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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늘 의 미 사

입당송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아기를보았네.

제1독서 집회3,2-6.12-14

화답송

◎ 주님, 당신집에사는이들은행복하나이다.

제2독서 콜로 3,12-2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 에귀기울이게하소서. 

◎ 알렐루야.  

복음 루카 2,41-52

성체송

우리하느님이세상에나타나시어, 사람들과함께
사셨네. 

오 늘 의 미 사

2011년 교구설정 100주년, 다시 새롭게 “2010년 도약의 해”

이제내가너희앞에생명의길과죽음의길을놓아둔다.
(예레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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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의말

“내가요셉같은아버지다?”
“내가성모님같은어머니다?”
“내가예수님같은아들, 딸이다?”
미사 중에 해당되면 손 한번 들어 보라고 했더니

쉽게손드는가정이하나도없었다.
성가정 축일을 맞아 본당에서 모범가정(성가정)
시상식을준비하고있다. 
요셉 마리아 예수 세분을 기준으로 해서 모범가정
을 찾으니 우리 본당에는 성가정(모범가정)이 잘
보이지않는다. 아니없다.

교우들의삶을파악하려고반미사를시작했다.
교우집을방문할때늘느끼는감정인데, 
좁은 집이지만 한 가운데 주님을 모셔놓은 기분
좋은집,
공소 같은 분위기를, 따스함을 느끼게 하는 집이
있는가하면
어떤 집은 어둡고 침침해서 뭔가 튀어 나올 것
같은집,
핑계를 대고서 빨리 나오고 싶은 가시방석
같은집,
반대로 벌써 엉덩이가 알고서 방바닥에 딱 붙어
버리는집이있다.

이렇게집집마다고유한냄새가있다. 
사랑냄새가나는집! 썩는냄새가나는집!
하느님냄새가나는집! 세속냄새가나는집!

주보강론을 보고서 우리 집은 어떤 냄새가 날까?
긴장하는 분도 있을게다. 평수가 넓고, 경제적인
여유로 이것 저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이 있어야
사랑냄새가나는것은아니다.
사랑 냄새는 하느님 냄새는 가족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가족들끼리서로배려하는집,
모여기도하는집,
서로믿어주는집,
서로 존중하는 집이 사랑 냄새나는 성가정이 아닐
까생각해본다. 
내엉덩이가방바닥에붙어버린사랑냄새는나는
가정이 많아지길 바라면서 성가정 축일을 지내는
오늘, 한해의마지막주일을보내는오늘, 
결심하나해보자. 가족끼리서로존중하는가정이
되도록…

다시새롭게2011! 교구설정100주년

생명의말

부모는율법교사들가운데에앉아있는예수님을찾아냈다.  루카2,46 참조

이종건 시메온 신부
반야월성당 주임

냄새나는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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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새롭게2011! 교구설정100주년

■교구설정100주년준비위원회

임석환 스테파노 신부 / 교구시노드 사무국장

신학생을 양성하는 학교를 신학교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중·고등학교과정을소신학교라고하고, 대학교과
정을 대신학교 또는 대신학원이라고 부릅니다. 대구대
교구는소신학교와대신학교를운 하고있습니다.

11.. 소소신신학학교교
대구대교구 소신학교는 199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학생들이경북하양본당구역내에있는기숙사베드로
관에서거주하면서대구가톨릭대학교부속무학고등학
교 과정을 거치는 형태로 운 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
지 29명이 대신학교에 입학하 고, 2009년 현재 17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소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사제의 길을 시작하 는데, 
지금은 소신학교를 운 하는 교구는 대구대교구뿐일
것입니다. 소신학교 교장신부님은 이호봉 신부님이고
입학문의는053-854-2085입니다.

22.. 대대신신학학교교
대구대교구대신학교는1914년현재의남산동대신학

교 위치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당시의 학교명은 성유
스티노 신학교 습니다. 중국 상해에 거주하던 분이
익명으로 신학교 건축기금을 보내주셨고 학교명을 성
유스티노로했으면좋겠다는뜻에따른것이었습니다.
성유스티노 신학교는 1945년 3월 일제의 탄압으로

폐교되었는데 그때까지 67명의 사제를 배출하 고 그
가운데다섯분이주교로서품되었습니다.
이후 1982년 3월 선목신학대학으로 대신학교가 재개

교되었습니다.
1983년 의학과를 신설하여 대구가톨릭대학교로 교명

을 바꾸었고, 1995년 효성여자대학교와 통합하여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신학대학으로편제되어있습니다.
대신학교는 종합대학교인 대구가톨릭대학교의 편제

안에 있지만 교구장님의 명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
됩니다.
1999년에는 하양에 신학관을 개관하여 학부 2학년과

3학년이생활하고있고, 2000년에는한티성지내에 성
관을개관하여학부1학년이생활하고있습니다.
대신학교는 대구대교구, 안동교구, 왜관 베네딕도

수도원 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2009년 12월 현재
대구대교구 163명, 안동교구 20명, 베네딕도회 13명, 총
196명의 대신학생이 있습니다. 대신학원 원장신부님은
손상오신부님입니다.
참고로 사제를 양성하는 가톨릭대학교는 전국에 7개

가있습니다.
서울, 대구, 광주, 수원, 부산, 대전, 인천가톨릭대학교

입니다.
서서울울의의가가톨톨릭릭대대학학교교는1855년에제천배론에세워졌

던 성요셉신학교를 전신으로 하는데 1866년 병인박해
때 폐교되었다가 1885년에 예수성심신학교가 용산에
설립되어1928년에현재의혜화동으로옮겼고, 1995년에
성심여대와 통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구와의정부교구신학생들이공부하고있습니다.
광광주주가가톨톨릭릭대대학학교교는 1962년에 대건신학대학으로

개교하여광주가톨릭대학교로개명해서오늘에이르고
있습니다. 광주대교구, 전주교구, 제주교구 신학생들이
공부하고있습니다.
수수원원가가톨톨릭릭대대학학교교는 1984년에 설립되었고, 수원교구,

춘천교구, 원주교구신학생들이공부하고있습니다.
그후부부산산가가톨톨릭릭대대학학교교가지산보건전문대학과통합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고(부산, 마산교구신학생), 계속
해서 대대전전가가톨톨릭릭대대학학교교(대전, 청주교구신학생), 인인천천가가
톨톨릭릭대대학학교교(인천교구신학생)가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
고있습니다.

대대구구대대교교구구산산하하기기관관 11:: 신신학학교교
전광진 엘마노 신부 / 교구사목기획 실장



대림절을 보내며 생각한다. 말 그대로‘오심
을 기다리는 시기’라는 뜻의 이 절기는

교회력에서한해의새로운시작을의미한다. 어둠
속에갇혀있는우리에게빛의길을열어주실그분
을맞을준비를하는그기간은축복받은시간임에
틀림없다. 그간세상홍진속에묻혀어느덧잊거나
포기하고 살았던 새 삶에 대한 꿈을 다시 한 번
품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성탄이예전의성탄과는너무다른모습으로변모해
버려자칫주변분위기에묻혀아무런느낌도없이
이시기를흘려보내기가십상이라안타깝다.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거리에 나가면 간간이

캐럴이 들려오고 자선냄비의 존재를 알리는 종소
리도 들리고 그러면 내 마음은 공연히 걱정 있는
아이처럼 두근거린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어릴적성탄전야가생각난다. 자리에누워다음날
아침머리맡에놓여있을산타의선물을상상하며
행복한 잠에 빠져들다가 자정미사에 다녀온 엄마
의 차갑고도 상쾌한 기척이 느껴지면 설핏 잠이
깨어 무심코 창밖을 올려다보던 그때가! 엄마가
습관처럼 들었던 트랜지스터라디오 심야프로에선

‘북치는 소년’이 빰빠빰빰 울렸던가. 별 몇 개가
겨울밤하늘에저만치높이떠서아무때라도사라
질것처럼아련하게깜빡이는걸보다가는왜그렇
게갑자기슬퍼졌던가. 나도모르게눈물을주르륵
흘리다가 엄마가 눈치 챌까 고개를 돌리곤 했던
기억이이맘때면거의예외없이떠오르는것이다. 
세월이 흐른 후 돌이켜보니 그 슬픔에는 어떤

롱함이있었던것같다. 개인적행ㆍ불행과는관계
없는, 지극히순수한슬픔이아니었겠나싶다. 철모
르는어린아이들이지닌순수직관이랄까. 그꿈같
은순간이 원하지못하리라는, 그리고 원한것은
너무멀리있다는, 뭐그런느낌들이어린나를엄습
했던 것 같다. 뺨과 손등이 석류껍질처럼 빨갛게
갈라 터지도록 바깥에서 동무들과 어울려 노느라
밥때를 놓치기도 하던 평범한 시골아이 는데
어째서유한(有限) 존재의숙명적비애를그리일찍
느꼈을까. 그러나다음날아침은항상또다른세상
이었다. 엉터리 설치미술같던 솔가지 트리 아래서
발견하는산타의복주머니, 성당에가면수녀님들
이한껏솜씨를부려꾸며놓은황홀한구유, 미사
가 끝난 후 신부님이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성탄
과자 등등…… 꿈이 결코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되는 세상이었다. 그러므로 성탄을
앞둔대림절은어린내게있어장차현실이될어떤
꿈을꾸는시간과도같았다. 비록성탄전날밤에는
너무 벅차게 달아오른 기대가 제풀에 시르죽는
상심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곤 했지만 그렇다고
그다음날의행복을포기하지는않았다. 아니포기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슬픔 안에서 머물기엔
내일의기약이너무뚜렷했기때문이다. 
내 마음 속에서 대림절은 사실 연중 이어진다. 

나는늘그때그어린아이로돌아가다시또꿈꾸
며 기다리게 된다. 우리의 믿음을 결코 저버리실
분이 아니기에 언젠가 내 안에‘꿈같은 현실’로
오시리라믿으며. 

다시또꿈꾸며기다리며
구자명 임마꿀라따┃소설가

함께열심히노력을... 박성규 엘리지오

다시새롭게2011! 교구설정10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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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소 가 는 길 >>>

::하느님과의만남
우리가 하느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분께 마음을 넘겨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넘겨 드린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열게 만들었던 어떤

따뜻함이나 대화가 있었기에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그분께마음을넘겨

드린다면 우리의 삶을 주도 하시는

그분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하느님께 마음을 진정으로 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은 성령과

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숨어 계시는

하느님을만나는장소입니다.

::사랑함으로써
만약에신자들에게“당신은하느님을잘아세

요?”라고 묻는다면“예”라고 대답하실 것입

니다. 안다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이론적으로

하느님께서 전능하시고 정의로우시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

를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과 함께 한 시간이 길어 그

시간동안그에대해알게되고느끼게

되고 사랑도 함께 자라게 된 것을 말합

니다. 바로 하느님을 안다는 것도 이와 같습

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머리 아파하며 끙끙대며

어떤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하느님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한다고하 습니다.

-권가타리나수녀- 

죽은 병사의 기도
나는 성공을 하고자 건강을 빌었건만 하느님은 내가 순종하도록

병약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행복을 누리고자 부를 빌었건만 하느님
은 내가 지혜로워지도록 가난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더 큰 일을
하고자 힘을 빌었건만 하느님은 내가 더욱 선하고 유익한 일을 하도
록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자 권세를 빌었

건만 하느님은 내가 당신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연약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인생을
누리고자 온갖 것을 빌었건만 하느님은 내가 온갖 것을 누리도록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청한 것을 아무것도 받은 바 없지만 내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내 기도는 응답을 받았으니 나는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옮겨온 입니다.-

짧 은 깊 은 생 각

성의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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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드준비를위한토론마당“함께하는시노드”

임석환 스테파노 신부 / 교구시노드 사무국장

지난10월한달동안교구2차시노드준비에있어
본당별 토론마당을 위한 본당 시노드 준비위원회
연수를 십여 차례에 걸쳐 각 대리구 지역별로 가졌
는데, 교구내144개본당의1,364명이참여하여시노
드 준비를 위한 새로운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
습니다. 
교구시노드는대략적으로다음의세가지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의제 선정 과정과 의안
작성 과정, 그리고 선출된 대의원의
총회를 통한 의안에 대한 논의 및
그에 대한 찬반 투표를 가지게
되는 시노드 본회의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시노드 본회의
를 위한 앞의 두 단계의 준비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준비 과정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의견 수렴
입니다. 시노드는 각 분야의 몇 몇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루어가는 위원회가
아니라모든교구구성원들의생각과힘을모아가는
그야말로‘함께하는여정’(synodus)입니다. 따라서
교구 구성원 모두의 원의라든가 바람과 불만 등을
잘들을수있는창구가필요하고이를위한소통이
원활하게이루어져야합니다. 
우리교구는지난l년반동안2차시노드가다루어

야 할 특별한 주제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 교구민 모두의
관심과 그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는 일입니다.
교구민의생각은다른곳에있는데, 몇몇위원들의
원론적인의견만을가지고는절대시노드가성공할
수없을것입니다. 이를위하여가장중요하고핵심

을 이루는 준비과정 중의 하나가 바로 본당 토론
마당입니다. 교구민 모두의 의견은 당연히 제 각각
이기 때문에 필히 공청회 같은 토론의 장이 마련되
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의견들
이모아질수있는것이고그에대한발전적제안들
을작업할수있다고봅니다. 
따라서 올 한 해 동안은 각 본당의 토론마당을 잘

개최할수있도록모든교구민들이협력해
야하겠습니다. 본당에서신자들에게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토론마당
이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여러가지방안들이마련
되어야합니다. 그리고마찬가
지로 교구사제단에 있어서도
사제들과 교구 정책과 관련한
문제들에대한토론회가지속적

으로이루어져야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지면을 통하여

토론마당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토론할
주제들에대하여하나씩차근차근살펴보도록하겠
습니다.

본본당당토토론론마마당당의의의의미미와와내내용용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전 교구민(성직자, 수도자,

본당신자) 대상의견수렴과정이의제선정을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면, 이번
토론 마당의 목적은 의안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복음화 과정에 있어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당면한 문제를
풀어 나아가기 위해 교구에 시노드가 필요하다면,

■시노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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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노드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그 문제들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적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안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토론마당의보다근본적인의미는모든교구구성원
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 보고 그 대안
을모색해보는공유의과정이라할수있습니다.
교구 2차 시노드에서는 1차 시노드를 통하여 제기

된 일곱 가지 의제 중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
인사안이라할수있는다섯가지의주제들을선정
하 습니다. ‘젊은이복음화’, ‘새시대선교’, ‘소외
된 이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배려’, ‘본당 공동
체’, ‘교구와대리구및사제생활’이라는주제들입
니다. 이러한 주제에 따라서 앞으로 교구 시노드
준비위원회가수행해야하는계획은각의제의세부
주제들을 대상으로 토의들과 논의들을 다방면으로
가지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에 합당한 연구위
원단이 구성되었고, 주제에 대한 각 각의 연구위원
회는 맡겨진 주제들을 연구하고 토론된 내용들을
종합하여문제에따른대책을마련할수있는안(案)
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노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는 의안이 됩니다. 의안 작업을 위해서
는 해당되는 주제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과
최근의 가르침들을 잘 살펴보아야 하고, 교회 현실
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여러 가지 대안으로서

의가능성을모색하여앞으로의교회가수행해야할
비전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구 구성원들은
이를 위해 각 각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이에
있어중요한것이바로평신도들의토론활동인것입
니다.
따라서 본당 토론마당의 목적은 무엇보다 시노드

준비에 있어 교구민 모두의 참여에 큰 의의가 있습
니다. 그리고 본당 공동체로 하여금 세부 주제에
따른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도록 하여 각
본당의 처지와 상황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결국 그러한 관심과 참여로써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토론마당은 곧 해당 역에 대한 보다 구체
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의견 수렴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각 전문 위원회의 논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것입니다.
각 본당에서 토론마당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구

시노드준비위원회에서는해당주제의쟁점요소를
중심으로 한 토론 자료를 준비하여 연수 때에 제시
하 습니다. 각 본당 시노드 준비위원회는 이를
통하여 구역 및 반모임, 각종 단체 별로 논의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각 본당은 토론마당 발표회를
가지게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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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 생오리
- 칠 곡 점-

☎ 053-312-9991
H. 011-514-6679

칠곡 4지구 수요시장 내
50사단 정문 가는길

정 윤 희 안젤라

“데이진데비론”

☎(053)427-9933

(주) 아이비스

건강을만드는소금섬유

대표이사 이순금 (모니카)



알림 대구평화방송(FM 93.1MHz) 오늘의강론
12월 28일(월) - 1월 2일(토) 07:00, 18:50 전 준(대건안드레아) 신부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사목국┃700-804대구광역시중구남산3동225-1┃홈페이지 : www.dgca.or.kr┃전화 : 053) 250-3052┃팩스 : 250-3054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구미지역 알후원회미사 12월28일(월) 낮12시 성모당

바뇌의성모님미사 12월31일(목) 오전10시 성모당

일 시 장 소
구미지역 알후원회미사 12월28일(월) 오전11시 도량성당

4대리구포항지역성소후원회월례미사 12월28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청소년성령세미나(5대리구)
일시 : 1.11(월)~13(수), 장소 : 연화리피정의집
문의 : 형곡성당054-454-2000

지속적인성체조배회제7회성체신심세미나
일시 : 1.25(월)~27(수), 장소 : 한티피정의집
문의 : 010-5493-1819

제19회윤일제
성이윤일요한제를위한9일기도미사, 강론
일시 : 1.11(월)15:00~20(화)15:00, 장소 : 관덕정

한국틴스타지도자과정워크숍
일시: 1.19(화)~22(금), 장소 : 교구청별관5회합실
대상 : 청소년성교육에관심이있으신분
문의 : 010-3823-9007 / 424-1616 

동계성소피정내년(2010년) 새학년기준(신청마감: 1.3(일))
중1~2 : 1.7(목)~8(금)/1박2일, 앞산청소년수련원
중3~고2 : 1.14(목)~16(토)/2박3일, 청통수련원
고3,대학,일반: 1.11(월)~13(수)/2박3일, 한티피정의집
문의 : 250-3071, 3058 / 010-6776-3071

※기타문의는본당사무실에하시면됩니다.
천주의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성소모임
대상 : 가난하고소외된이들에게관심있는남성
문의 : 010-8510-5423

마음을더가볍게하는2박3일치유피정
일시 : 1차 1.8(금)13:00~10(일)
장소 : 마리아피정센터(부산시남구우앙2동127-166)
강사 : 최봉도F.하비에르신부
피정비: 11만원, 부산045-01-037552-0 재)티없으신마리아성심
문의 :051-634-0228／011-9503-0228

성소자동계피정(예수의꽃동네형제회·자매회)
일시: 1.8(금)18:00~10(일)15:00, 장소 : 음성꽃동네
대상 : 고등부이상미혼 남·녀,  형제회011-806-6879

예수성심시녀회침묵피정및성서피정
1일침묵피정 : 1.5(화), 7(목)10:00~16:00
1일성서피정 : 1.14(목)10:00~1.17(일)16:00
1박2일신약통독 : 1.16(토)10:00~1.17(일)16:00
장소: 소보둥지(경북군위군소보면), 문의: 054-382-0260
준비물: 묵주, 성경, 필기도구, 회비: 1일2만원,1박2일(4식)4만원

새해새마음피정
일시 : 1.2(토)15:00~3(일)15:00
장소 : 예수성심시녀회 (지하철현충로2번출구)
대상 : 관심있는미혼여성(고1~ ), 회비 : 만원
준비 : 열린마음, 세면도구, 따뜻한옷, 미사준비
신청 : 010-2649-2045 (12월 31일까지연락주세요)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성소상담
일시 : 매일08:00~17:00
문의 : 622-4408(carmeldg@hanmail.net)
매월첫토요일저녁기도와묵상기도에초대합니다(17:00)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대구관구
렉시오디비나 : 매주금요일19:30
장소 : 성소자실, 대상: 33세미만미혼여성
문의 : 011-803-8973 / 659-3404

소보둥지 성피정
나의삶을예수님파스카속으로(침묵피정)
1.23(토)~24(일)회비4만원/1.26(화)회비2만원
성경통독피정(구약-모세오경,신약-전체) : 1.30(토)~2.1(월)회비10만원
마감 : 선착순, 문의 : 054-382-0260 / 010-6434-9117

※공지가일부변경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부설어린이집조리사, 운전기사모집
조리사자격 : 자격증소지및유경험자
운전기사자격 : 대형면허소지및유경험자
문의 : 856-3033

월명성모의집(김천) 직원모집
모집분야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관리인
문의 : 054-435-5579(인사담당)

사도회가톨릭호출택시여직원1명모집
컴퓨터워드및교대근무가능한자(551-1004)

상동성당신자조합여직원1명모집(764-0664)
자격 : 고졸이상(금융계열경력자우대)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교적사본

겨자씨성서모임신입생모집
본과(신.구약)화.수10:00~12:00,목20:00~22:00(학기당5만원) 
연구과(신.구약수료자)화.수:10:00~12:00(학기당10만원) 
문의 : 625-4627(sinapi2022@hanmail.net)
등록금송금계좌 : 국민807102-01-162986, 유현숙

대가대평생교육원장례지도사취업교육생모집
장례지도사자격증(7.17(토) 자격시험실시)
취업/창업/봉사자(연령/성별/학력무관)
문의 : 526-3413~5 / 010-4142-4414

대구가톨릭대학교부동산아카데미수강생모집
부동산경, 공매재테크과정30만원
개강: 2.24매주수, 목 10:00~13:00/19:00~22:0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감삼동캠퍼스평생교육원
문의: 568-9800 / 010-4161-4443

예로니모성경대학(성주) 신입생모집(4년과정)
매주화요일오전반10:00~12:00/ 저녁반20:00~22:00
(1학기: 3월~7월둘째주, 2학기: 9월~12월둘째주) 
접수: 1.31(일)마감, 문의: 054-931-2374 / 010-5009-3131

티없으신마리아성심재속3회모집
대상 : 55세이하열심한신자
첫모임 : 1.26(화)09:30 꾸르실료교육관(성모당)
문의 : 010-2635-0534 / 010-9620-4820

여성교육관수강생모집(254-6115)
월:10:00 창작사진교실/ 어중급15주
월:13:00 오카리나/2시,웃음치료화:14:00 미술치료7시,수지침/목18:00,칭찬
금:10:00 사랑의윤리학/14:00,칭찬기술
금:11:00 제대꽃꽂이다해/13:00,사범꽃꽂이

교육생모집(자격증반&취미반&유아반)
플루트,바이올린,천연비누&천연화장품만들기
성인POP,키즈POP,유치부미술,초등부미술
문의 : 가톨릭문화관476-6211  

환경위원회칭찬기술교육강좌
개강 : 1.5(화)부터오전반10:00~12:00/오후반14:00~16:00 
문의 : 253-3655
남대학교병원가톨릭원목실자원봉사자모집
병실방문기도또는머리감기봉사에원의가있으신분
문의 : 620-4486 / 010-4519-4486

여대생기숙사안내
대상 : 재학중여대생, 대학원생(종교무관)
장소 : 서울성북구정릉국민대건너편
문의 :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http://www.rcm1892.net(02-911-7580)

이 원 의 료 기
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용구판매

혈압계,혈당계,휠체어,안마기,뜸,부항

변상범(도미니꼬)  김인숙(아니타)

경대병원응급실앞

☎053-256-2512(대표),2513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 사무실이사, 일반이사

대표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허리아프고~ 무릎아플때

원장배광주(레오)   원장최은석
원장송대흡(요한)   원장도홍직
T. 630-8000 송현역2번출구

고객의쾌적한삶을위한24시!Fresh your life!
성요셉성당 김 귀 덕(요셉)

해충방제, 건물종합청소관리,
냉·난방기기크리닝

Tel. 653~9901

내시경센터·검진센터

하나종합내과
(구 도재욱내과)

무통(수면)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

성인병검진, 5대암검진, 종합검진

예약☎655-7890
호텔크리스탈옆/ 지하철2호선반고개역3번출구

원장 허성욱(마태오), 조규현, 도재욱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

들안길네거리~황금성당 사이

안 심 내 과
여러분의건강을안심시켜드리겠습니다.

심장·순환기, 소화기·내시경전문
공단검진, 5대암검진, 각종종합검진

상인 롯데백화점 주차장 입구
롯데리아 건물 5층

원장:강원일(안드레아),
고상철(베드로), 권광

행 치과복을심는
상
인 병원

T.633-7504/634-7504
초등4-고3·박정BO2반·초,중등심화반

토플/ 특목고반·수능/ TEPS반

배 경 선(엘리사벳)·이 재 원(레지나)
T. 743-7403  (경신고정문옆)

빅애플어학원
경북대 문과박사/ 석사강사진+원어민강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