레사(20만), 
박 루치아노(100만), 윤 세실리아(5만), 재속맨발가르멜회(10만)

총납부세대 1,237세대 국군장병 2차 5,566,000원
금 온라인 19,340원지난주납부세대 13세대
교무금 44,342,000원총 납부율 46.5%

성가번호 시 작: 93 예물준비: 41, 217 성 체: 156, 178 마 침: 403

☉ 12월 11일(오늘): 자선주일 2차 헌금 (교구)

☉ 대림특강 2 : 12월 15일(목) 20시, 2층 대성전
∙ 주제: 쪽방촌 슈바이처의 유언 (요셉의원 선우경식 원장)
☉ 초등부 성탄제: 12월 17일(토) 16시~, 2층 대성전

☉ 예비신자 세례성사 및 전례연습 안내
∙ 종합교리: 12월 16일(금) 20시, 1층 프란치스코홀
∙ 전례연습: 12월 17일(토) 20시, 2층 대성전
∙ 세례식: 12월 25일(주일) 11시 교중미사, 2층 대성전
☉ 청년 떼제미사: 12월 18일(주일) 17시, 2층 대성전

☉ 성탄 대축일 제대꽃 봉헌
∙ 꽃봉헌 하실 단체나 교우분들께서는 사무실로 봉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 판공성사
∙ 고해성사를 보시고 성사표를 바구니에 넣으시거나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안내

☉ 대림기도
∙ 야고보서 필사 –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에 뽑은 말씀 깊이 묵상하기

☉ 중·고등부 동계 피정 (용인 영보 피정의 집)

∙ 주제성구: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루카 10,37) 
∙ 대상: 초6 (예비 중1) ~ 고2 학생 /∙ 회비: 4만원
∙ 마감: ~12월 31일(토)까지 선착순 40명 마감 
∙ 일시: 2023년 1월 7일(토) ~ 8일(주일) 
∙ 문의: 교감 신 다미안 (010-2813-9037)
         피정장 이 로사 (010-9018-7137)
☉ 가톨릭성가대 단원 및 반주자 모집 (주일 9시 미사 봉사)

∙ 30~40대 노래를 좋아하는 남녀 신자 누구나
∙ 문의: 단장 장 안젤라 (010-7211-9018)
☉ 해외선교 후원회 물품판매 (슈톨렌, 참기름, 들기름)

∙ 일시: 12월 10일(토)~11일(주일), 12월 17일(토)~18일(주일) 
∙ 문의: 회장 김 헬레나 (010-8771-0401)
☉ 교무금 이체 납부자 중 불명분 안내
∙ 아래 해당되는 분은 12월 18일(주일)까지 성당 사무실로
   불명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당설립 50주년 기념의 해 실천 사항
1. 묵주기도 200만단 봉헌
2. 전신자 성경 필사
3. 성체조배의 생활화 (성시간 참여, 성체 묵상)
4. 1인 1후원회 가입 (성소후원회, 군종후원회, 빈첸시오회,
   티모테오장학회, 해외선교후원회, 문화선교후원회)
5. 입교 및 회두 권면하기

제 2631호 대림 제 3주일 / 자선주일 2022. 12. 11

성 유대철 베드로

청담동성당
주  임 신부：양장욱 (베드로)
부주임 신부：권혁준 (바오로)
보  좌 신부：송준영 (마르코)
전  교 수녀：윤수경 (상  타)
             김정애 (도나타)
             천명옥 (꼬똘렝고)
사 목  회장：박기영(베르나르도)
연 령  회장：☎010-7186-7222

 
강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d.org)
사무실: 02)3447-0750~1 팩스: 02)3447-0752

주일미사
토요일 15시 (어린이),                      19시 

일요일 06시,    09시,    11시 (교중),      15시 (중․고등부),    17시 (청년),     19시

평일미사

월요일, 토요일  06시 성 시 간  매  달 첫째   목요일 19시 40분

화요일  06시,   10시,    19시 병자 영성체  매  달 둘째   목요일 10시 미사 후

수요일  06시,   10시,    19시 유 아 세 례  홀수달 첫째   토요일 16시 30분

목요일  06시,   10시,    19시 관 면 혼 배  매  달 둘째   토요일 17시 

금요일  06시,   10시,    19시 태중아이축복식 3월, 6월, 9월, 12월 첫째주 일요일 교중미사

고 해 성 사  ▸평일: 미사 15분 전      ▸주일: 미사 30분 전

① 야고보서에게 말하는 신앙의 자세
② 나는 시련과 유혹을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③ 대림시기를 보내는 나의 자세
  ▸2023년 1월 반나절 피정 때 강의와 나눔 예정
  ▸분과 및 단체별 신청

판공성사 대림 시기 중 매 미사 전

집중 판공성사 12월 21일(수) 19시 미사 후 ~
21시 30분까지12월 22일(목)

날 짜 미사 시간 비 고

12월 24일(토)  06시 (15시 어린이 미사 없음) 평일미사
 20시 ※구유예절(구유예물봉헌)있음 전야미사

12월 25일(주일)
주님 성탄 대축일

 06시, 09시, 11시(교중) 대축일 
미사 15시(주일학교 합동), 17시, 19시

교무금 우리은행 181-04-117222
강성욱, 김경자, 김덕근, 김미나, 김상헌, 김수희, 김영철,
김용희, 김지홍, 김태희, 김형주미카엘, 데레사마더,
박명수, 박소현, 송영래, 신경숙, 양명재, 이상민, 이수진, 
이숙에디타, 이승희, 이영숙, 이윤희, 이정이데레사, 
이정희, 이진욱, 이춘명데레사, 이희정, 정영선엘리사벳,
장희수, 청담성당교무금, 한진희, 회비
해외선교후원회 우리은행 1005-003-133453
나효순
빈첸시오회 국민은행 809101-04-164029

김영희, 김윤미, 빈첸시오베다, 이병화요셉, 이정아그라시아
바보회 하나은행 843-910006-15404
최영옥

1년 동안 내가 뽑은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며 살아왔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