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가위                                                                           St. John Lee Korean Catholic Church 성 이윤일 요한 한인 천주교회

 주소: 7109 Robinson Church Rd. Charlotte, NC 28215                     홈페이지 www.charlottekoreancatholic.org
제1936호                                         2019년 9월 8일                                            한가위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희망의 공동체 

◆미사 시간

주일미사: 오전 10시 30분

평일미사: 수, 금 오후 8시

◆ 공소 미사

콜럼비아: 100 Polo Rd

Columbia SC 29223

매월 2,3째 토(19:00)

그린빌: 1215 SC-14

Greer, SC 29650

매월 1,3째 일(17:00)

◆고해성사

미사 시작 30분 전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유아세례/병자성사

사무실로 연락

◆본당신부

임종욱 바오로

ljupaul@gmail.com

704.531.8417

◆사목회장 

정병교 시몬

byungjeong61@gmail.com

704.401.9121

◆사무실

704.531.8417 

성가 

입당: 416                     봉헌: 459                성체: 165     

제 1독서 

요엘      2,22-24.26ㄱㄴㄷ
<타작마당은 곡식으로 가득하리라.>

화답송

제 2독서

요한 묵시록      14,13-16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리라.>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복음

루카      12,15-21
<사람의 생명은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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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본당 앱, 핸드폰에 간편 설치하기
(안드로이드 버전)

1. 우선‘샬롯 천주교회’를 검색하세요.
 

 

2. 메인화면 우측상단에 보시면 점 세 개가 보이실 겁니다. 
  이 점들을 클릭하세요.

 
3. 그 다음 '홈 화면에 추가' 를 클릭하세요. 

  

4. 핸드폰 바탕화면을 확인하시면 우리 본당 홈페이지 앱이 보
이실 겁니다. 클릭해서 바로 사용해 보세요. 너무 쉽죠?^^ 

 

(애플버전)
 1. 우선'샬롯 천주교회'를 검색하세요.
 

  2. 화면 하단에 보시면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 화살표를 
클릭하세요.

  

  3. 그 다음, 하단에 나타난 'Add to Home Screen' 문구를 
멋지게 클릭하세요.  

  4. 핸드폰 바탕화면을 확인하시면 우리 본당 홈페이지 앱이 
보이실 겁니다. 클릭해서 바로 사용해 보세요. 너무 쉽죠?^^

 

날짜 전례 친교

9월 15일 (연중 제24주일) 주일학교 7-B구역

9월 22일 (연중 제25주일) 6구역 1구역

9월 29일 (연중 제26주일) 7-A구역 2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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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교리

친교 및 전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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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당 선교운동이 한창 중입니다.

다함께 고리기도, 가두선교, 평일미사에 참여합시다.

2. 입교신청서 안내

입교신청서는 9월 22일까지 접수함에 넣어주십시오.

3. 구역별 가두선교 실시

8월 18일 ~ 9월 22일까지 구역별 가두선교 실시합니다.

4. 예비자 입교식 및 예비자 교리 개강

일시 : 9월 29일(예비자 입교식)

      10월 6일 9:00am(예비자 교리)

5. 2019-2020 성경학교 개강

일시 : 9월 19일 목요일 8:30pm. 신청마감 : 오늘까지

준비물 : 성경, 교재, 필기도구. 

장소 : 친교실

6. 유아세례 안내

일시 : 10월 6일 교중미사 중

준비 : 대부모 선정, 세례 초, 부모면담

7. 평일미사 및 주일학교 학생미사 신설안내

평일미사 : 9월 19일(목) 8:00pm

학생미사 : 매월 넷째 주일(9월22일) 11: 50am

8. 은퇴사제를 위한 2차헌금

일시 : 9월 8일, 9월 15일

9. 사목회의 안내

일시 : 9월 8일 12:30pm 

장소 : 유아실

10. 봉성체 안내

일시 : 9월 12일 목요일 11:00am

11. 꾸리아 모임 안내

일시 : 9월 15일 12:30pm 

장소 : 믿음교실

선교기금                                      $741

입교신청 대상자                                4명

지난주 미사 참례자 수                        110명

모임 일시 장소 시간 

로고스 청년 성경 모임 매주 목요일 소망교실 8:00 PM

꾸리아 매월 셋째 주일 믿음교실 12:30 PM

성령 기도회 매주 금요일 유아실 미사 후 

성심회 매월 마지막 월요일

요셉회 매월 첫째 주일 유아실 12:30 PM

아가페회 매 격월 첫째 화요일 Men's Shelter 10:00 AM-1: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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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헌금 $507 교무금 $749 길세웅,김동식,김대호,김순여,김영일,김인순,김중섭,전모니카,서담

김진호,남사라,박신호,박봉철,박동환,박익삼,박은수,김학청,박평술

박정곤,박정례,박한식,성정자,손태성,송승호,안정진,오기섭,최정미

한철교,정병교,오수진,오해수,이근모,이덕원,우귀숙,임정미,김홍주

장상원,서명준,이상수,정성기,정용민,조철희,최순길,최옥만,송상협

최재진,하상수,지선중,황보나,한금자,한상운,황도린,남진우,박경숙

이강유,모철수,최기호,서상일,고예수,임두호

건축헌금 $321 DSA (임두호) $150

매일미사 $50

총액 $1,777

우귀숙,한상운,이창수,한금자,임종욱,임정미,김진호,

김명희

오은옥 로사, 박은수 라우렌시오, 하양아 베아트리체

공지사항      

우리들의 정성      DSA                                               

교무금/건축헌금                      병중에 계신분

모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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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동남부 여성 제10차 꾸르실료

1. 일시 : 10월 24일(목) ~ 10월 27일(일)

2. 장소 : Carmel Retreat Center 415 Old Collins Rd,

Hoschton, GA 30548

3. 참가비 : $300
4. 문의 : 사무국 총무 조보현 프란치스코 (404-422-0091)

         매매 
1. 자동차 매매합니다

종류: Toyota Sequoia SR5 

연도: 2003      마일: 220,000

엔진상태:A      외관:B

판매가: $3,000  
연락처: (704)771-0785

    구인

세탁소 딜리버리 하실 

분 구합니다

연락처: 서담 
704-231-4975

동부 소식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