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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성령강림대축일 년 월 일제 호 성령강림대축일 년 월 일제 호 성령강림대축일 년 월 일제 호 성령강림대축일 년 월 일1512 2013 5 191512 2013 5 191512 2013 5 191512 2013 5 19
성 정하상 바오로 트라이밸리 한인천주교회성 정하상 바오로 트라이밸리 한인천주교회성 정하상 바오로 트라이밸리 한인천주교회성 정하상 바오로 트라이밸리 한인천주교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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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미사 안내미사 안내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시 수 토요일 아침 시 분매주 주일 아침 시 수 토요일 아침 시 분매주 주일 아침 시 수 토요일 아침 시 분매주 주일 아침 시 수 토요일 아침 시 분9 / & 9 309 / & 9 309 / & 9 309 / & 9 30

날짜날짜날짜날짜 지 향지 향지 향지 향 봉 헌 자봉 헌 자봉 헌 자봉 헌 자

월 일 일월 일 일월 일 일월 일 일5 195 195 195 19 연연연연 김중화김중화김중화김중화 정데레사 혜경정데레사 혜경정데레사 혜경정데레사 혜경( )( )( )( )

연연연연 이성원이성원이성원이성원 정데레사 혜경정데레사 혜경정데레사 혜경정데레사 혜경( )( )( )( )

연연연연 정벤자민 대업정벤자민 대업정벤자민 대업정벤자민 대업( )( )( )( ) 정데레사 혜경정데레사 혜경정데레사 혜경정데레사 혜경( )( )( )( )

연연연연 이마르코 재상이마르코 재상이마르코 재상이마르코 재상( )( )( )( ) 가족가족가족가족

연연연연 정아네스정아네스정아네스정아네스 가족가족가족가족

연연연연 임그레고리오 재선임그레고리오 재선임그레고리오 재선임그레고리오 재선( )( )( )( ) 가족가족가족가족

연연연연 한다윗 홍석한다윗 홍석한다윗 홍석한다윗 홍석( )( )( )( ) 한수산나 서연한수산나 서연한수산나 서연한수산나 서연( )( )( )( )

연연연연 서라이문도서라이문도서라이문도서라이문도 가족가족가족가족

연연연연 조상님조상님조상님조상님 이아네스 영숙이아네스 영숙이아네스 영숙이아네스 영숙( )( )( )( )

연연연연 김석순김석순김석순김석순 가족가족가족가족

생생생생 첫영성체 아이들첫영성체 아이들첫영성체 아이들첫영성체 아이들 주일학교주일학교주일학교주일학교

생생생생 첫영성체 아이들첫영성체 아이들첫영성체 아이들첫영성체 아이들 전교부전교부전교부전교부

월 일 화월 일 화월 일 화월 일 화5 215 215 215 21 연연연연 최베드로 휘종최베드로 휘종최베드로 휘종최베드로 휘종( )( )( )( ) 가족가족가족가족

연연연연 서라이문도서라이문도서라이문도서라이문도 가족가족가족가족

연연연연 김석순김석순김석순김석순 가족가족가족가족

월 일 수월 일 수월 일 수월 일 수5 225 225 225 22 연연연연 부모님부모님부모님부모님 이바오로이바오로이바오로이바오로

연연연연 서라이문도서라이문도서라이문도서라이문도 가족가족가족가족

월 일 목월 일 목월 일 목월 일 목5 235 235 235 23 연연연연 서라이문도서라이문도서라이문도서라이문도 가족가족가족가족

연연연연 노유스토 무현노유스토 무현노유스토 무현노유스토 무현( )( )( )( ) 백미카엘백미카엘백미카엘백미카엘

생생생생 쎄멘다 페리쎄멘다 페리쎄멘다 페리쎄멘다 페리 김엘리사벳김엘리사벳김엘리사벳김엘리사벳

월 일 금월 일 금월 일 금월 일 금5 245 245 245 24 연연연연 형제 자매형제 자매형제 자매형제 자매//// 이바오로이바오로이바오로이바오로

연연연연 서라이문도서라이문도서라이문도서라이문도 가족가족가족가족

월 일 토월 일 토월 일 토월 일 토5 255 255 255 25 연연연연 이베로니카이베로니카이베로니카이베로니카 자녀들자녀들자녀들자녀들

연연연연 서라이문도서라이문도서라이문도서라이문도 가족가족가족가족

생생생생 송미카엘 인근 생일송미카엘 인근 생일송미카엘 인근 생일송미카엘 인근 생일( )( )( )( ) 가족가족가족가족

지난주 우리의 정성지난주 우리의 정성지난주 우리의 정성지난주 우리의 정성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주일 헌금과 참여인원주일 헌금과 참여인원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 >< >

구분구분구분구분 시시시시8888 시시시시11111111 영어미사영어미사영어미사영어미사 합계합계합계합계

미사참석인원미사참석인원미사참석인원미사참석인원 77777777 209209209209 46464646 332332332332

헌 금헌 금헌 금헌 금 $548$548$548$548 $1,095$1,095$1,095$1,095 $51$51$51$51 $1,605$1,605$1,605$1,605

교무금교무금교무금교무금< > $2,418< > $2,418< > $2,418< > $2,418

조관식 허순구 이완수 천종욱조관식 허순구 이완수 천종욱조관식 허순구 이완수 천종욱조관식 허순구 이완수 천종욱(4-5) (5-6) (5-6) (5)(4-5) (5-6) (5-6) (5)(4-5) (5-6) (5-6) (5)(4-5) (5-6) (5-6) (5)

김찬곤 윤덕림 박일환 김영희김찬곤 윤덕림 박일환 김영희김찬곤 윤덕림 박일환 김영희김찬곤 윤덕림 박일환 김영희(1-5) (5-6) (5) (5)(1-5) (5-6) (5) (5)(1-5) (5-6) (5) (5)(1-5) (5-6) (5) (5)

이순자 최윤기 최몽렬이순자 최윤기 최몽렬이순자 최윤기 최몽렬이순자 최윤기 최몽렬(3-4) (5) (5)(3-4) (5) (5)(3-4) (5) (5)(3-4) (5) (5)

성소후원금성소후원금성소후원금성소후원금< > $70< > $70< > $70< > $70

최윤기 김관수최윤기 김관수최윤기 김관수최윤기 김관수(5) (1-5)(5) (1-5)(5) (1-5)(5) (1-5)

< Bishop's Appeal >< Bishop's Appeal >< Bishop's Appeal >< Bishop's Appeal >

최윤기최윤기최윤기최윤기(5)(5)(5)(5)

감사헌금감사헌금감사헌금감사헌금< >< >< >< >

김민규 조관식김민규 조관식김민규 조관식김민규 조관식$100 $100$100 $100$100 $100$100 $100

건축헌금 목표액건축헌금 목표액건축헌금 목표액건축헌금 목표액< > $300,000< > $300,000< > $300,000< > $300,000

약정자약정자약정자약정자* : -* : -* : -* : -

****금주봉헌자금주봉헌자금주봉헌자금주봉헌자 : -: -: -: -

****총 세대 중 세대가 약정해 주셨습니다총 세대 중 세대가 약정해 주셨습니다총 세대 중 세대가 약정해 주셨습니다총 세대 중 세대가 약정해 주셨습니다230 185 .230 185 .230 185 .230 185 .

지난주지난주지난주지난주 금 주금 주금 주금 주 누 계누 계누 계누 계

약정액약정액약정액약정액 $311,015.28$311,015.28$311,015.28$311,015.28 ---- $311,015.28$311,015.28$311,015.28$311,015.28

봉헌금봉헌금봉헌금봉헌금 $291,545.28$291,545.28$291,545.28$291,545.28 ---- $291,545.28$291,545.28$291,545.28$291,545.28

오늘 간식은 김세록 제랄드 김관수 요한보스코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오늘 간식은 김세록 제랄드 김관수 요한보스코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오늘 간식은 김세록 제랄드 김관수 요한보스코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오늘 간식은 김세록 제랄드 김관수 요한보스코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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