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보 제 1462호  (나해) 2009년 9월 27일  제 4 면 

 

 

봉헌봉헌봉헌봉헌////신자기신자기신자기신자기도도도도 제2(기쁨)소공동체 식 사식 사식 사식 사 봉 사봉 사봉 사봉 사  제9(믿음)소공동체 주 차주 차주 차주 차 봉 사봉 사봉 사봉 사  요셉회 

봉헌봉헌봉헌봉헌////신자기신자기신자기신자기도도도도    제3(평화)소공동체 식 사식 사식 사식 사 봉 사봉 사봉 사봉 사     제4(친절)소공동체 주 차주 차주 차주 차 봉 사봉 사봉 사봉 사     요셉회 

주임신부주임신부주임신부주임신부:::: 김영교(베드로) 988-2417, 한광석(마리요셉) 988-9679; 수녀원수녀원수녀원수녀원: : : : 하영희(베네딕다) 428-8910        
부부부부회장회장회장회장::::    김재형(안드레아) 840-9391, 부회장: 김대복(알베르또) 286-2456, 부회장: 김엠마(엠마누엘라)  
228-0088,  총무: 최종금(이냐시오) 393-9308, 서기: 김용태(요셉) 294-5150 

   >> 주보공지사항은 매주 수요일까지 이메일(kccmanoa@hotmail.com)이나 사무실앞 메일박스로 보내주세요. (5줄이내 요약) << 

오늘 모 임  
상임위원회: 점심식사 후 사제관. 

            (솔렉,카할라 공동체 회장님 참석요망) 

연령회: 점심식사 후 강당. 

독서부: 점심식사 후 사제관 도서실. 

성모회: 점심식사 후 강당 회의실. 

교육분과 정기모임: 주일 오후 2시 30분 성당 유아방. 

다음 모 임  
백양회: 10월 4일 주일 점심식사 후 강당 회의실. 

철야성령기도회:  

때-2009. 10. 3(토). 오후 8시~12시 30분 

곳-샤미나드대학 내 칭홀(Waialae Ave. 3번가 사거리 산쪽) 

준비물-묵주 

문의: 김안드레아(497-6868), 박데레사(224-3335) 

      김글라라(349-2654) 

안 내
 

2010 성당달력 광고접수: 선착순 10건, 건당 150불, 

10월 11한. 접수처: 김재형 안드레아  

Cel.: 840-9391, email: Andrew.kim@hawaiiantel.net 

 

카할라공동체 주일 미사시간 변경안내: 

변경전-주일 오후 7시 

변경후-주일 오후 1시 30분 

변경일자-2009년 9월 27일 부터 

 

제7차 하와이 ME 주말 피정 안내:  

일시: 2009년10월2일(금)오후6:30–10월4일(일)오후7시 

장소: St, Stephen’s Diocesan Center 

지도지도지도지도: : : : 김영교김영교김영교김영교    베드로베드로베드로베드로    신부님신부님신부님신부님.... 

신청마감신청마감신청마감신청마감: 2009. 9. 13: 2009. 9. 13: 2009. 9. 13: 2009. 9. 13. 

신청비: 한 부부(2인) - $400 (피정및 2박3일 숙박비 포함) 

문의: 본당 사무실 988-9678 

      류 안토니오 & 류 막달레나 398-1275 

      정 스테파노 & 노 아네스 253–1755 

 

예비신자와 쉬는 신자를 위한 기도: 예수님이 주신 선교 

사명대로, 예비신자와 쉬는 신자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명찰 패용: 주일미사 때 가슴 명찰패용으로 자신을 알리면 

좋겠습니다. 

 

 

안 내  
 

추석위령미사: 10월 4일 주일 11시 교중미사를 

조상님들을 위한 위령미사로 봉헌합니다. 

 

지난주일지난주일지난주일지난주일((((09/09/09/09/20202020) ) ) ) 우리들의우리들의우리들의우리들의    정성정성정성정성: $: $: $: $3,0683,0683,0683,068.00.00.00.00    

교무금교무금교무금교무금    주일헌금주일헌금주일헌금주일헌금    기타기타기타기타헌금헌금헌금헌금    주보광고주보광고주보광고주보광고    

$340.00 $2,728.00 - - 

 
교구교구교구교구    캠페인캠페인캠페인캠페인    모금모금모금모금    현황현황현황현황    (09/(09/(09/(09/20202020/09)/09)/09)/09)    

목표액목표액목표액목표액((((배당액배당액배당액배당액))))    

$ 315,000    

현재현재현재현재    모금액모금액모금액모금액    

교무금/헌금(1/10)  $11,417.00 

개인약정액개인약정액개인약정액개인약정액    

$195,000 (41명) 

개인성금  $54,676.00 

합합합합            계계계계     $66,093.00 

    

기도모임기도모임기도모임기도모임    안내안내안내안내       

기도회 때 곳 

 

성령기도회 

철야철야철야철야: 매월 첫째 토요일 

오후 8시-12시30분 

샤미나드대학 

칭홀 

주간주간주간주간:둘째,셋째,넷째 

금요일 오후 7시30분 

마노아성당 

강당회의실 

다락방기도회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마노아성당 

강당회의실 

15기도 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마노아성당 

사제관도서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