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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특집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과

가톨릭교회

03 말씀의 향기

주님 안에

머무는 삶

2016년은 특별희년(特別禧年)의 보배롭고 상서로운 기운(氣運)과 함께 시작됩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됩시다. 말씀을 통하여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특집

특 집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과
가톨릭교회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의미를 새긴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루어진 성체성사의 제정과 그 은총을 기념

하는 날이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만찬인 성체성사는 신앙생활의 원천이자 정점이다. 성체 성혈 대축

일은 이러한 성체성사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맞아 성체 성혈에 담긴 의미를 돌아보는 장을 마련한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과 가톨릭교회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1264년 우르바노 4세 교황의 교서로 교회에서 정식으로 지켜졌으

며, 마르티노 5세 교황(1417~1431년 재위)과 에우제니오 4세 교황(1431~1447년 재위)에 의해 인가됐다.

가톨릭교회는 성체성사를 통해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체적으로 변화한

다고 믿는다. 외형적으로는 빵과 포도주의 모습으로 남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 ‘실체’ 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 교회는 이를 ‘실체변화’ (Transsubstantiatio)라고 한다.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의 현존을 믿는 이 교리는 개신교와의 차이를 낳는다. 개신교에서는 성찬례를 주

님 최후만찬의 ‘재현’ 일 뿐이라고 받아들인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마태 26,26-30 

마르 14,22-26 루카 22,14-20 참조)는 명령에 따라 교회는 2000년이 넘도록 성체 안에 계신 주님

의 현존을 고백해오고 있다.

빵의 형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재한다는 것은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하기 힘들다. 신자

들 가운데서도 성체의 의미를 단순히 ‘상징’ 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주님

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례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공동 식사로 바라보는 시각도 나타난

다. 이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제병이 피와 살덩어리로 변하는 엽기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오히려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

신을 내어주신다는 사랑의 표현으로 알아들을 수 있다. 현대인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

는 현상에 대해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기적은 지금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

다. 믿는 이들에게는 기적이 유효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다.(마태 13,58)

기적주의에 휩쓸려 자신의 가족이나 이웃을 향한 배려가 교만으로 바뀐다면, 그 기적은 

자신에게도 교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기적을 불러일으킨다.

출처/ 가톨릭신문 / 서상덕, 김근영 기자



주님 안에 머무는 삶

02 03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요한 17,17)

강성구 사도요한 신부
솔올성당 주임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빵과 포도주

파스카축제를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중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 

빵을 당신의 몸(성체)으로, 포도주를 당신의 피(성혈)로 변화(축성)시켜 당신의 생

명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나눔을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체와 성혈을 함께 나누었고, 그

리스도교 공동체도 이 예식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예수님의 생명(몸과 피, 성

체)을 오늘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축복의 잔(성혈)을 나누어 마시고’ , ‘축성된 빵(성체)을 떼어 나누어 먹는’ 모습은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과 일치를 이루게 하여 ‘주님 안에 머무는 삶’ 을 가

능하게 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사랑이 구체화되어 우리에게 나타난 하느님의 선

물이며, 이를 통하여 이웃과의 일치도 가능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

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요한 

6,56)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체는 믿음의 성사입니다.

성체는 ‘빵과 포도주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과 피’ 라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믿는다.’ 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도, 체험도 아닙니다. 가르침의 진리(주님의 말씀)

를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믿지 못하는 자에게 성체는 

빵과 포도주일 뿐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할 때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 가

능해 질 것입니다.

성체는 화해의 성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값을 치르는 빠스카의 희생제물이 되신 것은 ‘하느님과 

인간의 화해’ 를 위한 것이며, ‘인간과 인간의 화해’ 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해의 제물이 되셨다면 우리도 화해를 통해서만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 가능해 

질 것이다. 우리들은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

하시고…’ 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교회헌장11항)’ 인 성체를 주님의 사

랑 안에 머무는 믿음 안에서 나눔과 인내와 용서로 이웃과 화해하는 삶 안에서 

자주 모심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됩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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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벨 탑’의 비극과

치유하는 교회

05 열린마당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

사목단상

성경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 말씀을 듣고, 들은 바를 실행하도록 합시다.

바벨 탑 이야기를 아시나요? 그리스도교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바벨 탑’ (창세기 11, 1-9)이라는 

단어는 파리의 ‘에펠 탑’ 만큼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이야기의 줄거

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인간들이 처음에는 하나의 언어를 썼고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하

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인간들의 교만을 심판하시고자 인간들의 

말을 뒤섞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고, 그 후로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두고 학자들은 다음의 세 가지 해설을 합니다. 첫째, 인간의 교만과 하느님의 심판. 

둘째, 제국(바빌론)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 셋째, 다양한 문화와 언어의 기원.

보통 이 세 가지 해설 중 일반적으로 신앙 안에서 자주 다루는 것은 ‘인간의 교만과 하느님의 심

판’ 입니다. 사실 ‘바벨 탑’ 의 이야기의 핵심은 탑이 아니라 그것을 건설하려는 인간입니다. 여기

에 등장하는 인간은 이미 에덴동산에서 살 때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느님처럼 되고자 했

던 인간이었고, 최초로 성읍을 세운 카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경 안에 나타나는 인간의 건축

은 권력의 표현이자 다른 이들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때로는 신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 문화, 기술은 인간의 힘과 욕망의 표현으로 축복의 도구가 되기보다 자주 혼란과 

저주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곧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복된 상태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하느님과 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흩어짐과 분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

라 흩어진 가운데 다시 하나로 모아들이시는 하느님의 약속이 있었고, 다양성 속에 일치를 찾

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곧 

그분의 제자들인 교회를 통해 흩어짐과 분열이 어떻게 치유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성령 안에 머물며 모두가 소통하고 분열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교회의 구성원인데, 교회인 우리 자신은 

성령 안에 하나 되어 분열을 치유하고 흩어진 것을 모아들이고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 안에 

또 다른 바벨 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한

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고백일 때가 많고,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성령의 이끄심에 의탁하

기 보다는 여전히 서로 다른 세속의 가치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가 시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절망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열과 다툼이 치유되어야 할 곳에 오히려 극심한 분

열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 되고자 한다면 세상 안에서 찌든 낡은 인간을 

버리고 복음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

두 분열의 상처를 딛고 세상의 일치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 브뢰헬 [큰 바벨탑] 1563년, 목판에 유채, 155×114cm, 빈 미술사 박물관

‘바벨 탑’의 비극과 치유하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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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

6월은 예수성심성월이고, 오는 23일 금요일은 예수성심대축일이다. ‘예수성심’ 과 관련된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1647~1690. 프랑스 출생 및 선종. 수녀)에 대해 알아보자.

프랑스 샤롤레 지방에서 태어난 성녀는 8살 때부터 클라라 수녀회가 운영하는 기숙학교를 다녔습

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체신심이 남다른 성녀는 24살 되던 해 파레이르모니알의 성모 방문 수녀회에 

입회, 이듬해 ‘마르가리타 마리아’ 라는 수도명을 받고 수도자로 살 것을 서약했습니다. 성녀는 입회 

2년 후인 1673년 말부터 1675년까지 네 번에 걸쳐 환시를 통해 예수성심 발현을 체험합니다. 성녀

는 환시 중에 △예수성심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는 상징이며 △특별히 매달 

첫째 금요일에 영성체를 하고, 매주 목요일 밤 예수 수난을 묵상하는 성시간을 가지면서 상처 입은 

예수성심을 위로하고 △성체성혈 대축일 후 금요일은 예수성심 축일로 지내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성녀는 이 같은 메시지를 수도회 장상에게 전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지만 장상은 물론 동료 

수녀들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신학자들도 그리스도 발현을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

었습니다. 하지만 성녀는 굴하지 않고 환시 중 접한 메시지대로 실천하며 생활했습니다. 환시를 경험

했다는 이유로 동료 수녀들에게 비난과 구박까지 받으며 고난을 겪던 성녀에게 당시 수녀원 고해신

부인 성 클로드 드 라 콜롱비에르(1641~1682) 신부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성녀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은 콜롱

비에르 신부는 묵상 중에 성녀의 환시가 하느님께서 주신 

계시라는 것을 깨닫고, 성녀의 환시가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성녀가 받은 계시가 인정되면서 1688년에는 예수성심에게 

봉헌된 경당이 수녀원 뜰에 세워졌습니다. 이후 예수성심 

신심은 전 세계로 확산됐고, 예수성심 축일이 있는 6월을 

예수성심성월로 지내는 관습도 생겼습니다.

성녀는 1690년 수녀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성

녀가 세상을 떠나고 75년이 지난 1765년 교황 클레멘스 

13세에 의해 예수성심 신심이 선포됐고, 성녀는 1920년 

교황 베네딕토 15세에 의해 시성됐습니다.

출처/ 가톨릭평화신문, 임영선 기자



춘천교구 여성 제79차 꾸르실료
7. 27(목) ~ 30(주일), 교구 교육원
신청기간: 5. 21(주일) ~ 6. 25(주일)
신청장소: 각 본당 주임신부, 울뜨레야 간사
☎ 033-253-8582 신청문의 사무국

6월 카나 혼인 강좌 일정
6. 24(토) 19시 홍천 홍천성당
대상: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관면혼배를 위한 부부
본당 사무실로 최소 일주일 전에 신청/ 한 커플당 3만원

교회의 보물 이콘(성화) 전시
작가: 전선미 루시아/ 전시기간: 6. 30(금)까지
장소: 부활성당 추모관 내 석주갤러리

재속 프란치스코회 월모임
6. 18(주일) 13:30, 강릉 주문진성당
6. 24(토) 15:00, 속초 교동성당

춘천교구 영북지구 울뜨레야
7. 2(주일) 14시 - 17시, 설악동성당
참가대상: 영북지구 꾸르실리스따
☎ 010-3075-5353 문의

교구·제단체·모임·미사·피정·교육

견진 일정
6. 18(주일) 10:30, 옥천동성당
6. 25(주일) 11시, 포천성당

춘천교구 문화특강 1
6. 26(월) 19:30, 죽림동주교좌성당
주제: 문화사목 - 문화의 복음화, 복음의 문화화
강의: 박유진 바오로 신부(가톨릭문화원 원장)

음악: 가톨릭문화원 음악팀 ‘찬양, 거룩한 기쁨’
주최: 춘천교구 문화홍보국 / 후원: 죽림동성당

6월 각 지구 예비신학생 모임
영동지구: 6. 18(주일) 14시, 옥천동성당
춘천·남춘천지구: 6. 18(주일) 14시, 스무숲성당
서부지구: 6. 25(주일) 14시, 운천성당

2017년 강원도청소년수련원 여름 서포터즈 모집
활동: 청소년 신앙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기간: 7. 9 ~ 8. 17/ 신청마감: 7. 2(주일)까지
선착순 4명/ 혜택: 봉사확인서, 숙식제공, 봉사료
☎ 010-4119-3616 신청문의 이지목 신부

사제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6. 21(수) 알로이시오
임홍지 신부 (원로사목)

6. 21(수) 루이스
방기태 신부 (거진성당 주임)

6. 24(토) 요한 세례자
정영우 신부 (초당성당 주임)

이상철 신부 (갈말성당 주임)

이동수 신부 (거두리성당 주임)

김혜종 신부 (사목국장)

박종수 신부 (이동성당 주임)

교구 소식 및 교회 알림

구(口)구(口)집
횟집·명품물회·섭국

덮밥류·죽·성게알밥·탕
(물회 당일배송 전국택배)
상차림·회식·선물용 인기

☎ 636-1888 속초시 장사동 549
박암 미카엘·김선희 미카엘라

영순네 횟집
국내산·자연산 활어회 전문

물회, 매운탕, 회덮밥, 성게비빔밥
위치/ 고성군 토성면 봉포 해변길99
☎ 633-8887, 010-8791-4220 
이순석 베드로·박영희 요셉피나

“당신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시편 119,105)

가톨릭여행사

9. 12 유럽4개국 성모님 발현지 375만원

9. 14 동유럽 5개국 12일 375만원

10. 16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395만원

☎ 02-319-2533 최도형 야고보

춘천한우
숙성 등심 1인분 32,000원

무쇠팬을 이용하여 풍부한 육즙의 등심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개별룸, 단체석
점심특선 불고기젓갈정식 1인분 1만5천원

위치/ 춘천시 장학리 786-3
☎ 033-257-0205 노윤정 모데스타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치유기도회
6. 19(월) 13시 - 17시, 운교동 소성당

배영진 야고보 신부(서울교구)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성령 세미나
6. 20(화) 19시 - 22:30, 운교동 소성당
강사: 연명숙 베로니카(서울교구)/ 고백성사

영북지구 운전기사사도회 월례회
6. 21(수) 19:30미사 후 회합, 교동성당
☎ 010-5005-5499 총무

렉시오 디비나(성독)
6. 21(수) 10시 접수 - 16시 미사, 교육원

말씀을 통한 심신치유와 영적 충만함
6. 26(월) 19시 시작, 속초 교동성당
강사: 배영진 야고보 신부(말씀의선교수도회)
☎ 010-5379-7999 영북지구 성령기도봉사회

춘천교구 Gaudium 성음악합창단 단원모집
지원자격: 성음악과 합창에 관심있는 사람
오디션 일정, 장소: 6월 매주 주일 18:40, 말딩회관 2층
☎ 010-5365-7211 신청, 단무장 임상규

인   준   시   설

성골롬반의 집 요양보호사 모집
기관명: 성골롬반의집(노인요양시설)
모집인원: 0명, 방문접수(채용시까지)
준비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홍천군노인요양원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모집
최상의 케어와 복지를 펼쳐갈 직원 모집
주 5일 근무/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
☎ 033-432-8895, 0895 문의

한국외방선교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010-3777-4688 해외선교 지망자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원하는 시간 대구 계산서원 010-3113-6219 성소문의는 언제든지 가능

운교동성당 반주자 구함
교중미사(연습/미사), 소정의 사례금 지급
☎ 033-252-3517 성당 사무실

본   당   알   림2017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

방법: 미사 전이나 후에 기도문 함께 봉헌
기도문: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가톨릭 기도서 99면 / 매일미사 200면)

<기 도 지 향>
6. 17(토): 민족 분단의 상처치유를 위하여 
6. 18(주일): 이산가족을 위하여
6. 19(월):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6. 20(화): 북한이탈주민(새터민)들을 위하여
6. 21(수): 남과 북의 정치인들을 위하여
6. 22(목): 북한 복음화를 위하여
6. 23(금): 남과 북의 다양한 교류를 위하여
6. 24(토): 남과 북의 진정한 화해를 위하여
6. 25(주일): 평화 통일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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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여행사 ☎ 02-778-8565

8. 31 크로아티아, 메주고리 10일 (359만원)

9. 11/18 크로아티아, 메주고리 11일 (359만원)

9. 11 성모님발현지 13일 (389만원)

9. 11 이스라엘, 이태리 12일 (395만원)

가톨릭관동대학교 운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강원센터
도박문제 무료상담 및 예방교육
초·중·고 및 일반인, 사업장
☎ 1336, 033-822-2011

젊은이 피정/서울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7. 21(금) ~ 23(주일), 상지 피정의 집

주제: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 선착순 30명

대상: 젊은이 미혼 여성/ 회비: 6만원

☎ 010-6259-6364 문의

29회 대구시청소년수련원 영어캠프
출발일: 6. 24(토)/ 7. 22(토)/ 7. 29(토)
국가: 캐나다, 필리핀
대상: 청소년, 대학생, 가족연수
☎ 053-593-1273 국제교류팀

젊은이 선교 체험(필리핀)
7. 24(월) ~ 8. 3(목) 10박 11일
대상: 만 18세 ~ 대학생, 청년 남녀
경비: 150만원(유류할증료 및 세금포함)
☎ 02-924-3048 신청, 성골롬반외방선교회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
7. 22(토) 11시 ~ 23(주일) 16시

음성꽃동네사랑의영성원, 회비: 오만원정

대상: 가정성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 

내적·외적·영적치유를 원하시는 분

☎ 010-5490-5345 문의

일   반   알   림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요한 6,68)

예수회 후원회 해외성지순례
8. 17 성모님 발현성지 5개국 13일 - 395만원
10. 19 스페인, 프랑스(루르드), 포르투갈(파티마) - 395만원
☎ 02-722-8366 (주)크로바여행사

가톨릭세실리아성음악협회 여름성음악연수
주제: 미사전례·성가/ 교수진: 최호영 신부 외 15명
7. 12(수) ~ 7. 15(토), 가톨릭대 성심교정
내용: 그레고리오 성가, 오르간, 지휘, 성악, 
음악기초이론 및 성음악작곡, CCM
7. 3(월)까지 접수(선착순150명)/ 연수비30만원
숙식, 교재비포함/ 우리은행 1002-044-
623614 박재광/ www.cecilkorea.org
☎ 010-4513-7605/010-6395-1181 접수 

41차 이스라엘 순례
9. 5(화) ~ 9. 17(주일), 12박 13일
이스라엘성지 한국대표부(프란치스코회)
☎ 010-5607-2046, www.terrasanta.kr

인   준   시   설

모현 가정방문 호스피스
대상: 말기암환자(통증 및 증상조절)
포천에서 1시간 이내 거리(포천, 가평, 철원)
☎ 031-535-0066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장애인식개선교육 - 발달장애청소년 밴드
공연 연계(3-10월) / 이론교육, 장애보조기
구체험, 회기당9만원 / 발달장애청소년 밴
드공연(희망여부에 따라 결정)
☎ 070-4699-6474 기획경영팀 박성훈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교육
강사: 이기성 신부 / 매주(목) 10시 - 12시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거두리 한삶의 집 내)
☎ 033-818-1388 문의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강릉분소 직원채용
청소년지도자 1명 / 6. 30(금)까지
홈페이지 참조 www.gwysc.or.kr(공지사항)
☎ 033-641-3990 문의

“e-탈출캠프” 참가 청소년 모집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중학생(남, 25명)

일정: 7. 25(화) ~ 8. 5(토) 11박12일
장소: 강원학생교육원(춘천시 남면)
비용: 1인 10만원(간식비등) 차상위계층이하 무료
☎ 033-256-2000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퍼블릭초코래토리
카카오로 직접 만든 빈투바 다크 초코렛, 

아몬드볼초코렛, 카카오볼초코렛,
카카오닙스·티, 핫초코렛 외, 커피

춘천시 새롬공원길15(퇴계수산횟집 앞)
☎ 033-262-9980, 010-9595-7193

백철현 요셉·서미경 요셉피나

가람 익스프레스

일반, 포장, 보관이사, 전문업체

항상 미소짓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합니다

☎ 244-2439, 010-9125-2828

강길훈·김경옥 비르짓다

춘천 중고차

카플러스 자동차
투명한 판매로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퇴계동 135번지 카플러스자동차

전 차종 판매·매입
☎ 010-7436-0079, 010-4176-2745

황병렬 비오·김미숙 세실리아

속초시 모범업소

취 미 식 당
취미특선(생선구이+회무침+오징어순대)

생선구이, 매운탕, 조림, 도루묵찌개
위치/ 속초시 청초 호반로 305

☎ 635-1644, 010-8799-8052
강정자 로사리아·김경식 베드로

궁 중 된 장
직접 농사지은 콩으로 만든

재래식 된장입니다.
정말 맛있으니 꼭 맛보세요.

☎ 010-6646-7081
전매옥 필로메나·박대홍 베드로

춘천명동본점

스크린 헤어살롱
이탈리아명품헤어살롱 OPEN 기념행사
모든 시술고객에게 아로마마사지/
좌식바스/ 헤드스파를 해드립니다.

M백화점 입구 헤지스건너편 밝은눈안경원 2층

☎ 010-5371-4060, 033-241-0626
전혜련 율리아·정재훈 율리오

삼성온누리약국
병·의원, 대학병원 처방조제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세경5차,남춘천휴먼시아1단지 석사천 맞은편
☎ 033-264-0003 (요양시설처방환영)
김성환 토마스 아퀴나스·정은지 세실리아

Cafe
ON  THE  H I LL

네이버 검색
포천시 원모루1길 32-1(포천파출소 옆)

☎ 031-531-6364

김진경·김한근 안토니오

천주교 춘천교구 장학회

후원 계좌: 신협 131-015-124433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춘천가톨릭신협 조합원님들을 위한,
특별한 감사이벤트!

신협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휴가비가 내손에~!!
기간: 6. 7(수) ~ 7. 7(금)

만 원이상 사용하신 영수증을 가지고
조합을 방문하여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하여 휴가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033-255-6742 춘천가톨릭신협

주보 상호광고 접수 모집

광고기간: 3개월(12주-35만원) / 6개월(24주-70만원)

구비서류: 교적사본, 사업자등록증, 광고신청서
광고신청서 다운로드: www.cccatholic.or.kr
서류신청마감: 7. 12(수) 18시까지/ 선착순
이 메 일  접 수 :  c c j u b o @ g m a i l . c o m
게재여부 결정-입금통지-입금확인 후 주보게재
중도해약 불가,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033-240-6012 문화홍보국 주보편집부


